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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월경(越境)오염 문제는 확실한 오염국과 피해국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국제사법적인 해결이 어렵다. 우선, 오염행위의 발생지와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지간 거리가 상당하여 그 손해의 정도와 인과관계

를 입증하기 어렵고, 재판관할권의 문제와 정치·외교적 민감성 등 여

타 현실적인 고려사항들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월경오염 문제에 직면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제환경협약이라는 사전

예방적 법 제도를 통해 월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한다.

그렇다면 월경오염 문제의 국제법적 해결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는 결국 이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국제환경협약의 실효성을 담보

하기 위한 방향의 논의가 필요하다. 월경오염 사안의 경우, 국가들은

일반적인 국제환경협약에서 다루고 있는 준(準)보편적 환경사안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목적과 배경에서 출발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월경오염은 바람의 방향 또는 물의 흐름에 따라 일방향적 외부성을

발생시키며, 뚜렷한 오염국과 피해국의 구도를 내재하고 있는 등,

일반적 의미의 환경문제와는 차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월경오염에 대한 국제환경협약의 이행과 준수의 문제가 이러한 사

안의 특수성에 맞춰 새로운 시각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

기에 있다.

본 논문은 국제협약의 이행과 준수에 대한 두 가지 이론적 접근

모델을 주요 논의의 틀로 삼고, 월경성 대기오염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세 가지 국제협약을 분석한다. 우선,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국제

의무를 준수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관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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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모델은 자발적인 보고, 당사국회의와 일정 수준의 감시·감독 등

사전적(ex ante) 이행·준수 메커니즘을 강조하면서, 협약의 위반국에

대해서도 비징벌적 성격의 비준수절차와 평화적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자발적인 의무 준수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이 반영된 아세안 연무(煙霧) 협정의 사례를 통해

보았을 때, 해당 모델의 전제와 수단은 월경오염에 대해 규율하는

국제환경협약에 있어서 타당치 못한 측면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강제적 접근 모델(enforcement school)은 개별

국가의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 출발하여, 당사국들이 국제법을 위반

했을 때 징벌적이고 강제적인 성격의 제재와 대응조치, 사법적 분쟁

해결절차 등 사후적(ex post) 이행·준수 메커니즘을 통해 위반에 대한

법적 결과로서의 손실을 크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월경오염에

관한 국제협약 중 유럽의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협약

(CLRTAP)’과 ‘미국과 캐나다간의 대기질 협약’은 이러한 접근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법적 장치와 수단이 협약의 이행

체제를 지속적으로 내실화하고, 월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국의 사후 구

제에 대한 기대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다만, 강제적 접근

모델에 입각한 법적 장치와 수단은 오염국의 반대로 인해 애초에

협약체제에 반영되고 구현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주요한

한계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월경오염에 대한 국제환경협약의 이행과 준수

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시계열(時系列)적이고 단계적인 접근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여타 환경사안에 비해, 국가들은 월경

오염 사안에 직면하였을 때 특히 전통적인 의미의 주권과 국익에

대해 강한 고려를 가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추어, 협력의

초창기에는 징벌적, 강제적 수단보다는 긍정적인 유인과 지원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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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 체제에 대한 오염국의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어서 협력의 발전기에는 구체적이고 명확

한 감축의무, 협력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는 ‘진

전원칙’, 그리고 정치·외교적 중립성을 갖추고 있는 이행감시기구를

통해 기존 협약상의 이행체제를 내실화시켜야 한다. 아울러, 협력의

원숙기에는 사법적 분쟁해결절차의 강화와 월경오염 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사적 구제수단의 확립 등 사후적 이행·준수 메커니즘을

보다 구체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접근법은 장차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환경분쟁으로 비

화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는 미세먼지의 월경성 이동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현재로서는 중국과의 유사 분

야 제도적 협력이 걸음마 수준이며, 무엇보다 법적 구속력을 갖추고

있는 기제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월경오염 사안을 관리할

명분과 수단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또는 환경친화적 기술의 이용과 개발, 산업구조의

전환 문제 등에 대한 지원책과 긍정적 유인책을 통해 한국과 중

국간의 구속력 있는 법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후 이러한 합의 내에 장차 이행체제를 내실화시키기 위한 조항

들을 필히 포함시켜 점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과 준수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월경오염, 국제환경협약, 이행, 준수, 관리적 접근, 강제적

접근, 미세먼지.

학 번 : 2016-2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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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지난 30여 년 동안 많은 분야에 대한 국제환경협약이 체결되어 국제환

경법의 발전이 있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국제적 합의가 종잇장

속의 문자로는 결코 충분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협약상의 의무가

협약의 본질과 목적에 충실하게 이행되고 준수되는지의 여부일 것이다.

그간 국제환경법은 엄격한 책임과 집행보다는 추상적 원칙과 느슨한 의

무에 대한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온 만큼, 협약상 이

행과 준수 체제가 취약하다. 그러나 이행과 준수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

이지 않고 있는 국제환경법은 ‘협상 체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국제환경법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월경오염(transboundary pollution)에

대한 국제환경협약의 경우, 효과적인 이행과 준수를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는 월경오염 사안이 여타 환경 사안보다도 뚜렷한 오염국과

피해국의 구도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월경오염은 바람의 방향 또는

물의 흐름에 따라 일방향적 외부성을 발생시킨다. 이에 따라, 월경오염에

대해 규율하는 국제환경협약은 기후변화 등 준보편적 환경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국제환경협약과는 달리, 해당 문제에 관한 광범위한 국가군(群)의

공동 행동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다수 국가들의

참여보다는 오염유발국의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으

며, 공동 행동보다는 월경오염의 사전방지 및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제환경분쟁의 가능성 차단에 주목적을 두고 있다.

실제로, 월경오염 문제에 직면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제관습법상의

‘월경피해 금지의무(no-harm rule)’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염국에 국가책

임을 추궁하지 않고 국제환경협약 체결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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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고 있다. 이는 국경을 넘는 환경문제에 있어서, 국가책임 규범이 적용

되기에 아직 수많은 난제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실체법상의 요건 충족

문제 외에도 재판관할권 등 절차적 요건의 문제와 적절한 배상 방안의

부재, 정치·외교적 민감성 등 현실적 상황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적으로도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 측에 국제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지만, 이러한 접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역시 이와 같은 이유이다.

이 때문에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유럽과 미주, 동남아 등

여러 외국 사례와 같이, 한국과 중국 간에도 예방적 대기오염 방지 협

력에 대해 규정하는 국제환경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1)

월경오염에 대한 협약이 이렇듯 국가책임을 통해 미처 해결할 수

없는 국제환경분쟁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오염유발국의 행위를 궁극

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위한 수단과

방법은 어떠한가? 협약상 이행과 준수 체제(mechanism)2)는 상술(上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본 논문은

월경오염 사안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국제환경협약의 이행과

준수를 설명하는 기존의 논의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

다. 그간 국제환경협약의 이행과 준수에 대한 전통적인 논의는 상호적

대립보다는 공동의 협력, 강제적인 제재보다는 평판과 국제적 이미지에

1) 이러한 견해를 제기한 연구로는 김홍균, “황사문제와 국가책임”, 「저스티

스」(2007), pp. 185-207; 노명준·성재호·최승환·서철원, “동북아 환경협력 체

제에 관한 법적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46권 제1호 (2001), pp. 47-77;

소병천, “국외 발생 미세먼지 관련 국제법적 분석 및 대응방안”, 「환경법연

구」 제39권 제2호 (2017), pp. 30-52; Laura S. Henry, Jasper Kim, Dongho

Lee, “From Smelter Fumes to Silkroad Winds: Exploring Legal Responses

to Transboundary Air Pollution over South Korea”, Washington

University Global Studies Law Review, Vol. 11 (2012), pp.3-12 등.

2) 일부 문헌에서는 영문 “mechanism”을 “메커니즘”이라고 영문 발음 그대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수단” 또는 “체제”로 번역하여 쓰

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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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리의 관점에 입각한 접근방식을 강조해왔으나, 월경오염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이러한 접근은 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 논문은 월경오염에 대한 국제환경협약의

이행과 준수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취해야 할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이를 시계열(時系列)적 측면에서 협약체제 내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광의(廣義)의 국제의무

이행과 준수 문제에 대한 두 가지 이론적 접근모델을 살펴보고, 이를 바

탕으로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된 대표적인 국제환경

협약의 이행과 준수 체제를 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각각의 접근방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월경오염에 대한 국제협력의 초창

기, 발전기, 완성기에서 취할 수 있는 효과적 이행과 준수 확보 방안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접근을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에도 적용하

여 향후 중국과의 월경성 대기오염 관련 국제법적 기제를 갖추는 데 있

어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요소에 대해서도 제언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 연구의 범위

본 논문은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법의 관심을 주제의식에 따라 세 가지

분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첫 번째는 기후변화, 오존층과

같은 전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이다. 이러한 환경문제는 당사국

의 구성과 상관없이 지구상 모든 국가에 대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파리

협정 등 준(準)보편적 성격의 환경협약 등으로써 접근되고 있다. 두 번째는

동·식물의 보호와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등 특정한

환경적 사안 또는 이슈에 대한 대응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구상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환경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

전에 있어 대세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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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발생한 오염 활동이 대개 인접한 다른 국가에 손해를 발생시

키는 월경오염에 대한 대응이다.

월경오염은 특정한 지역적 범위 내의 소수의 이해당사국들만을 대상

으로 하고, 오염국과 피해국이 상대적으로 명확하며, 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 등 더욱 복잡한 과학적 사실관계를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

국제환경사안과 확연히 구분된다. 월경오염 문제는 상기한 이유에서 국제

환경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 또한 더욱 크다. 이 때문에 월경오염의 이해

당사국들은 상호주의적 성격의 국제환경협약을 체결하여 관련 오염물질을

공동으로 감축하고 관리하는 식의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월경오염의 가장 보편적인 사례는 월경성 대기오염이다. 국경을 넘는

대기오염 현상은 산업화 이후 지속적으로 그 양과 수준이 심각해지고 있

으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대기오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국제문서

와 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본 논문은 월경오염에 관한 국제환경협약 중에

서도 월경성 대기오염3)에 관한 국제환경협약이 현재 동북아의 중국발 미세

먼지 문제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다음

세 개의 국제환경협약을 대표적인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4) 이는 유럽의

3) 유럽의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협약’ 제1조(b)는 ‘장거리 이동 대

기오염(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

다: “대기오염의 물리적 발생지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한 국가의 영토관할권

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다른 국가의 관할권 하에 있는 지역에 부정적인 영

향(adverse effects)을 초래하고 있으나, 그 발생지점과 영향지점 간의 거리

로 인해 개별적인 배출원(源) 또는 배출집단의 기여도(contribution)를 판별

(distinguish)하기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은(not generally possible) 성질의

대기오염”.

4)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상기 세 개의 월경성 대기오염 관련

국제환경협약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참고해야 할 것을 제시한 문헌은 다음과 같

다: Laura S. Henry, Jasper Kim, Dongho Lee, 위의 글; Yasumasa Komori,

“Evaluating Regional Environmental Governance in Northeast Asia”, Asian

Affairs: An American Review, Vol. 37, No. 1 (2010), pp. 1-25; 이상윤 외,

『월경성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단계별 대응방안 연구』(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2015); Jin A Kim, Jae-Woo Lee, “A Transaction Cost Approach to

Environmental Cooperation: The Case of Haze Pollution in Southeast Asia”,

「경제연구」 제34권 제1호 (2016), pp. 79-1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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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Pollution, CLRTAP)’(1979), ‘미-캐나다간 대기질협약

(U.S.-Canada Air Quality Agreement)’(1991), 그리고 ‘아세안 연무협정

(ASEAN Agreement on Transboundary Haze Pollution)’(2002)이다. 상기

협약들의 이행과 준수 체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월경오염 관련 국제

환경협약의 이행체제 상의 한계를 도출하고, 효과적 이행·준수 확보 방안

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의 구성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논의 순서를 거치고자 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국제법의 이행과 준수에 대한 전통적 설명방식으

로서 관리적 접근모델과 강제적 접근모델을 살펴보고, 두 개의 모델에

입각한 관점이 일반적인 국제환경협약의 이행과 준수 문제에 대해 어떤

진단과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어서 이러한 논의를 월경오염

에 대한 국제환경협약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기 위

해, 일반적인 국제환경협약과 달리 월경오염 사안의 특수성으로부터 출발

한 국제환경협약이 내재하고 있는 본질과 목적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우선, 일반적 국제환경협약의 이행과 준수를 설명

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유용한 모델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관리적 접근

모델이 월경오염에 대한 국제환경협약에 실제로 반영된 사례를 검토해

본다. 관리적 접근 모델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국제의무를 따르

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국가들이 스스로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유도하기 위한 긍정적 인센티브와 보고, 검토, 평가 등

절차적 의무를 주요한 이행·준수 확보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관리적 접근과는 상반된 전제를 바탕으로, 다른 류(類)의

이행·준수 확보 수단을 제시하고 있는 강제적 접근이 월경오염에 대한 국제

환경협약에 적용되었을 경우 보다 효과적인 이행과 준수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강제적 접근 수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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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는 유럽의 CLRTAP 체제와 미-캐나다간 대기질 협

약 및 오존 부속서상의 이행과 준수 체제를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상기 두 가지 접근법을 월경오염에 대한 국제

환경협약에 적용하였을 때 각각 발생하는 한계와 이점을 바탕으로 월경

오염 관련 협력의 수준과 깊이에 따른 시계열적 접근법을 제안한다. 이를

협력의 초창기, 발전기, 원숙기로 나누어 각각의 단계에서 이루어야 할 과

제와 이행 수단에 대해 제안하고, 이러한 접근법을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

에도 적용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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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제환경협약의 이행과 준수 문제

개별 국가의 주권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발전한 국제법은 기본적으로

자력 구제(self-help)에 의존하는 분권화된 체제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국내 사법시스템과는 달리 개별 국가들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위

권력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이 국제법상 국제의무를 준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준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국가들로

하여금 국제의무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하는 것은 특히 국제환경법의 영역에서 더욱 중

요하게 인식되어왔다. 1970년대 이래 빠르게 발전해온 국제환경법은 다른

국제법의 영역들에 비해 역사가 대단히 짧다는 점에서 많은 경험을 통한

규범화를 이루지 못했다. 이 때문에 몇 개의 당위적인 원칙으로부터 출발

하여, 개별 사안에서 이러한 원칙의 구체화를 시도하는 연역적 접근방식을

취해왔다. 또한, 다수 국가들의 참여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엄격한 책임과 집행보다는 추상적 원칙과 느슨한 의무에 대한 자발적 협력

을 유도하는 형식으로 발전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환경법에는 “이행

결함상태(implementation deficit)”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5)

본 장에서는 국가들이 왜 국제의무를 준수 내지는 위반하는지에 대해

두 가지 전통적인 접근방법에 입각하여 살펴볼 것이다. 우선, 일반적인 국제

환경협약의 이행과 준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떤 접근방법이 주로 활용

되었는지 검토하고, 동일한 접근방법이 월경오염에 대한 국제환경협약에

는 왜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5) Adil Najam, Michaela Papa and Nadaa Taiyab,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A Reform Agenda (Canada: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6), p. 15; 이와 유사한 주장의 소개에 관해

서는 Jutta Brunnée, “Enforcement Mechanisms in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eds. Ulrich Beyerlin, Peter-Tobias

Stoll, Rüdiger Wolfrum, Ensuring Compliance with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A Dialogue Between Practitioners and

Academia (Netherlands, 2006), p. 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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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이행과 준수 논의의 중요성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UN Conference on Human Environment)를

기점으로 환경문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과 관심은 급증해왔다.

이는 국제환경협약의 양적인 증가로 나타났는데, 1950년부터 2011년까지

체결된 국제환경협약의 수는 양자협약이 1,354개, 다자협약이 1,076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수의 국제환경협약

이 다양한 사안에 대해 체결되어 현재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에 비해 지구환경 또는 오염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인식

이 지배적이다. 국제환경협약의 양적 증가가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국제환경협약(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IEA)은 “자연자원에 대한 인간 영향의 방지 또는 관리라는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을 지난 정부간 문서” 내지는 “자연자원에 대한

인간 영향의 예방 또는 관리라는 일차적 목적이 언급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목적으로 작성된 정부간 문서”로 정의된다.7) 이러한 정의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국제환경협약의 두 가지 특징은 ‘자연자원에 대한 인간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영향이 발

생하기 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합의된 문서라는 것이다.

국제환경협약의 이행과 준수의 확보 문제가 까다로운 가장 큰 이유는

‘자연자원에 대한 인간 영향’이 주로 사인(私人)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

이다.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 및 준수해야 하는 주체는 국가(國家)

라는 공적 실체이지만, 국제환경협약이 규율하는 환경문제는 대부분 사적

6) 미국 오리건대학교에서 운영하는 IEA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iea.uoregan.

edu)에 의하면, 1950년부터 2011년까지 체결된 국제환경협약의 수는 양자협

약이 1,354개, 다자협약이 1,076개에 달한다.

7) 나태준·윤이숙·윤경준·구민교·조윤직·정장훈·노성민, 『국제환경협약의 이해』

(대영문화사, 2013),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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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국제환경협약의 이행과 준수는 협약의 주체인

국가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개별 국가가 도입하는 정책과

규제가 국내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질 것이며, 사인의 행위에 대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여러 국제환경 사안에 대한 개별 국가들의 복잡다단한 국내상황과

더불어, 국제환경협약이 주로 ‘사전(事前)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는 법적

제도라는 점은 협약 내의 실체적 의무보다도 절차적 의무가 보다 강조

되는 현상을 낳았다. 우선, 환경오염은 기본적으로 비가역적(irreversible)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제환경협약이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는 환경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에 대한 사후구제가 효과적

이고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현실과도 맞닿아있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국제환경법은 환경손해에 대한 배상과 보상의

지급 등 국가책임 제도보다도 예방적 측면의 법적 제도에 중점을 두고

발전해오는 결과를 낳았다.

국제환경협약의 실체적 의무는 주로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각 당

사국이 행해야 할 오염물질 감축 또는 심각한 오염 유발행위 금지 등의

의무를 포함한다. 한편, 절차적 의무는 오염행위의 예측과 발생과 관련

하여 사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통지하고, 환경위험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의무를 지칭한다. 국제환경협약에서는 대개 절차적 의무가 확실한

법적 구속력을 띠는 표현(“shall”)으로 규정되는 반면, 국가들이 쉽게 합

의하기 힘든 실체적 의무에 대해서는 약한 법적 구속력을 띠는 표현

(“should”, “will”)으로 규정되는 경향을 가진다.

그러나 절차적 의무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환경보호와 관련한 실체적

법규를 대신하게 됨으로써 역설적으로 국제법의 역할을 제한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가령, 정보제공 및 통지의무 또는 환경위험평가는 오염국의

행위 중 어떤 과정이 국제법을 위반하게 될 것인가와 관련하여 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한다. 대부분의 국제환경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적

의무의 이행은 사실상 실체적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로 작동할 수도 있어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것에 대한 묵시적인 허가증을 줄 수도 있다. 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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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 의무 등과 같은 절차적 의무가 심각한 국경을 넘는 환경오

염을 방지할 실체적 규범을 대신한다면 각국은 평가와 통지 및 보고만

으로 그들의 국제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환경협약상의 절차적 의무뿐만 아니라, 실체적 의무까지

도 모두 잘 이행되고 준수되는 것이 중요하다. 절차적 의무의 이행과 준

수에 대한 판단은 물과 기름을 섞었을 때와 같이 답이 명확히 갈리지

만, 실체적 의무의 이행과 준수에 대한 판단은 그렇지 않다. 이는 일반

적으로 국가들의 행위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더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필요로 하는 반면, 실체적 의무에 대한 협약상 규정은 대체로 모호하다.

결국 각각의 국제환경협약이 그 본질과 절차 모두에 있어 당사국들에

의해 이행되고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국제환경협약의 이행과 준수에 대한 논의

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다.

제 2 절 이행과 준수의 두 가지 모델

전통적으로 국제법 학자들은 국제의무의 이행과 준수 문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주요한 접근방법을 보였다.8) 관리적 접근방법을 취하는 입장

(management school)과 강제적 접근방법을 강조하는 입장(enforcement

school)이 바로 그것이다.9) 각 입장은 국가들이 왜 국제의무를 준수하고, 왜

8) 최근에는 이로부터 분화하여, 구성주의(constructivism), 변형주의

(transformation of identity and interests) 등 새로운 접근방법이 늘어나기도 하

였다; Yang, pp. 1147.

9) 관리적 접근방법과 강제적 접근방법에 관해서는 이재협, “國際環境協約의 履

行 및 遵守體制에 대한 小考 - 理論과 實際的 適用”, 「환경법연구」 제22권

(2000), pp. 566; Daniel Bodansky, The Art and Craft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0), p. 205;

Nils Goeteyn and Frank Maes, “Compliance Mechanisms in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An Effective Way to Improve

Complianc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11), pp.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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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하지 않는지에 대한 전제와 이론을 바탕으로 각기 상이한 대응방안

을 도출하고 있다.

1. 관리적 접근 모델

관리적 접근 학파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국제의무를 따르려는

성향(propensity to comply)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관리

적 접근을 주장한 대표 주자인 아브람 체이스(Abram Chayes)와 안토니

아 체이스(Antonia Chayes)는 국제사회의 상호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은 오로지 다양한 국제제도에 대한 참여를 통해서만 각자의

주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국가들이 상호의존적인 국제공

동체 안에서 실현하는 주권을 ‘새로운 주권(new sovereignty)’이라고 부른

다.10) 즉, 국제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일원으로 속해있어야 할 필요성은

국가들의 국제의무에 대한 준수를 유도한다.

이러한 전제에 따르면, 국제법 준수는 관리의 문제이지, 처벌 또는

강제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들은 국제의무 위반시 가해질 제재를 두려워

해서가 아니라, 국제사회 내에서 자국의 입지 또는 평판(reputation) 등의

이익을 얻기 위해 국제의무를 준수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준수의 추동

력은 개별 국가들의 제재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평판을 잃음으로써

826; Jacob Katz Cogan, “Noncompliance and the International Rule of

Law”,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1 (2006), pp. 189-197;

Teall Crossen,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and the

Compliance Continuum”, Georgetow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Review, Vol. 16, Issue. 3 (2004), pp. 481- 494; Daniel Bodansky,

The Art and Craft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0), p. 235; Sebastian Oberthur, “Options for

a Compliance Mechanism in a 2015 Climate Agreement”, Climate Law,

Vol. 4 (2014), pp. 32-34.

10) Abram Chayes and Antonia Handler Chayes, The New Sovereignty: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Regulatory Agreement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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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축소에 대한 두려움이다.11) 관리학파는

국가들이 국제의무를 준수하는 이유는 효율성(efficiency), 국가이익

(national interest), 그리고 규범(norms)에 있다고 주장한다.12) 우선, 국제

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준수하지 않았을 때의 비용과 편익을 계산해야 하

는 부담을 줄여주므로 효율적이다. 또한,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국익에 맞

지 않는 내용의 국제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므로 협약상 의무를 준수

하는 것은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국제관습법과 국제협약,

국제법일반원칙 등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국가들에게 규범력을13) 발휘하기

때문에, 국가들은 이를 마땅히 따라야 한다는 의무감에 따라 국제의무를

준수하게 된다.

때때로 조약의 비준수(non-compliance)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관리적

접근은 주로 조약 언어의 모호함, 비준수 국가의 역량 부족, 사회적·경제

적·정치적 상황의 변화를 원인으로 들고 있다.14) 따라서 당사국의 역량

부족으로 비준수 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에, 이러한 문제는 해

당 국가가 준수 능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거나 기술을 지원

해줌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는 기술적·재정적 지원 등과

같은 긍정적인 유인이 포함된다.

또한, 관리학파는 국제의무의 준수를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로 “당사국들, 협약체, 대중 사이의 끊임없는 대

화의 과정(an iterative process of discourse)”15)을 강조하고 있다. 가령,

협약 준수 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확인과 모니터링, 평가 등 절차적인

11) 관리학파에 의하면, 국제의무 비준수에 대한 제재(sanctions)는 국제사회의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제재를 받는 국가뿐만 아니라 제재를 가하는 국가에게도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양측에 모두 바람직하지 못하다; Ibid, p. 45.

12) Chayes and Chayes, 위의 책, p. 4-8.

13) 여기서 ‘규범’이란 “의사결정의 상황에서 국가의 행위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

하는 지침(prescription)”이다; Mark G. Burgstaller, Theories of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Law : Approaches (M. Nijhoff, 2005), p. 141.

14) Chayes and Chayes, 위의 책, p. 10-15.

15) Ibid, p.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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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들이 협약 준수의 효과적인 관리를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들은 보통 국제환경협약상 의무의 비(非)준수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전적(ex ante)’ 이행준수 메커니즘이

라 볼 수 있다.16) 관리학파는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국제의무를 준수하려

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약상 의무의 이행

과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전적 이행준수 메커니즘이 주요하다

고 보고 있다.

2. 강제적 접근 모델

강제적 접근 모델은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합리적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국제법을 준수 또는 위반했을 때 예상되는 손익 계산을 한다고 전제

한다.17) 아울러, 국가들은 국제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

(punishment)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국제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처벌적

수단이 국가들의 손익계산에서 비용의 증가 또는 이익의 손실로 작용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제학파의 대표주자인 다운스(Downs)는 협정 위

반의 억제가 준수를 보장케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결과와 제재(sanctions)의 논리를 주로 강조하였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처벌적 수단은 규범의 확립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규범 위반에 따른 처벌적 수단은 위반 행위에 대한 비난과 반대의 뜻을

16) 국제환경협약상의 의무 준수 과정을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 본다면, 첫 번째

단계는 당사국이 국제환경의무와 관련한 국가 행동을 보여주는 보고서 제출

(report) 또는 정보 제공(information), 또는 통보(communication)가 이루어지

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준수를 촉진하는 단계(facilitation); 세 번째 단계는

비준수를 관리하는 단계(management); 네 번째 단계는 제3자에 의한 사법재

판 등 의무위반을 결정하는 담계라고 이해할 수 있다; Pierre-Marie Dupuy

and Jorge E. Viňuale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p. 238.

17) Thilo Marauhn, “Towards a Procedural Law of Compliance Control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lations”, Heidelberg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56, Issue. 3, pp.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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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하고 있다. 이는 국제법의 존재 의의이기도 하다. 국제사회에 중앙

집권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국가들이 하고 싶은 행동만을 한다면

공동의 이익과 가치가 훼손될 것이기 때문이다. 법 규범(rule of law)은

국가들로 하여금 자국 국익에 부합하고 편리한 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올바른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한다. 국제법이 국가들에게 법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인시키고,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원칙의 중요성을 확인시키기 위해서는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수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강제적 접근 모델은 국가들간 협력의 정도가 깊어질수록 국가들이

이로부터 탈피하려는 유인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보다 강한 처벌적 기제

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국제협약에 있어서 “협력의 깊이

(depth of cooperation)”란, 해당 국제협약이 당사국으로 하여금 협약이 없

었을 경우 했을 행동으로부터 얼마나 더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지의 정도

를 의미한다고 보았다.18) 즉, 협력의 심화는 국제협약의 당사국들의 소극

적인 행동을 협약의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향상시

키는 정도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강제학파는 국가들이 국제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의무 위반에 대한 반대급부가 의무 준수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럴 경우 국가들의 행동에 변화를 주기 위해

서는 부정적인 인센티브 또는 제재를 통해서 국가들의 의무 준수를 강

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9) 강제적 접근 학파는 협약 위반에 따른 무역

제재나 벌금 부과, 특혜의 철회 등을 국제의무의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20) 이러한 다양한 처벌 수단들은 협약

18) “Depth of cooperation refers to the extent to which a treaty requires

states to depart from what they would have done in its absence”;

George W. Downs, David M. Rocke, and Peter N. Barsoom, 위의 글, pp.

391.

19) George W. Downs, David M. Rocke, and Peter N. Barsoom, “Is the Good

News about Compliance Good News about Cooper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0, No. 3 (1996), pp. 379-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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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규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피해국의

일방적인 조치 등을 통해 행해질 수 있으며, 주로 체약국의 협약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결과(legal consequences)로서 행해진다. 따라서 강제

적 접근은 관리학파와 달리, 일반적으로 ‘사후적(ex post)’ 이행준수 메커

니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일반적인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적용

국제의무의 이행과 준수를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고안된 두 가지

모델은 각기 다른 전제로부터 출발하여 상반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관

리적 접근은 국제환경협약 체결을 통한 국제의무의 제도화와 규범화를

강조하면서, 협약상의 보고, 모니터링, 평가, 검토 등 절차적 의무로 대표

되는 사전적 이행·준수 메커니즘으로써 이행과 준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강제적 접근은 협약을 체결할 경우 협약상 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처벌적 수단의 강화 등 효과적인 사후적 이행·준수 메커니즘을

통해 국가들의 비준수를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환경과 같은 소프트한 이슈에 대해서는 관리적 접근이

강제적 접근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 이유는

첫째, 공동의 장기적인 노력과 해결을 요하는 환경사안에 대해 제재 또

는 사법적 분쟁해결과 같은 상호대립적 기제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 때문이다.21) 실제로 협약상 의무의 이행과 준수 확보를 위해 사후

적 메커니즘에 무게를 둘 경우 국제소송이나 재판을 통해 옳고 그름을

20) Steve Charnovitz, “Encouraging Environmental Cooperation through the

Amendment,” Journal of Environment & Development, Vol. 3 No. 1

(1994), pp. 3-8.

21) Daniel Bodansky, p. 247. 상호대립적인 구도에서 벗어난 국제법적 해결 방

식의 의의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Kenneth W. Abbot, Robert O. Keohane,

Andrew Moravcsik, Anne-Marie Slaughter, and Duncan Snidal, “The

Concept of Legaliz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4, No. 3

(2000), p. 401-4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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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는 일도양단식의 판단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당사국간

의 양보 또는 타협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

나 일부 국제법학자들은 이러한 접근방식이 국가들의 적극적인 태도를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재판소가 적용

할 국제환경법이 아직 완전히 확립되지도 않았으며, 사법재판의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한 분쟁해결이 어

렵다는 점도 실질적인 한계로 지적해왔다.22)

둘째, 경험적으로 대부분의 국제환경협약이 관리적 접근에 입각하여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준수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간 국제사회가 발전하면서 채택된 수많은 국제 합의들 중에 강제

적 수단으로써 위반을 처벌한 경우는 많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국가

들이 국제합의를 준수하지 않은 비율은 상당히 낮았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거의 모든 국가들이 거의 모든 국제법원칙과

국제의무를 거의 모든 경우에 따른다”는 헨킨의 명제23)를 인용하면

서,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높은 준수율에서 이러한 명제가 입증되었

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관리적 접근 학파는 이러한 현상이 바

로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국제의무를 준수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증거라고 주장해왔다.24)

셋째, 국가들이 철저히 국익에 대한 계산 등을 통해 협약에 대한 참여

22) 이재곤·박덕영·박병도·소병천, 위의 책, p. 339.

23) “Almost all nations observe almost al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nd

all of their obligations almost all of the time”; Louis Henkin, How Nations

Behave: Law and Foreign Policy, 2nd ed. (New York, 1979), p. 52.

24) 이에 대해 강제학파는 국가들간 협력의 수준이 낮은(shallow) 경우에는 준수

확보를 위해 강한 처벌기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즉, 이들에 따

르면 대부분의 국제협약이 잘 지켜지고 있는 이유는 협약에서 규정하는 의무

의 수준이 협약이 없었을 경우 국가들이 취했을 행위의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들간 협력의 정도가 깊어질수록 국가들이 이로부터

탈피하려는 유인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더 강한 처벌 기제가 필요할 것이라

고 주장한다; George W. Downs, David M. Rocke, and Peter N. Barsoom,

“Is the Good News about Compliance Good News about Cooper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0, No. 3 (1996), pp. 379-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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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결정한다는 강제학파의 주장과 달리,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구

환경 보호의 대의(大義)와 국제사회에서의 긍정적인 평판 또는 이미

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협약체제에 참여해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예시로 일부 국제법학자들은 1970년대 이후 국가들간 자발적으로 체

결된 국제환경협약의 수(數)적인 증가와 그러한 협약이 구속하는 지역

적 범위의 확대를 들고 있다.25) 그러나 국가들이 실제로 어떤 고려

하에 협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지의 문제는 국내적인 정책결정사항

으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의 진위(眞僞)를 검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상기와 같은 이유 외에 현실적인 배경에서도 그간 관리적 접근은

국제환경합의를 이루는 데 있어 주요한 접근방식이 되어왔다. 국제협

약의 계약적 특성상, 아무리 국제사회적 정당성이 높은 협약일지라도

개별 국가는 해당 협약체제에 어느 정도 참여할지에 대한 사항을 전

적으로 자국의 특수한 상황과 국익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26) 이에 따

라 강력한 이행·준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협약은 개별 당사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은 국

가들의 참여를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제환경문제의 경우 효과적이고 강제적인 이행·

준수 체제의 확보보다도 협약 체제에 대한 다수의 국가들의 광범위한

참여 자체가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기후변화를 예로 들면,

2015년 12월 체결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27)은 각 당사국에게

25) 미국 오리건대학교에서 운영하는 IEA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iea.uoregan.

edu)에 의하면, 1950년부터 2011년까지 체결된 국제환경협약의 수는 양자협

약이 1,354개, 다자협약이 1,076개에 달한다.

26) Jaemin Lee, “Putting a Square Peg into a Round Hole? Assessment of

the ”Umbrella Clause“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International Law”,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15), pp. 347.

27) 파리 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지구적 장기목표 하

에 모든 국가가 2020년부터 기후행동에 참여하며, 5년 주기 이행점검을 통해

점차 노력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년 12월 파리에서 195개 당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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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기여방안을 제출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러한 기여방안

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shall pursue)”28)고 명기함으

로써 비교적 약한 수준의 법적 의무를 규정하였다. 이는 기존의 교토의

정서29)가 부속서 1의 당사국들에 대해 이들의 총 배출량이 공약상의

배출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보장한다

(shall, individually or jointly, ensure)”30)고 규정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 협정은 기존의 교토의정서와 달리 선진국 뿐

만 아니라 개도국의 감축 의무를 포함하였고, 보다 광범위한 국가들

의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대응에서 큰 진전을 이룬 것

으로 평가받고 있다.31) 여기에는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고 있는 대다

수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체제에 동참하는 것이

그들의 합의하고 있는 의무 또는 이행체제의 강약(强弱)보다도 더 주요

하다는 시각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들에 의해 채택되었고, 2016년 4월 뉴욕에서 서명되어 11월 공식 발효하였다;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www/wpge/m_20150/contents.do).

28) “Each Party shall prepare, communicate and maintain successiv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that it intends to achieve. Parties

shall pursue domestic mitigation measures, with the aim of achieving

the objectives of such contributions”; 파리협정 제4조 제2항.

29) 1997년에 체결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부속 의정서로서

파리협정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긴 하지만, 파리협정과 내용상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상 파리협정에 의해 점차 대체될 것으로 보는 시각

이 지배적이다.

30) “The Parties included in Annex I shall, individually or jointly, ensure

that their aggregate carbon dioxide ... do not exceed their assigned

amounts, ... ”; 교토의정서 제3조 제1항.

31) 파리협정의 평가 관련 자세한 내용은 Harald Winkler, “Mitigation(Article

4)”, Daniel Klein, Maria Pia Carazo, Meinhard Doelle, Jane Bulmer, and

Andrew Higham eds., The 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

Analysis and Comentary, p. 141-1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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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월경오염 사안에 대한 적용

지구환경문제를 규율하는 국제협약의 이행과 준수가 사후적인 제재와

법적 결과에 기반한 접근보다는 개별 국가의 자발적인 국제의무 준수

의지와 국제적 평판에 입각한 접근에 의해 더 효과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면, 이러한 평가는 월경오염을 규율하는 국제협약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내려질 수 있는가?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월경오염

사안이 준(準)보편적 환경사안과 비교했을 때 근본적으로 어떤 특수성

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 월경오염 사안의 특수성

월경오염(越境汚染, transboundary pollution)은 일반적으로 “한 국가

에서 발생하여(originate) 물이나 공기를 통해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

의 환경에 손해(damage)를 야기할 수 있는 오염”으로 정의된다.32)

월경오염의 경우 오염국과 피해국이 비교적 명확하다는 점에서 여타

준보편적 환경사안과 가장 뚜렷하게 구별된다. 가령 기후변화 문제의

경우, 국가의 산업발전단계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모든 국

가가 그 주범이자 피해자의 입장에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할 책무 및 유인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국가

도 일방적인 오염국 또는 피해국이라 할 수 없다.33) 반면, 월경오염은

32) Glossary of Environment Statistics, Studies in Methods, Series F, No. 67

(United Nations, 1997)

33) 물론, 기후변화의 경우 지구상 모든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중에서도

AOSIS(Association of Small Island States) 등 특정 국가군이 특히 그 영향

에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재협, “기후변화입법의 성공적 요소 – 미

국의 연방법률안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6권 제4호 (2009), pp. 182;

Harald Winkler, “Mitigation(Article 4)”, Daniel Klein, Maria Pia Carazo,

Meinhard Doelle, Jane Bulmer, and Andrew Higham eds., The 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 Analysis and Comentary (2017), p.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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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바람이 부는 방향 또는 물의 흐름에 따라 오염이 발생한 지역과

그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되는 지역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에 발생

한다.34)

즉, 월경오염 문제는 오염원인자와 피해당사자가 확연하게 구별되며,

그러한 오염행위가 대개 일방향적 외부성(unidirectional externality)을

가지고 국경을 넘어 발생한다.35)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피해국의 입장에

서는 해당 사안을 이슈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모색할 유인이 충분하

지만, 오염국의 입장에서는 그러할 유인이 거의 없다. 오히려, 오염

국은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하게 되었을 때 자국이 지게 될 경제적 부담

이나 도의적 책임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에 관련 과학적 조사나 국제

적 대응 체제 마련 등을 최대한 미루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월경오염의 사안이 내재하고 있는 과학적 불확실성

과 더불어 사안의 해결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 월경오염은 기본적으로

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과학적 인

과관계의 입증이 어렵고 복잡하다. 여기에 덧붙여, 직관적으로 또는

정황상 오염국의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이 명확하다고 해도 오염국은

이를 애초부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관련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필수적인 오염물질 배출량, 발생지로부터의 이동 등

관측과 조사 자료가 오염국 정부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월경오염 사안의 경우 문제해결의 당위성

34) 이에 따라 오염을 발생시키는 국가를 ‘오염 수출국(exporter state)’, 오염의

피해를 받는 국가를 ‘오염 수입국(importer state)’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Ved P. Nanda and George Pring,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

Policy for the 21st Century (Transnational Publishers, Inc., 2003), p. 336.

35) 한 방향으로만 환경피해가 있는 일방향적 외부성 외에도 한 지역 내에서 상

호간 환경피해를 주고받는 상호 외부성(reciprocal externality)이 있을 수 있

는데, 일반적인 지리적 특성상 후자의 경우는 매우 드물 것으로 사료된다.

‘unidirectional externality’에 대한 번역을 ‘일방적 외부성’으로 한 국내 문헌

은 한우택 외, 『한·중 환경협력에 관한 연구』(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 p.

221 (김상규·김동연, 월경성 환경오염문제에 관한 한·중 인식 차이와 협력 분

석, 「평화학연구」 제19권 제1호 (2018), pp. 261에서 재인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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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는 집단적 대응을 위한 공동인식 자체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로 대두된다. 실제로 대개의 경우 오염국과 피해국간의 끝없는

상호공방으로 인해 명확한 해답 없이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관

찰되고 있다.

게다가 월경오염의 경우 여타 환경사안과 달리, 그 영향을 받는 지역

적 범위가 극히 한정적이다.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등 지구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합의는 대개 전지구적으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유엔 등 전세계적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련 협력체제가 지

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해왔다. 심지어 이와 관련한 국제의무에 ‘대세적

(erga omnes)’ 성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도 제기되어왔다.36)

반면, 월경오염은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국가들 또는 국민들의 생활과

건강 및 생존에는 지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 지역적 범

위가 관련된 수개의 국가들의 영역 이상으로 넓다고 보기 어렵다. 이로

인해 전지구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여러 환경사안들 가운데 그

우선순위가 밀릴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또는 높은 수준의 이슈화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2. 국제관습법에 기반한 사법적 해결의 한계

월경오염 사안에서 오염국과 피해국이 명확하다면, 오염행위를 유발

하는 국가에게 국가책임을 추궁하는 방식의 사법적 해결은 가능한가?

모든 국가가 자국 관할권 외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월경피해 금지의무(no-harm rule)’37)는 수많은 국제판례

36) Jutta Brunnée, 위의 글, p. 4 참조.

37) 이와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Patricia W. Birnie & Alan E. Boyle,

International Law and the Environment (2002), p. 143; Ved P. Nanda

and George Pring,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 Policy for the

21st Century (Transnational Publishers, Inc., 2003), p. 338; Tullio

Scovazzi, “State 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al Harm”, Yearbook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2001), pp. 43-47; Rachel Kasten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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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선언 등을 통해 오늘날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38)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별도의 국제협약이 없어도 ‘월

경피해 금지의무’와 ‘사전예방의 원칙’ 등 국제환경법상 규칙에 따른 월

경오염 사안의 사법적 해결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경성 환경피해로 인한 국가간 분쟁이 실제로 오염

국가의 국가책임을 묻는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재판관할권의

문제, 인과관계의 입증 문제, 책임의 비율 문제 등 충족되어야 할 실체

법적·절차법적 요건이 많고, 그 기준 또한 엄격하다.39) 게다가 월경오염

사안은 이웃하고 있는 국가들간의 정치·외교적 관계 등 국익과 관련한

고려사항이 복잡다단하다. 이러한 현실적인 장애물들로 인해 일반적으로

월경오염으로 인한 국가간 분쟁에서 국가책임 청구가 실현되기는 쉽지

않으며, 실제로 심각한 월경오염이 발생하였던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가

정식으로 국제소송으로 비화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겠다.

1) 의무 위반의 기준 모호

통상적으로 월경오염 문제에서 오염국의 의무 위반은 국가의 부작위

“Closing the Liability Gap in the International Transboundary Water

Pollution Regime Using Domestic Law to Hold Polluters Accountable: A

Case Study of Pakotas v. Teck Coming Ltd.”, Oregon Review of

International Law, Vol. 7 (2005), pp. 322, 334.

38) ICJ는 1997년 Gabčikovo-Nagymaros 사건에서 이러한 사실을 거듭 확인했으

며, 이어서 1949년 Corfu Channel 사건에서도 “어떤 국가도 자국 영토를 다른

국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하여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Gabčikovo-Nagymaros Project (Hungary v.

Slovakia), 37 I.L.M. 162 (1998); 1997 I.C.J. 7 (1997); Corfu Channel case,

ICJ Reports 1949. 최근까지도 Aerial Spraying 사건에서 이 의무가 다시 언

급되었다; Case concerning Aerial Herbicide Spraying (Ecuador v.

Colombia), Order of 13 September 2013.

39) 김홍균, 위의 글, pp. 192, 한삼인·강홍균, 위의 글, pp.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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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作爲)로써 성립될 수 있는데, 이러한 개념의 기원은 1996년 국가책임

잠정초안에서 규정한 ‘특정사태 발생 방지의무’이다.40) 이는 국가기관이

본래 관여하고 있지 않는 활동, 즉 자연현상이나 사인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국제 법익의 침해에 대해서도 국가가 이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특정사태 발생 방지의무’는 일반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

(best efforts obligation)’로, 특정사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이지만, 사태가 결과적

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41) 즉, 사태의 방지

를 위해 어떠한 수단 또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인가 여부는 국가의

재량에 맡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의 사태가 결과적으로 발생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에 더해 국가가 사태에 대한 간접적 관여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였

다는 요소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국제법상 의무에 대한 주의의 정도 및 기준을 규율하는 규칙

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흔히 이야기하는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는

막연히 국제법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국가(선량한 정부)가 통상적으

로 기울이는 정도의 주의라고 보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좀 더 분석적

시각에서 보자면, ‘상당한 주의’의 실체적인 내용에는 심각한 월경오염

을 막기 위한 필수적이고 실질적인 모든 조치, 즉 유효한 환경 법규의

제정 및 시행, 협의와 사전통지,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측정, 불법행위

의 방지 또는 종료, 책임자의 처벌 등 환경피해를 막기 위한 실체적·절

차적 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절차적인 내용에는 정보

에의 접근42), 환경영향평가의 시행 등과 관련한 의무가 포함될 것이

40) 1996년 유엔국제법위원회에서 잠정 채택한 국가책임에 관한 초안 제23조는

“어떠한 국제의무가 국가에 대하여 그 스스로가 선택한 방법에 의하여 특정

상황의 발생을 방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국가가 그 채택된 행위에 의하

여 그 결과를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의무의 위반이 성립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1996 Draft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

41) ILC Report 2001, p. 145, para. 14.

42) 2003년 아일랜드와 영국간의 MOX Plant 사건에서 아일랜드는 양국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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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3)

문제는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개별 국

가의 능력과 상황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관할지역에

대한 정부 통제의 유효성, 정부로서 사용 가능한 규제수단,44) 특정 행

위의 성질, 해당 국가의 기술적·경제적 능력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

어야 한다.45) 관련 국가가 가진 경제적·기술적 능력의 범주 안에서 예

방적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피해의 예측 가능성(foreseeability)과 피

해를 줄이기 위해 선택한 조치들의 비례성(proportionality)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 특히 개발도상국들과 관련하여, 월경성 오염을 예방할

환경기준을 입법하여 이행하고 시행할 수 있는 각국의 능력 등은 ‘상

한 협약의 정보제공 조항을 기초로 자국 인근 해역을 통해 수송되는 원자력

발전 관련 원료의 정보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정보를 영국에 요청하였으나,

영국이 이를 제공하지 않아 중재법정에 사법적 판단을 회부한 바 있었다. 중

재법정은 해당 정보가 양국이 가입한 협약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국이

제공해야 하는 환경 정보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일랜드의 주

장을 지지하지 않았다; Dispute Concerning Access to Information of

Article 9 of OSPAR Convention (Ireland v. United Kingdom), OSPAR

Arbitration, PCA (2003), para. 163. 반면, 비교적 최근 2015년 국제해양법재

판소(International Tribunal of the Law of the Sea)로 회부된 가나와 코트디

브와르간 사건에서 해양자원보전 관련 일국이 기밀자료로 주장하는 정보 역

시 협력의무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한다고 판시된 바 있다; Dispute

Concerning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Ghana v. Côte

d'Ivoire), ITLOS SP Chamber, 2015, para. 47.

43) Philippe Sands,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 711.

44) 테헤란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란이 미국 외교관과 영사 등에 대한

시위 참가자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면서, 이란 당국이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독자적인(at their

disposal)” 수단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Case Concerning United S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 (U.S. v. Iran), 1980 ICJ 3 (1980), p. 33.

45) Rene Lefeber, Transboundary Environmental Interference and the

Origin of State Liability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p. 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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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주의’의 평가에서 결정적인 요소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환경법

상의 원칙 중 하나인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도 어떤 특정한 행위가 해당 국

가의 국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무게를 두어야

할 요소이다. 비교적 단기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제환경법은 이

러한 문제들에 대해 아직 명확한 답을 내려줄 수 없다.

2) 손해와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월경오염과 관련된 대표적인 국제 판례는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Trail

Smelter 사건이다. 본 사건은 캐나다 브리튀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

주와 트레일(Trail) 도시 사이에 위치한 민간회사 트레일 제련소(Trail

Smelter)가 아황산가스(SO2)를 대기 중에 방출하여 미국 워싱턴

(Washington) 주 북부 지역 인근 농장들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캐나다는 미국의 책임 소추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논의를 위해

국제공동위원회(IJC)와 중재법원을 순차적으로 설치하여 각각 1931년

이전에 발생한 손해와 그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논의하였다. 위

원회는 캐나다가 1931년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미국에 35만 불을

배상할 것을 권고하였고, 1938년 중재법원은 캐나다가 미국에게 1932

년부터 1937년 사이에 발생한 손해 7만8천불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

하였다.46)

여기서 중재법정은 “국제법과 미국법의 원칙상 어느 국가도 사건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손해가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에 의해(by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입증되었을 때, 타국의 영토 또는 그 영토상

의 재산이나 인명에 대하여 매연에 의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토를 사용하거나 이를 허가할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고 판단

하여 캐나다가 국제법상 트레일 제련소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46) Trail Smelter Case (United States v. Canada), 3 RIAA, 1905, 193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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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였다.47) 이에 따라, 캐나다가 책임이 있다는 전제하에 아황산가스

(SO2)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트레일 제련소 운영과 굴뚝에서 배출되

는 아황산가스(SO2)의 통제를 위해 필요한 장치, 기록, 굴뚝, 배출허용

총량 등 일련의 체제를 비교적 자세하게 제시하였다.48) Trail Smelter

사건은 월경오염을 다루는 사례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국가가 원인행위

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로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

한 기준을 제공해주고 있다.

월경오염 사안이 국제소송에서 다루어질 때 가장 큰 법적 쟁점은 손해

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와 그러한 귀책을 위반국으로 돌릴 수 있는지의

여부일 것이다. 그리고 상기 Trail Smelter 사건의 판결에 따르면, 그러

한 손해와 귀책이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나, 이

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49) 우선, 환경손해의 경우 Trail Smelter 사건

에서 1941년 중재법정은 미국의 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피해

가 “중대할(serious)” 것을 요구하면서,50) 침해가 명백하고 납득이 가는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의 손해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긍정하였다.

47)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까지 재판부는 제련소와 미국 국경간 30km 정도 떨어

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오염물질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이동했

는지 확인하기 위해 많은 현지조사와 증거를 참고하였다; Ibid, pp.1965-1966.

48) Ibid, pp.1974-1978.

49) 국제법원에서 환경 손해가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에 의해 입증”될 것을 요구

할 경우 이를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다. 이 사건에서 전문가들이 피해의 발견을

위해 소요한 오랜 기간과 높은 비용은 그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는 Gabcikovo- Nagymaros 사건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었다. 헝가리는 당초

G-N 사업에 의해 건설되는 Gabcikovo 발전소는 최고 모드로 운영되도록 설

계되었는데, 이러한 최고 모드 운영 방식은 저수지 상류 수위의 심한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수생 서식지를 위협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Nagymaros 댐

의 건설과 운영은 강 하류 하상의 침식을 초래함으로써 부다페스트 시민 식수

의 2/3을 공급하는 용수량을 현저히 감소시킬 것이며, 수질 또한 급격히 악화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Gabcikovo- Nagymaros Project (Hungary v.

Slovakia), 37 I.L.M. 162 (1998); 1997 I.C.J. 7 (1997).

50) Trail Smelter Case (United States v. Canada), 3 RIAA, 1905, 1965-196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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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대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손해나 예견가능성을 입증할 수 없어

보이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의 성립이 불충분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

후배상책임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significant)’ 또는 ‘실질적인

(substantial)’ 혹은 ‘통상의 수인한도(tolerable levels)를 넘는’ 손해여야

한다.51)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 적용에 있어 심각한(또는 중대한) 피해와

이보다 못한 피해의 경계를 긋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심각한(또는

중대한) 피해인지 여부는 사실 인정의 문제이고, 이러한 수준에 이르렀

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법원 등 그 결정기관에 폭넓은 재량이 주

어지고 있다.52)

또한, ILC는 손해의 존재와 이를 예방하지 못한 피고국의 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53) 이는 손해가

원인행위와 밀접하지 않거나(remote), 단지 추정적(speculative)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Trail Smelter 사건에서 중재법정이 미국이

청구한 기업의 손실에 대해 지나치게 “간접적이고(indirect)”, “원인행위

와 밀접하지 않고(remote)”, “불명확(uncertain)”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51) 1992년 산업재해의 국제적 영향에 관한 협약은 ‘중대한’ 영향을 국제적 영향의

발동 한계로 정하고 있다. 1982년 UN에서 채택된 자연환경선언(World

Charter for Nature), 1991년 초국경적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약(Espoo 협

약), 1992년 UN/ECE 국제수로와 호수의 보호와 사용에 관한 협약, 1996년 국

제법위원회의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는 행동으로 발생하는 해로운 결과에 대한

국제책임 조문안, 1997년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사용에 관한 협약, 미국 대외관

계법 등은 “심각한(significant)” 피해를 요구하고 있다. 흔히 ‘심각한’ 수준은

Trail Smelter 사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대한’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이해된

다. 1966년 국제법협회의 헬싱키규칙, 1982년 국제법협회의 몬트리올규칙 등은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한(substantial)’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홍균, 위의 글, pp. 194.

52) 1957년 Lanoux호 사건에서 중재법정(Arbitral Tribunal)은 스페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것이 없다고 밝히면서, 스페인이 “프랑스가 진행하려는 사업

이 궁극적으로 캐롤강의 수질오염을 야기할 수 있고, 되돌아오는 물이 스페

인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화학적 성분, 기온 또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더라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을 거라고 지적하였다.

Lake Lanoux Arbitration (Spain v. France), 24 I.L.R. 101 (1957), p. 123.

53) Yearbook of ILC(1978), Vol. II(Part Two), p. 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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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54) 그러나 국제환경문제에 있

어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오염원을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흔히 국

제환경문제의 오염원은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측정, 추적, 책임의

할당이 어렵다. 오염물질의 배출이 누적적·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오염

발생지와 피해발생지가 멀리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의 주체와 피해

의 직접적인 원인 자체를 규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55) 어떤 물

질은 단독으로는 약간의 피해를 유발하지만 다른 물질과 함께 복합작용

을 하면서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같은 물질이라도, 기후·지형 등 물

리적인 주위환경에 따라 다른 효과를 나타낸다. 환경문제의 척도(가령,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등의 증가)는 반복되는 오염의 축적과 다양하고

많은 오염원들에 의해 유발되는데, 집단적·전체적인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오염원과 개별적인 피해자 간의 인과관계

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3) 효과적인 구제 방안의 부재

월경오염을 유발하고, 협약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사법적인 해결의 귀

결은 그러한 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구제함으로써 국가책임을 해제

하는 것이다. 국가책임의 법적 결과로서 손해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은 충분히 확립된 국제법의 기본원칙이다. 상설국제사법재판

소(Permanent Court of Justice, PCIJ)의 Chorzow Factory 사건 판결

(1928)에 의하면, “배상(reparation)은 가능한 한, 위법행위의 모든 귀결

에서 벗어나 그 위법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존재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56) 여기서 말하는 ‘배상’

54) Trail Smelter Case (United States v. Canada), 3 R.I.A.A. 1905, 1931 (1938).

55) Nuclear Tests (Australia v. France), 1973 I.C.J. 99 (1973), 1974 I.C.J. 253

(1974); Nuclear Tests (New Zealand v. France), 1973 I.C.J. 135 (1973),

1974 I.C.J. 457 (1974).

56) Factory at Chorzów, PCIJ Series A, No. 17 (1928),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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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후구제라고 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원상회복(restitution)이

나 금전배상(compensation) 외에 위반의 승인, 공식적인 사죄, 책임자의

처벌이라고 하는 정신적 만족(satisfaction)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2001년

국가책임 초안 제34조에서도 국제위법행위로 초래된 손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은 이 세 가지 수단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원상회복은 상기 Chorzow Factory 사건 판결 내용과 같이, 불법행위

가 발생하기 전에 존재하였을 상황을 재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

에는 국제법을 위반하여 오염물을 배출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취소, 오

염된 지역의 정화 또는 복구, 의무의 이행, 불법행위의 자제 등이 포함

된다. 그러나 월경오염의 경우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

다. 게다가 많은 경우 오염국가의 입장에서 위반 산업의 통제 또는 제

거는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다.57)

1928년 PCIJ는 Chorzow Factory 사건에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금전배상을 통해 구제되지 않은 손해에 대한 보전 또는 이를 대체하는 비

용의 지급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는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을 정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원칙”이라고 판시하였다.58) 또한, 2001년

국가책임 초안 제36조에 따르면, 금전배상은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금전

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든 피해를 보전해야 한다.

따라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면 금전배상으로 구제를 할 수도 있을 것

이다. 그러나 국제법상 이와 관련한 판례가 불충분하여 어느 정도가 충분

한 배상이 되는지 명쾌한 답을 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환경

자원에 대한 피해의 정도와 이러한 피해에 부수하는 인적·물적 손해 등이

반영된다. 만약 피해가 발생하기 전의 상황(baseline conditions)을 규명할

수 있다면 피해액 산정에 도움이 될 것이나, 이를 명확하게 밝히는 작업

역시 쉽지 않다. 특히, 순수한 환경피해의 경우에는 그 한계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순수한 환경피해는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

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 가치와 환경가치의 이익형량은 통일적으로

57) 이재곤·박덕영·박병도·소병천, 위의 책, p. 311 참조.

58) Factory at Chorzów, PCIJ Series A, No. 17 (1928),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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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질 수가 없고, 사안에 따라 유동적이다.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만으로도 완전한 의미의 배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불법행위를 행한 국가는 피해국가에 만족(satisfaction)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물질적인 또는 가시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 적합한 구제수단

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의무위반의 인정, 행위의 위법성의 공식적·사

법적 선언, 유감(regret) 또는 공식적인 사과(apology), 위반자의 처벌

(punishment), 재발 금지에 대한 보장 등 다양한 수단이 포함된다. 그러

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복잡성과 광범위성, 오랜 기간의 누적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추상적인 구제수단은 피해국에 의해 결코 충

분하다고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다.

4) 정치·외교적 민감성

전통적인 사법적 분쟁해결절차는 본질상 쌍방간의 공격과 방어로 이루

어지는 대결구도를 야기하며, 제3의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기관이 특정

분쟁당사국의 행위 불법성이나 보상 등의 할당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

에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재판(adjudication)은 당사국들이 법이 공평

하고 명료하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당사국이 분쟁해결기구에 분쟁의

해결을 부탁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그리고 분쟁당사국 상호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큰 손상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다.

그러나 월경오염에 대한 환경분쟁에서의 당사국들은 그야말로 일도양

단식의 사법적 분쟁해결 방식을 취하였을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에 크나

큰 손상을 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국가들은 국경을 마

주하고 있는 관계로, 상호간에 복잡다단한 정치·외교·안보적 이해관계에

의해 얽혀있고, 경제적으로도 높은 상호의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소송을 섣불리 결심했다가는 양국간의 외교관계 악화

로 인해 오히려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월경오염 문제를

최종적이고 종국적인 사법적 해결절차로 회부하는 데 있어서 국가들은

더 높은 정치적·외교적 민감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월경오염 문제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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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한 대다수의 국가들이 국가책임을 묻는 것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발생시 주변국 어느 국가도

구소련을 상대로 국가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

다. 사인과의 관계에서 소송은 최후의 수단인 것처럼, 국가간에도 상

대국에게 국가책임을 묻는 법적 분쟁은 극단적 선택일 수밖에 없기 때

문이다.

3. 월경오염에 대한 국제환경협약

상기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월경피해 금지원칙’이 국제관습법의 지위

를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경오염 사안에 대해서는 의무 위반의

기준이 아직 모호하고, 손해와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운 데 반해, 이에

대한 만족스러운 구제 방안도 부재하기 때문에 국가들은 이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관련 국제관습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기반한 월경오염 사안의 사법적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월경오염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국제환경협약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우선, 다양한 사안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국제협약의 성격이 ‘결과

지향적(result-oriented)’ 또는 ‘행동 지향적(action-oriented)’인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면, 월경오염에 대한 국제환경협약은 전자에 가깝다.59)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반적인 국제환경협약은 대부분 공동의 환경사안

이라는 대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수의 국가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했는

지를 협약 체제의 성과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본다. 많은 국가

들의 참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협약상 실체적 의무와 관련한 조문은

59) 이러한 구분과 관련해서는 Ulrich Beyerlin, Peter-Tobias Stoll, Rüdiger

Wolfrum, “Conclusions Drawn from the Conference on Ensuring

Compliance with MEAs”, Ensuring Compliance with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A Dialogue Between Practitioners and

Academia (Netherlands, 2006), p. 3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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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추상적인 내용으로 합의되기 마련이며, 해당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확실한 시한이나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

다. 이는 이러한 협약들이 기본적으로 행동 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

기 때문이다.

반면, 월경오염 사안은 항시 인접하는 국가들간의 분쟁 가능성을 내재

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협약은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제관습법에 기반한 사법적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상호동의에 기반한 국제합의를 통해 오염국의 행위를

조금이라도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체결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

부분의 월경오염에 대한 국제환경협약은 당사국으로 하여금 국경을 넘

어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감소시키고, 통제하기 위

해 “모든 적절한 조치(all appropriate measures)”를 취하도록 하고 있

다. 또한, 전문(前文) 등을 통해 ‘월경피해 금지의무’를 확인한 1972년

스톡홀름 선언의 원칙 2160)을 언급하고 있다.

물론, 월경오염에 대한 국제환경협약이 결과 지향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그러한 목적이 실제 협약 문안에 반영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일방향적 외부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월경오염 사안의 경

우, 오염국을 협약 체제에 참여시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 협약 체

결은 기본적으로 당사국들에게 주권상실 비용(sovereignty cost)61)을 발

60) “국가들은 UN헌장 및 국제법의 원칙들에 따라 자국의 자원을 그 환경정책

에 의거하여 개발할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또한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

의 활동이 다른 국가의 환경 또는 국가관할권 범위 밖의 지역의 환경에 손

해를 가하지 않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다”; Stockholm Declaration 21.

61) 에보트(Kenneth W. Abbott)와 스나이덜(Duncan Snidal)의 연구에 따르면,

국가들은 법적 약속을 하는 것을 보통 꺼려하는데, 어떤 협정이 법적 구속

력을 가졌을 때 국가주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침해될 수 있는

국가주권에 대한 비용을 ‘주권상실 비용(sovereignty cost)’이라 칭한다. 주권

상실 비용은 국제적 합의에 따라 원하지 않은 결과를 수용하게 되거나, 정책

결정 권한을 상실하게 되거나, 국가주권 자체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에 높게 발생한다.; Kenneth W. Abbott and Duncan Snidal, “Hard and Soft

Law in International Governanc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4, No.

3 (2000), pp.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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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시키는데, 월경오염 사안에서는 오염국의 경우 이러한 주권상실 비용

을 더욱 크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62) 또한, 오염국은 비록 협약이

월경오염의 원인 제공에 따른 책임 문제에 대해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더

라도, 이에 따른 모종의 도의적 책임이 협약체제 내에서 자국에 대해 재

정적,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가능성을 우려한다.

이에 따라 오염국과 피해국간의 상반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월경오염에 대한 국제환경협약의 체결과 비준 과정은 특히

지난(至難)하다. 또한, 협약의 이행체제를 내실화하는 과정 역시 쉽지

않다. 엄격한 의무와 이행수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협약일수록 높은

주권상실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므로, 결국 국가들은 오염국에 가장 부담

이 없는 의무내용과 이행수단을 채택하게 된다. 이렇게 모호한 의무내

용과 약한 강제성을 띠는 이행체제는 월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된 국제협약의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

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월경오염에 대한 국제환경협약의 본질과 목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행과 준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즉, 월경오염을 유발하는 오염국의 행위를 조

금이라도 변화시키고 협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상기 이행과 준수를 설

명하는 두 가지 모델의 접근방법을 각각 월경오염에 대한 국제환경협약

의 현실사례에 적용하여 각각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62) ‘월경피해 금지원칙’ 자체가 주권 존중의 원칙의 하나의 예외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기도 하다. ‘주권존중의 원칙’과 ‘월경피해 금지원칙’의 관계에 대해 더 자

세한 서술은 Ved P. Nanda and George Pring, 위의 책, p. 336-3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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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관리적 접근의 적용사례

상술(上述) 제2장에서는 월경오염 사안이 여타 환경문제와 달리, 오염

국과 피해국이 명확한 구도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관습법에 기반한 사

법적 해결이 용이하지 않다는 배경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결과 지향적’

또는 분쟁방지의 목적으로 체결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월경오염

사안이 내재하고 있는 특수성은 이를 규율하는 국제환경협약의 효과적인

이행과 준수 확보 문제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환경협약보다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본 장에서는 우선, 일반적 국제환경협약의 이행과 준수를 설명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유용한 모델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관리적 접근 모델이

월경오염에 대한 국제환경협약의 이행과 준수 문제에 있어서도 타당한

전제와 대응방안을 제공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리적 접근을 잘 반영하고 있는 월경오염에 대한 국제환경협약의

사례로 동남아 연무협정을 살펴보고, 동 협약에서의 접근방식의 효과적

인 이행과 준수 확보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제 1 절 관리적 접근의 이행과 준수 확보 수단

앞서 살펴보았듯이, 관리적 접근은 당사국들의 협약 위반의 원인으로

조약 언어의 모호함, 역량 부족,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상황의 변화를

들고 있다. 따라서 당사국의 역량 부족으로 비준수 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국가가 준수 능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

하거나 기술을 지원해주는 등의 협력 촉진적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협약 준수 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확인과 감시, 평가 등

절차적인 의무들을 통해 협약 준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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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와 모니터링

협약의 이행과 준수를 위해 정보의 수집은 필수적이다.63)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문제의 본질과 내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

한 수단을 제공하거나 설계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64) 관련 자료와 정보를

통해 협약기구는 일단 협약상 의무와 관련한 국가의 행위와 성과를 확인

하고, 이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환경협약은 각 당사국에게 일정 정보를 국내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협약의 사무국 또는 당사국총회에 정기적으로 보고

(report)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어떤 정보를 제출하는지, 얼마나 상세히

제출하는지, 어떤 주기로 제출하는지에 대한 사항은 각 협약이 당사국간

합의에 따라 재량껏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환경협약의 경우 보고

내용은 규제대상물질의 연간 배출수준과 같은 과학적·기술적 자료와

함께 이러한 오염물질을 감축하기 위해 취한 국가의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모두 포함한다. 보고 의무의 성실한 수행은 각 당사국의 해당 사

안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반영한다.

정보의 수집은 기본적으로 각국의 관련 국내 기구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당사국총회나 의원회를 통해 별도로 설치된 기구에서

각종 권한을 가지고 관련 환경 정보를 직접적으로 측정(monitoring) 또는

수집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65) 이렇듯 별도의 모니터링 기구가 설치되었

63) Gerhard Loibl, “Reporting and Information System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as a Means for Dispute Prevention; The Role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Non-state Actors and International Law, Vol. 5, No. 1 (2005),

p. 1.

64) 따라서 이러한 수단은 관리적 접근 모델에 속한다고 국한지을 수는 없다.

다만, 협약상 의무화된 보고의 질(質), 또는 제출된 정보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그 성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관리적 접근 모델의 경우 개별

국가들의 자발적인 협약 준수를 신뢰하기 때문에 엄격한 수준의 보고와

모니터링 의무가 반드시 바람직하다고는 보지는 않는다; Chayes and

Chayes, 위의 책, p. 184.

65) 환경오염에 대한 측정이 각국에서 이루어질 경우, 각기 다른 모델링 기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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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 해당 기구는 원하는 자료를 직접적으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과 평가를 더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66)

2. 평가와 검토

평가(assessment)와 검토(review)는 정보의 수집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

을 한다. 방대한 양의 정보가 주기적으로 수집이 된다 하더라도, 이를 평가

하고, 검토하여 결과를 정리하는 독자적인 기구가 없다면 이행 및 준수 여

부를 점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확인(verification) 절차라 부르기도

하는데, 핵심은 국가들이 협약상의 의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립하는 과

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가령, 바젤협약에서는 다른 당사국이 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였다고 믿을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이를

사무국에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즉시, 직접 또는 사무국을 통

해 위반 당사국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67) 또한, 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

한 신고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대개의 환경협약에서는 사무국 또는 달리

지정된 기구에서 주기적으로 평가 또는 검토보고서를 발간하여 회원국들,

국제사회, 대중(public)에게 협약 이행상황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평가와 검토 의무의 엄밀성은 다음과 같은 기준들에 의해 판단될 수 있

이용해서 다른 국가와의 상호 비교가 어려울 수도 있으며, 사용한 기준과

기법에 따라 결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중립적인 국제기구에서 모니터링

을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66) 정보의 수집과 보고 의무는 거의 모든 환경협약에 일반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만, 그 엄밀성은 각각의 경우에 다르다. 이를 판단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될 수 있다. 보고서가 담아야 할 내용이 특정(specify)되어 있

고, 일관된 보고 형식을 통해 상호 비교 가능(comparable)한가? 별도의 모니

터링 기구가 직접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보고하는 정

보의 양과 내용이 투명성(transparency)을 담보하는가? 어느 수준으로 보고

의무가 정교화되어 있는가?

67)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28 I. L. M. 649 (1989),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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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자 또는 평가기구가 존재하는가? 얼마나

자주 정보를 검토하고 있으며, 얼마나 엄격한 기준으로써 평가하는가?

그 결과를 어느 주기로 당사국 또는 각국 국민(public)에게 전달하는가?

평가기구는 당사국이 제출한 정보에 미흡함이 있을 경우 직접 추가 정보

를 요청할 권한이 있는가?

3. 비준수절차

관리적 접근 모델은 일반적으로 사전적 이행준수 메커니즘이 중요하다

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후적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

다. 그러나 비준수절차(non-compliance procedure)는 국제환경협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위반국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보다는 비준수의 원

인을 밝혀내서 의무 준수를 촉진하거나 강화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68)

따라서 이는 관리적 접근을 반영하고 있는 사후적 이행·준수 메커니즘이

다. 대부분의 환경협약의 경우, 협약상의 의무 위반이나 불이행을 이유로

위반국을 해당 조약의 틀 밖으로 퇴출하는 것은 협약의 목적 달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준수절차는 유연하게, 대결구도를

회피하면서 우호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런 절차는 고의적·악의적 비준수 보다는 불충분한 보고, 보고

의 지연 등과 같은 기술적·행정적인 문제에 대한 위반, 또는 경제적 어

려움에 따른 비준수가 빈번할 수 있는 체제에 강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당사국들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당사국총회의 정치적·외교적

결정, 그에 따른 결정의 모호성과 다의성, 결정의 불명확한 법적 지위,

기존 이행체제와의 관계의 불분명함 등은 비준수절차를 약한 이행으로

이끌 가능성이 있다.69) 비준수에 대한 정치적 결정은 법, 정치, 도덕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며, 비준수 문제가 정치적 역학관계에 휘둘릴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환경파괴 문제를 비준수절차라는 이름으로 용인

68) 이재곤·박덕영·박병도·소병천, 『국제환경법』(박영사, 2015), p. 352.

69) Ibid,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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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사후적 이행·준수 확보 수단으로서의 비준수절차와 분쟁해결절차는 얼

핏 유사하게 보일 수 있지만, 분쟁해결제도의 목적이 당사국간의 분쟁을

소거(消去)하거나 위반국에 대해 배상 또는 만족을 얻어내는 데 있는 것

에 반해, 비준수절차의 목적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국가를 지원

(assist)함으로써 제 자리로 돌아오게끔 유도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명확

하게 구별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준수절차는 사후적인 수단임에도 불

구하고 분쟁해결절차보다 미래 지향적이다.

4. 평화적 분쟁해결절차

1970년대 이전의 초기 국제환경조약의 대부분은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언급이 없었지만, 1970년대 이후 국제환경조약의 분쟁해결 관련 규정이 절

대적·상대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을 중심으로 이십여년간에 채택

된 국제환경조약에는 분쟁해결조항이 일반화되었다.70)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환경법 조약상의 분쟁 또는 국제환경분쟁의 해결을 위한 분쟁해결제도

가 정착된 것은 아니다. 수많은 국제환경조약들이 분쟁해결 관련 조항을 담

고 있지만, 그 방식의 다양성은 찾아보기 어렵고, 기존 국제법의 분쟁해결

방식을 채택하여 반복 사용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한편, 수세기에 걸

친 관행의 축적으로 정립된 일반국제법상 정치적 또는 사법적 방법의 분쟁

해결방법 중에 국제환경분쟁에 특화되었거나 적합한 것으로 기대할 만한

새로운 분쟁해결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분쟁해결조항을 수록한 환경협약의 대부분은 분쟁당사국들이 선택하는

특정의 정치적 수단에 의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평화

적 분쟁해결 원칙’을 담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수단에는 UN헌장 제33

조 제1항에 열거된 교섭 및 협의(consultation), 심사(enquiry), 중개(good

office), 조정(conciliation) 등이 있다.

70) 이재곤·박덕영·박병도·소병천, 『국제환경법』(박영사, 2015), p.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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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동남아 연무협정

2002년 체결된 ‘국경을 넘는 연무 오염에 관한 동남아국가연합협정

(ASEAN Agreement on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이하 연무협정

이라 함)’은 온전히 관리적 접근만을 반영하고 있는 월경오염 협약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하에서는 우선, 동 협정이 관련국가들 사이에서

체결되고 비준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 실제로 어떤 이행·준수

체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 관리적 접근에 입각한 이행체제가 월경오염에 대한 국제

환경협약에 반영되었을 때 어떠한 한계가 발견되는지 지적하고자 한다.

1. 개관

동남아 연무(煙霧) 문제란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과 칼리만탄 섬

의 삼림에서 주기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서 발생한 연무가 바람을 타고

이웃 동남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71) 회원국들에게 피해를 주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이러한 화재

가 자주 발생하는 건기에 바람이 인도네시아 쪽에서 싱가포르와 말레이

시아 방향으로 불면서 양국에 대한 연무 피해를 지난 수십 년 동안 심

각하게 발생시켜 왔다.

연무의 직접적인 원인은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와 칼리만탄 지역에서

경작지(팜유 농장과 펄프 및 제지산업)72) 확대를 위한 화전(slash and

71) 1967년 설립된 ASEAN은 현재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

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으로 구성되어 있다.

72) 인도네시아는 세계적인 팜유 생산국이며 펄프 및 제지산업의 주요 국가이다.

현재 팜유 생산에 대한 요구는 전세계적이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폭발적으

로 소비되고 있는 대중식품인 라면, 초콜릿 제조시 팜유가 필요하다. 따라서

시장에서 팜유 사용 제조식품의 생산 및 매매를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박병도, “동남아 연무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함의”, 「환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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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n) 방식에 의한 삼림벌채 및 토지개간이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금지

에도 불구하고 현지 주민들과 개발권을 획득한 기업들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인 화전 방식의 토지개간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의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에 더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관리

소홀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가령, 연무 문제 해결에 대한 정치적 의지

의 결여 또는 부족, 취약한 환경 거버넌스와 관리, 연무를 다루고 화재

진압을 위한 대체적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기술적 재정적 측면에서 인도

네시아의 능력 결여, 관료의 타락, 권력배분이 명확하지 않은 중앙 정부

와 지방 정부 사이의 관할권의 중복, 환경과 개발 정책과의 합리적 조화

의 결여, 삼림 화재와 관련한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부적절한 인도네시

아 법 제도 등이다.

연무 문제의 원인이 상당 부분 인도네시아로부터 기원하는 데도 불구

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인접국

이라는 점에서 해당 문제는 대표적으로 일방향적 외부성을 띠고 있는

월경오염 사안이다.

1) 협약의 체결 과정

1990년대부터 연무로 인한 월경성 오염문제는 ASEAN의 공동 관심

사 중 하나가 되었으며, ASEAN 환경문서들의 주요 사안이 되었다. 이

문제를 최초로 반영한 국제문서는 1990년 6월 제4차 환경장관회의

(ASEAN Ministers’ Meeting on the Environment, AMME)에서 채택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쿠알라룸푸르 합의서(The Kuala Lumpur Accord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이다. 이 합의서에서 ASEAN 회원국

대표들은 월경성 오염 방지 및 저감 실천에 관한 구체적인 단계를 향해

선도적인 노력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산불에 관한 각국의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조화시

키고자 하는 시도 속에서 1992년 2월 싱가포르 정상회의(Singapore

연구」 제36권 제2호 (2014), pp.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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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it) 계기 ‘환경과 개발에 관한 싱가포르 결의(Singapore Resolu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채택되었다. 이 결의에서 회원국

들은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지역적 협력

을 촉진할 것을 표명하면서, 정책 방향을 조화시키는 데 합의하였고

국경을 넘는 대기오염, 산불 등과 같은 환경문제에 기술적 협력을 위

한 단계를 밟기로 하였다.

이러한 원론적인 합의들은 연무 문제에 대한 공동 인식과 공감대를 형

성하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관련 국가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이끌

어 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동남아 국가들은 연무 문제의 직접

적인 원인이 상당 부분 인도네시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사법

적인 분쟁 해결이나 국가책임의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았다. 이는 동남아

국가들이 소위 ‘ASEAN 방식(ASEAN Way)’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1967

년 창설된 ASEAN은 비군사적 성격과 지역적 민족주의를 근간으로 타

국의 정책에 대한 ‘자제(restraint)’, ‘존중(respect)’, ‘책임(responsibility)’

의 기본정신을 담은 ‘아세안 방식’을 천명하면서, 지역협력을 지향하되

각 회원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철저한 불개입 원칙 또는 개입 최소화

원칙을 고수해왔다.73)

그러나 1994년 이후 거의 매년 반복해서 연무로 인한 피해74)가 발생

하고 그 수준이 간과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자 ASEAN도 이와 관련한

다수의 연성법적 성격의 문서들을 채택하기 이르렀다. 대표적인 예로는

1995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국경을 넘는 오염의 관리에 관한

ASEAN 회의(ASEAN Meeting on the Management of

Transboundary Pollution)’ 계기 채택된 ‘국경을 넘는 대기오염에 관한

73) Michael Antolik, ASEAN and the Diplomacy of Accommodation (New

York: M. E Sharpe, 1990), p. 8.

74) 1994년 9월 27일 연무로 인해 오염기준지수(Pollutant Standards Index;

PSI)가 최고 153을 기록하였다. 미국 환경청 기준에 따르면, PSI 기준으로

100 이상은 건강에 해로운 수준, PSI 300 이상이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

는 ‘위험수준(hazardous level)’로 평가한다. 호주,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Ibid,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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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계획(Cooperation Plan on Transboundary Atmospheric Pollution,

ACPTP)’이다. 이는 연무로 인해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었던 싱가포르

와 말레이시아의 주도로 제안되었으며, 최초로 연무문제를 공동으로 해

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75)

우선, ACPTP의 목적은 1) 지역적 연무발생의 기원, 원인, 성격 및

정도를 밝히는 것, 2) 연무를 평가, 완화 및 관리하는데 환경적으로 건

전한 기술을 적용하고 국가적 및 지역적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적

및 지역적 차원에서 연무를 방지하고 통제하는 것, 3) 국가적 및 지역

적 비상대응계획을 발전시키고 이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단기적인

전략과 장기적인 전략이 권고되었는데, 최상의 단기 전략은 각종 토지

개간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산불을 방지하는 것이다.76) 장기적인 전

략에는 오염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연소 제로 실천과 그 기술이

대출기관의 자금 조달을 통해 촉진되도록 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었다.

물론, 농업분야에서 경제적으로 건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토지개간 활동을 실시하도록 개선하고, 토지개간 활동에서 불을 이용

하는 방법을 없애기 위한 인식 구축(awareness-building) 노력도 포함

되어 있었다.77)

75) Koh Kheng-Lian, “A Breakthrough in Solving the Indonesian Haze?” in

Sharelle Hart eds., Shared Resources-Issue of Governance, IUCN

Environmental Policy and Law Paper No. 72 (2008), p. 78 참조.

76)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1)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지상군의 배치 그리고 지역 공동체 대비에 의한

적시의 산불 탐지 및 방지, 2) 특히 건조한 날씨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역

에서, 건기에 개발사업에 의해 초래되는 생물자원 연소의 금지, 3) 연무가

발생하는 동안 지방적 연원에 의한 오염발생의 최소화, 정보공유를 위한 공

동체 네트워크의 활성화, 그리고 공동활동의 활성화, 4) 생물자원의 대체적

이용을 위한 투자의 촉진 등; 아세안 연무문제 홈페이지(haze.asean.org).

77) 이러한 노력들을 시행하기 위해 1995년 9월 제6차 환경에 관한 ASEAN 고

위관리회의(Sixth Meeting of the ASEAN Senior Officials) 계기 ‘연무 TF

(Haze Technical Task Force)’가 설치되었다. 연무 TF의 임무는 화재가 발

생하는 주요 지역의 경계 구획, 연무발생이 심각한 시기의 식별, 관리와 관

련한 사업의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 국경을 넘는 연무오염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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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에는 아주 심각한 연무가 재발하였다.78) 당시 보도에 의하면,

연무로 인해 인도네시아에서만 약 2천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의 염

증과 설사로 고통 받았고 사망자까지 발생했으며, 말레이시아에서는

시계(視界) 불량으로 항공기 이착륙의 안전이 우려됨으로써 주요 5개

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었다. 또한, 관광수입의 격감, 교통마비,

농작물 피해, 투자신인도 감소, 학교 폐쇄 등이 커다란 경제손실을

야기하였다. 산업 생산과 관광 수입 면에서 말레이시아는 3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입었으며, 싱가포르는 6천만 달러가 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79)

이에 따라 ASEAN 회원국들은 연무가 동남아 지역에 미치는 사회

적·경제적·환경적 영향을 감안하여 그러한 재난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협동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한 취지

하에 1997년 1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SEAN 각료회의 계기 ‘지역

적 연무행동계획(Regional Haze Action Plan, RHAP)’에 서명하였다.

RHAP의 주요 목적은, 1) 자연자원 관리의 개선과 관련 법률제정을 통

한 삼림 화재의 방지, 2) 화재 감시를 위한 운영절차 확립, 3) 지역적

화재 진압 역량 및 기타 감소 방법의 강화 등이 있었다. 또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국의 행동대책에 대해서도 권고하고 있었다.

즉, 삼림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활동을 억제하고 오염 배출원을 통제

하기 위한 한 정책 및 전략의 수립, 공개적인 연소를 금지하기 위한

대기의 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과 엄격한 법 집행, 대기질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의 이행과 지방적 오염배출원의 감시, 화재와 연무문제를

다루기 위한 전략 및 대응 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TF

설치, 삼림화재의 방지 및 확산의 통제, 연무 상황에 대한 공공인식

(public awareness) 강화, 연무 관련 정보기술의 활용 등이다. 이외에

등이다; 아세안 연무문제 홈페이지(haze.asean.org).

78) 20세기 최악의 산불로 꼽히며 주변국에 ‘연무 재앙’을 촉발한 1997년 수마트

라 섬 산불 때 싱가포르의 PSI가 최대 226을 기록하였다; Michael Antolik,

위의 글, p. 11.

79) Koh Kheung-Lian, 위의 글,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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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ASEAN의 기상 관련 서비스와 정보 교환을 향상시키고, 조기경보

및 모니터링 체계를 향상시킬 것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국가적 및 지

역적 화재 진압역량 자체를 강화할 것도 권고했다.

아울러, 아세안 국가들은 연무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실천의지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조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로써 기존의 연성법적 성격의 합의서상의 내

용을 조약으로 담기 위한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2002년 ‘국경을 넘는

연무 오염에 관한 동남아국가연합협정(ASEAN Agreement on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이하 연무협정이라 함)’이 채택되었다.

이 협정의 목적은 관련 당사국들에게 국경을 넘는 연무를 예방, 감시,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발전시키고 이행하는 데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무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책임 제도 또는 강제적인 법

적 수단을 규정하지 않았으며, 자발적인 예방과 협력을 유도하고 있

다.80)

2) 인도네시아의 협약 비준 과정

이렇듯 연무협정은 연성법적 성격의 협정이었기 때문에 당사국이 협정

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어떠한 강제적 조치, 즉 제재를 부과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 더해, 연무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 원인 제공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조약 채택 이후 국내 의회81)가

비준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무려 12년간 비준을 지연하면서 협약의 실효

성 자체가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 의회가 조

약의 비준을 거부하는 동안 인도네시아 정부는 삼림 방화를 조장함으

로써 불법을 저지른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거나 징계하는 법적인

80) Borneo Post, “Haze-a legal perspective(2013. 7. 15.자)” (www.theborneo

post.com/2013/07/15/haze-a-legal-perspective/)

81) 인도네시아 의회가 이를 거부한 명시적인 이유는 ‘연무문제가 천재지변의

성격이 있으며 당사국들 간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이지 비난이나

협박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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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들을 취하지 않아도 되었다.

십년이 넘는 세월동안 연무협정의 비준을 거부하던 인도네시아가

2014년 마침내 협정을 비준하기까지는 아세안 국가들의 지속적인 협동

노력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싱가포르 정부의 역할이 주요했던 것으

로 보인다. 연무의 가장 큰 피해국이기도 했던 싱가포르는 초국경적

연무 이슈의 심각성을 주변국에 끊임없이 환기시킴으로써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양자 및 다자 협상을 충분히 활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

회 수준에서도 해당 문제를 의제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우선, 2006년 ASEAN 환경장관회의 계기 연무문제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세부 결의(Cebu Resolu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를 통해 연무로 가장 피해가 심각한 5개국,

즉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의 장관들로 구성

된 장관급운영위원회(Sub-regional Ministerial Steering Committee)를

설립할 것을 규정했다. 또한, 2007년 발리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변화

컨퍼런스’ 계기 연무 문제를 의제화 함으로써 그간 유일하게 연무협정

비준을 거부해온 인도네시아의 수도 중심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연

무협정을 비준하고 그 이행을 약속하도록 정치적 의지와 도덕적 의무

를 다해야 하며 이는 글로벌 기후변화 방지와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

음”을 전세계가 강조하는 모습이 연출되었다.82)

이는 연무 문제를 철저히 국내 사안으로 간주하며 이와 관련한 지역

사회의 개입을 내정 간섭이라 주장해왔던 개최국 인도네시아의 입장에

서는 상당히 쓰디쓴 결과였다.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연무 문제를 기후

변화라는 글로벌 이슈와 연계시켜 국제사회에 공론화함으로써 인도네

시아를 더욱 압박하는 효과적인 결과를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비

슷한 맥락에서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의 연무 문제를 2008년 유엔 환

경계획(UNEP)이 발표한 ‘산림파괴 및 훼손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협력사업(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82) The Sunday Times, “Haze: Why Jakarta Should Accept International

Help (2006. 2. 4.자)”(thislittlereddot.blogspot.kr/2007/02/haze-why-jakarta-

should-accept.html).



- 46 -

Forest Degradation: REDD)’83)의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이에 대

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고 극도의 불쾌감을 표시84)하였지

만, 결과적으로 이 역시 인도네시아의 연무 문제가 지역 차원을 넘어

선 글로벌 차원의 심각한 환경 문제임을 공식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싱가포르 정부는 연무 문제를 유발하는 삼림 방화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이해당사자들을 압박하는 방법도 취하였다. 이는 협상의

구도를 ‘싱가포르 정부 대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책임 있는 아세안 회

원국 정부 대 그렇지 못한 근시안적 기업’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인도네

시아 정부의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졌다.85) 이러한 방법의

일환으로 싱가포르 정부는 2014년 2월, 산불의 발화지역과 국적과 무

관하게 연관된 팜오일 기업들을 징벌할 수 있는 ‘대외부패실행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자국 기업들의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연무 문제를

유발하는 기업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는 과감한 의사 표시였다.86)

이어서 “초국가적 연무 오염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와는 별도로

영리 회사들을 기소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밝힘으로써 인도네시아 정부의 최종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사

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압박과 유화 노력은 2013년 5월 인도네시아의 연무 문제 관

83) REDD는 세계 산림의 무분별한 벌목을 방지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며, 개도국에게 그들의 산림과 이탄지대

(peatland) 등을 보존함으로써 탄소 저감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재정적 인센

티브를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84)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국회의장 아스마디(Asmady)는 “싱가포르가 유엔 포

럼을 인도네시아를 망신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아세안 논의의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 언급하였다. Koh, 앞의 책, p.

22. 또한, 인도네시아는 그 해 연무 문제가 아닌 아세안 내 특별경제구역

등의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싱가포르 사절도 거부하였다.

85) 윤정현, “초국경적 대기오염 이슈와 글로벌 거버넌스”, 「세계지역연구논

총」 제34집 제1호 (2016), p. 71.

86) 이러한 싱가포르 정부의 결정은 유니레버(Unilever)와 같은 싱가포르에 본

사를 둔 기업뿐만 아니라 윌마르, CTP 홀딩스 등 글로벌 팜 오일 기업들

전체로 하여금 징벌 위험 가능성을 인지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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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실천적인 조치를 유도하였다. 인도네시아 유도유노 대통령은 싱가

포르와 말레이시아에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하며 이전까지와는 다르게

대통령령으로 심각한 산림 방화를 금지하였으며, 이어 7월에 열린 장관

급 조정위원회(MSC)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개간허가구역 지도를 아

세안정부들에 제공하고, 연무감시시스템(HMS)을 통해 산불의 책임자

를 규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글로벌

팜오일 기업들이 친환경적 플랜테이션 방식을 수용하면서 대규모 기업

형 방화의 대폭적인 감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2014년 인도네시아 의회는 그간 지연해왔던 동남아 연무방지

협정을 비준하였고, 비로소 ATHP는 체결국 모두에 효력을 지니는 제

도적 틀로 기능하게 되었다.

3) 협약의 내용

연무협정은 대표적인 기본협약(framework agreement)87)이다. 기본

협약은 국제환경협약을 체결할 때 우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추후에 이를 구체화하고 보충하기 위한 의정서(protocol)를 체

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당사국들의 환경협약 체결에 따른 부담을 줄

여주는 기능을 한다. 협정에 의해 각 당사국은 연무의 원인에 대한 조

사,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관련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할 기본적인 의무

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와 관련하여 단지 일반적인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당사국이 협정상의 조항을 준

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사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내용적으로 연무협정은 당사국들로 하여금 연무를 예방, 감시, 완화하

기 위한 노력을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에 따르면, 각국은 삼림

화재와 그로 인한 연무의 기원, 원인, 성격 및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개별

87) 영어용어인 ‘framework agreement’를 일본식 표현 그대로 ‘골격(骨格)협약’

이라고 번역하는 국내문헌도 다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보다 한국식 표현

에 적합한 것으로 여겨지는 ‘기본(基本)협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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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와 공동 행동을 취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환경적으로 건전한 정책,

관행 및 기술을 적용하여 삼림화재를 방지하고 통제해야 하며, 이러한 삼

림 화재와 그로 인한 연무의 발생을 평가, 방지, 감소 및 관리함에 있어서

국가적 및 지역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당사국에게 화재가 발생하

기 쉬운 모든 지역에 대해 점검하고, 삼림 화재 발생에 기여하는 환경 조

건을 파악하며, 이러한 삼림화재로 발생한 연무 오염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88) 아울러, 당사국들은 국경을 넘

는 연무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활동을 방지하고 통제할 의무를 가진

다.89) 관련 전략을 개발하고 인간 건강에 대한 위협을 밝히고 관리하

며 통제해야 한다.90)

그러나 연무협정이 비교적 일반적인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발효 이래 협정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부속서 또

는 의정서가 추가로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협약상 당사국들

은 각기 자국 재량에 따라 연무문제를 예방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하

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의무의 내용은 1990년대 이래 이루

어져온 기존의 연성법적 합의의 내용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화된 후속 합의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88) 연무협정 제7조, 제8조. 제8조에 따르면, 특이점은 각 당사국은 자국에서 연

무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관련 데이터를 ‘국경을 넘는 연무오염 통제를 위

한 조정센터(ASEAN Co-ordinating Centre for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Control)’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89) “Each Party shall undertake measures to prevent and control activities

related to land and/or forest fires that may lead to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연무협정 제9조. 이와 같이 제9조는 ‘방지’(예방)을 다루고 있어

위반행위자에 대해 국내적으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형사

처벌 등 제재가 가능하도록 국내입법을 정비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

해도 있다.

90) 연무협정 전문(前文).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어디까지나 각 당사국이 자체

적으로 국내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이며, 이와 관련하여 협약 기구에 보고해

야 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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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과 준수 체제

연무협정의 이행과 준수 체제는 실체적 의무보다는 절차적 의무를

많이 반영하고 있는 사전적 메커니즘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관리적 접근에서 강조하고 있는 보고와 모니터링 의무, 평가와 검토 의무,

평화적 분쟁해결절차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보고와 모니터링

연무협정은 일반적인 수준의 보고 의무를 규정한 제4조, 평가 의무를

규정한 제8조, 국가비상사태시 대응방법을 규정한 제11조, 보고서 제출

의무를 규정한 제25조를 통해 각 당사국이 협약기구에 특정 정보를 제공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고 의무는 협약기구가 환경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동남아 연무

협정의 경우 협정의 거시적인 목적이 특정 국가의 토지 또는 산림 화재의

결과로부터 발생하는 월경성 오염 문제를 방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91)

관련 오염물질에 대한 감축 의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는 연무가 여타

오염물질과는 다르게 그 배출량이나 배출수준의 수치화가 어렵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감축 목표 설정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 대신에 협정은 최소한의 정보 제공과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제4조 제2항은 월경성 연무오염을 발생시킨 국가는 그러한 피

해를 받게 될 국가로부터 이와 관련한 정보 또는 협의를 요청받으면

이에 대해 “신속히 답변해야 할(shall respond promptly)”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조 제1항은 각 당사국이 국내적으로 모니터링

센터(Monitoring Centre)를 지정하여, 각국의 화재취약지역, 화재발생 사

례, 화재발생의 원인과 그로부터 발생한 연무오염 등에 대한 정보를 수

91) 연무협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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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고, 이를 합의한 주기마다(at agreed regular intervals) 협약기구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제11조를 통해 연무오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국내적으로 마련한 입법적, 행정적, 재정적 조치에 대해 수시로 정

보를 제공할 의무 또한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25조는 협정 이행

을 위해 취한 조치들에 대해 사무국(Secretariat)에 제출할 것을 규정하

고 있으며, 관련 양식(form)과 주기(intervals)는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무오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각 당사국이 국내적으로 마련

한 입법적, 행정적, 재정적 조치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7조를 보면, 각국은 자국의 “국내적 절차에 따라(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national procedures)”92), “적절한 조치를 통해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93) 화재 및 연무오염에 대해 모니터

링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협약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의 화재 또는 연무오염 처리 과정에 대한 사항을 전적으로 당사국

국내 조치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각 회원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철저한 불개입 원칙 또는 개입 최소화 원칙을 주창하는 ‘아세안 방식’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접근은 연무협정이 당사국의 행

동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실효성 있는 협약체제로 나아가는 데 있

어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2) 평가와 검토

협정은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ies, COP)와 ‘아세안 연무오염

협력센터(ASEAN Co-ordinating Centre for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Control, ASEAN Centre)’에 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와

검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협약 제18조에서는 당사국총회에서도 협약

이행을 “지속적으로 검토 및 평가(shall keep under continuous review

92) 연무협정 제7조 제2항.

93) 연무협정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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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valuation)”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94) 이는 지극히 일반

적인 수준에서 당사국총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한계

를 가진다. 즉, 세부적으로 평가 대상이 되는 내용 또는 그 기준에 대

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평가가 이

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협정은 산불 피해 및 연무오염 관리(managing)와 국가별 조정

(coordination)을 위한 ‘아세안 센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각국 모니

터링 센터에서 제출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

다. 그렇지만 ‘아세안 센터’가 각국의 요청 없이 국내 상황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을 통해 명확히 하는 등, 그 권한을 아주 제한적인 것

으로 두고 있다. 가령, 아세안 센터의 운영에 대해 규정한 제5조에서는,

아세안 센터는 “기본적으로 각국의 국내 기구가 우선적으로 화재를 관리

한 후 개입해야 한다(on the basis that the national authority will act

first)”는 사실을 명확히 함으로써 아세안 센터의 역할과 관련하여 선을

긋고 있다. 여기에는 협약국에서 비상사태(emergency situation)를 선포하

기 이전에 협정의 이행기구가 자체적으로 각국 화재 발생에 대응하는 것

은 엄연한 내정 간섭으로 간주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95)

협약상 아세안 센터는 각 당사국에서 화재 또는 연무오염 발생 관련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측정센터로부터 정보를 “전해 받고(receive),

이를 정리(consolidate)하고 분석(analyse)할”96) 의무를 가진다. 이러

한 분석을 통해 아세안 센터는 “화재 또는 연무 피해가 보건과 환경에

끼칠 수 있는 영향과 위험평가(an assessment of risks to human

health or the environment arising from land and/or forest fires and

the resulting transboundary haze pollution)”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국에 제공해야 한다.97)

94) 연무협정 제18조 제3항.

95) 연무협정 제5조 제2항.

96) 연무협정 제8조 제2항.

97) 연무협정 제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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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떤 주기로 이러한 정보를 분석해야 할지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세안 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평가 또한 당사국

들의 협약 이행 및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 및 검토가 아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보건상 영향에 대한 ‘위험 평가’로 한정짓고 있다. 협약의

규정만 보았을 때, 아세안 센터는 각국에 추가적인 정보 제출을 요구할

권한도 없으며, 연무의 일반적인 보건적·환경적 영향 외에 협약이 각국

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평가할 권한 또한 없다.

3) 비준수절차

동남아 연무협정은 당사국의 비준수절차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

고 있지는 않다. 다만, 협정 제18조 제3항(b)에서는 당사국총회(COP)가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shall take such action as is necessary to ensu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고 하고 있어, 협약의 이행 및 준수

와 관련한 사후적인 절차에 대해 어느 정도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절차 등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조항이 과연 활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불투

명하다. 아울러, 당사국총회는 모든 회원국들의 총회 자체라는 점에서

결국 당사국들 간의 정치적·외교적인 이해관계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동 조항의 해석은 둘째치더

라도, COP가 독자적인 권한을 통해 효과적으로 비준수절차를 수립하여

실질적으로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평화적 분쟁해결절차

동남아 연무협정의 경우 협약의 해석과 적용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

했을 경우 협의, 협상 등 당사국들간의 정치적인 수단을 통해 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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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가장 전통적인 형태의 ‘평화적

분쟁해결 원칙’을 담고 있다. 특이할 만한 점은 분쟁해결조항을 수록한

환경협약의 대부분이 협약의 해석(interpretation)과 적용(application)과

관련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이 협정은 준수(compliance)와

관련한 분쟁 또한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적인 수단이 분쟁을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보다 강제력 있는 분쟁해결절차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협의나 협상이 개시되어야 하는

법적 시한이나 이를 협약체제 내에서 다룰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측면에서 해당 조항은 관습국제법상 평화적인

분쟁해결 의무 이상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제 3 절 평가

상기 제2절에서 살펴본 동남아 연무협정은 후속적인 부속서나 의정

서를 통해 합의가 구체화 내지는 발전되지 못한 기본협약이다. 이러한

이유로 협약의 이행과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체제가 협력의 초기에 나

타나는 미흡함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미흡함과

별개로, 협약상 절차적 의무와 사전적 이행·준수 메커니즘을 강조하는

관리적 접근에 입각한 설계가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협약상 의무의 설정

이 모호하고, 이행과 준수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이행기구의 권

한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난다.

1. 협약체제 내실화의 한계

동남아 연무협정의 체결과 비준 과정에서의 인도네시아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동 협정은 체결된 이후에도 한동안 실질적인 의미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는 월경오염 사안에 대한 국제환경협약 체결시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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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의미 있는 참여를 확보하기가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

주고 있다. 이처럼 오염국의 협약의 비준이 심각하게 지연되거나, 오염국

의 협약 참여 자체를 확보하지 못하게 될 경우 월경오염 관련 국제환경

협약은 실효성을 크게 잃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월경오염 협약의

경우, 오염국을 어떻게든 협약 체제에 참여시키기 위해 가장 부담이 없는

의무내용과 이행수단을 채택하는 수밖에 없다. 결국 오염국과 피해국간의

긴장관계가 반영된 협상의 결과물로서 최종 협약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

는 유효한 규제수단 또는 이행과 준수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듯 초반에 느슨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월경오염 협약을 발전시켜

차후에 보다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의정서 또는 부속서 체결 등을

통해 관련 협력을 내실화하는 것은 월경오염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초반에 느슨한 의무를 규정하는 기본협약을 체결

하고 부속서 등으로써 협력이 심화되지 않은 경우 협약 자체만으로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그러나 월경오염 관련 협약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행과 준수 체제의 내실화가 기본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첫째, 월경오염 관련 국제협약을 심화시킬 유인 또한 오염국과 피해국

각각에 대해 다르다. 대개 환경오염은 경제와 산업 발전 등 인위적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염에 대한 규제는 경제 발전 및 기업 육성의

대척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피해국의 입장에서는 월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관련 오염물질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있다. 반면, 오염국의 경우 직접적인 피해가 국내에서 발생한다고 해도 경

제발전으로 얻는 이득에 의해 상쇄될 수 있기 때문에 오염을 규제하고 감

축할 유인이 크지 않다.98) 따라서 오염국은 월경오염 관련 협력의 심화를

통해 자국의 오염 규제를 강화시킬 유인이 피해국보다 적다.

둘째, 공동의 환경문제에 있어 어느 일국의 비협조로 인해 협력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이를 국제적으로 이슈화하여 해결

98) George Halkos, Shunsuke Managi, Kyriaki Tsilika, “Measuring Air

Polluters’ Responsbility in Transboundary Pollution Networks”,

Environmental Economics Policy Studies, Vol. 20 (2018), pp.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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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월경오염의 경우 그 영향을 받는 지역

적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다.

셋째, 일단 협약이 체결되고 나면 피해국의 입장에서는 오염국의 협약

탈퇴를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기 때문에 오염국에게 어느 정도 이

상의 압박을 가하기 어렵다. 철저히 각 당사국의 동의에 기반한 체제인 협

약의 경우 오염국은 언제든 협약을 탈퇴할 수 있는 데 반해, 그렇게 될 경

우 피해국으로서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월경오염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관습법상 국제의무 위반을 원용한 국가책임법의 적용 또한 현실성이

적다는 점으로도 연결된다. 실제로, 월경오염 관련 협약은 아니지만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러시아의 명시적인 협약 위반이 발생했

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당사국들이 러시아의 협약 탈퇴를 막기 위해 아무

런 제재 또는 압박 조치도 취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

다.99)

이에 덧붙여, 동남아 연무협정의 사례를 보면, 명확한 협약상 목표의

부재와 이행기구의 권한 부족 상태가 협약 체제를 향후 더욱 강화하고

내실화시키는 데 있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 협약상 의무의 모호성

연무협정의 경우 연무 발생을 해결하는 데 있어 주요한 오염물질을 구

체적으로 규명하거나, 이와 관련한 감축 목표에 대해 뚜렷히 규정하고 있

99) 러시아는 1995년 서면 통지를 통해 1996년 1월 1일자로 ODS(ozone-depleting

sources)의 생산 폐지 의무와 관련한 협약 이행을 중지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

에 대해, 당사국들은 러시아에게 국제적 지원(assistance)을 약속하며 설득

하였으나 러시아는 여전히 의무를 불이행했을 뿐만 아니라 금지된 ODS

무역에도 참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국들은 여전히 러시아를 당

사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고, 약 5년동안 당사국들은 제재를

제외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러시아를 설득하고자 하였지만 한 번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권고와 요청을 모두 무시하고

자국이 설정한 계획(timeline)에 따라 협약 이행을 중지한 다음 다시 협약

체제로 돌아왔다; Thilo Marauhn, 위의 글, pp.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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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협정은 각 당사국이 협정 이행을 취한 조치만을 보고하도록 규

정하고 있을 뿐, 세부적인 오염물질의 배출량이나 배출수준100) 또는 그 피

해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 등에 대해 보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

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연무를 유발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

등 반대 세력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전통적인 주권의 문제에 대해

큰 민감성을 보이는 동남아 국제사회의 특수성도 반영되었다. 동남아 국

가들은 그간 소위 ‘아세안 방식’에 따라 각 회원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철저한 불개입 원칙 또는 개입 최소화 원칙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명확한 감축 의무의 부재로 인해 연무협정은 ‘결과 지향적’ 조약보다도

‘행동 지향적’ 조약의 성격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준보편적인 환경

사안에 대한 광범위한 국가들의 참여를 지향하는 국제환경협약에서는

알맞을 수 있지만, 월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

국제환경협약에는 적당하지 않다.

또한, 체약국들이 의도적으로 협약상 월경오염에 대한 언급을 제외

하고 협약 조문을 모호하게 하는 데 합의한 것은 개별 국가들이 월경

오염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관리적 접근 모델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 전

제와 매우 다르게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리학파는 국가들이 기

본적으로 국제의무를 따르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협약 체

제에 대해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주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동남아 연무협정의 사례에서는 국가들은 ‘새로운 주권’ 내지는

국제사회에서의 평판보다도 전통적인 주권과 국익의 관점에서 협약 체

결에 신중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월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약의 체결과 비준에도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결국 합의된 협약

에도 엄밀성과 구체성이 결여된 일반적인 수준의 의무만이 규정되었다.

100) 연무의 경우 그 배출량이나 배출수준을 측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이와 관련한 대기오염지수 등을 통한 수치화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

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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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기구의 권한 부족

협약상 의무의 모호성에 더해 이행기구의 권한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협약이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효과적으로 확인하는 것 또한 어렵다.

이는 협약체제의 내실화에 있어서 또 다른 장애물이 되고 있다.

연무협정은 10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협정임에도 불구하고 각 국

내기관에서 각자의 형식과 방식으로 오염물질을 측정, 관측하고 있어

표준화 또는 통합된 모델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각 당사국으로부

터 보고받은 정보를 분석하여 정리할 의무를 가진 ‘아세안 센터’ 역시

연무가 보건·환경적으로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좁은 수

준의 위험평가만을 수행할 수 있다. COP 역시 지극히 일반적인 수준의

평가 및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그 방법론적인 측면

에 대해 상세히 제시하고 있지 않아 협약의 이행과 준수를 검토하기

위해 요구되는 엄밀성이 결여되고 있다.

특히, 당사국총회는 모든 회원국들의 총회 자체라는 점에서 결국 당사

국들 간의 정치적·외교적인 이해관계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COP 자체가 독자적인 이행·준수 평가기구의 역

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2. 사후적 이행준수 메커니즘의 결여

사후적(ex post) 이행·준수 확보 수단은 어느 당사국이 협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미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해 알맞은 절차와

해결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위반국의 협약 준수를 촉구한다. 국제환경협약

의 일반적인 사후적 이행과 준수 확보 수단은 비준수절차(non-compliance

procedure)와 분쟁해결절차(dispute settlement procedure)가 있다. 비준수절

차는 국제환경협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위반국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보다는 비준수의 원인을 밝혀내서 의무 준수를 촉진하거나 강화하는

것을 지향한다. 반면, 분쟁해결절차는 협약의 해석, 적용 또는 준수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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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당사국들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협의나 협상 등 정치적 수단

또는 사법적 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한다.

법경제학 방법론에서 강조하는 ‘효율적 계약위반이론’101)은 사후적 이

행·준수 확보 수단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제

협약의 이행에 관한 비용이 협약 당사국들이 예상할 수 있는 협약 준수

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을 상회할 때 효율적 계약위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효율적 계약위반 상황에 대비하여, 협약의 위반 가능성을

미리 예상하고 이에 대한 책임(liability)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분쟁해결기구의 확립과 법 규범 위반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확실한 구제 수단 마련을 통해 효율적 계약 위반의 가능성

자체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국제법 규범 내에 법 규범

위반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실효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102)

따라서 법경제학 방법론은 국제법 규범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제재를 느슨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관련 국제

법 규범의 높은 수준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효과적인 분쟁해결기구가 확립되어 있고 법규범 위반으로 발생

하는 손해에 대한 확실한 구제 수단이 보장된다면, 이로써 국가들이 보

다 쉽게 관련 국제법 규범의 당사국이 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으

101) 국내법상 계약(contract)에 관한 법리인 효율적 계약위반이론(theory of efficient

breach)은 계약을 준수하는 것보다 위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계약의

위반을 계약 자체에서 수용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즉, 계약의 이행에 관한 비

용이 계약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있는 계약 준수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상회

할 때 효율적 계약위반이 성립된다; 김성원, “법경제학 국제법 방법론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제22권 제1집 (2011), pp. 63.

102) 국제법학자들은 규범적 측면에서 효율적 계약위반이론의 적용에 회의적이

다. 조약이 국가들이 단기적 이익(short-term interest)을 위해 자의적으로

위반될 수 있다면, 조약을 통한 국가간 권리ㆍ의무의 확정이나 국가간 지속

적이고 반복적인 협력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제법학자들은 효

율적 계약위반이론의 조약에 관한 적용가능성에 회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Ibid, p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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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효율적 계약 위반의 가능성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

제법 규범 내에 법 규범 위반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실효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협약의 이행과 준수를 설명하는 강제적 접근 모델 또한 유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국제의무를 따르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 관리학파와 달리, 강제학파는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의 관점에서 국제법을

준수 또는 위반했을 때 예상되는 손익계산을 한다고 전제하였기 때문

이다. 이에 따라 국제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처벌적(punitive) 수단이 국

가들의 손익계산에서 비용의 증가 또는 이익의 손실로 작용하여 위반을

억제해야 한다고 보았다.103) 이러한 관점에서 협정 위반의 억제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법적 결과(legal consequences)와 제재

(sanctions)를 강조하였다.

상기 관점들은 협약의 사후적(ex post) 이행·준수 확보 수단 중에서도

사법적 분쟁해결절차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있다. 비준수절차는 다자적

맥락에서 국가에게 자신들의 조약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장려·촉진하고

강화하며, 비준수의 경우에 ‘더 유연한(softer)’ 체제를 제공하기 위해 고

안된 체제이다.104) 이러한 절차는 준수에 실패하는 국가들을 돕기 위해

설계된 것이지 비준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

서 협약 위반국에 대해 어떠한 처벌적 수단도 부과하지 않으며 협약 위

103) Peter H. Sand, “Sanctions in Case of Non-Compliance and State

Responsibility: pacta sunt servada – Or Else?”, Ulrich Beyerlin,

Peter-Tobias Stoll, Rüdiger Wolfrum eds., Ensuring Compliance with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A Dialogue Between

Practitioners and Academia (Netherlands, 2006), p. 261.

104) M. Fitzmaurice and C. Redgwell, “Environmental Non-compliance Procedures

and International Law,” Netherland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31

(2000), p. 39; Jan Kabbers는 준수절차는 “유연성(flexibility)이 본질이다—유연

한 규범, 유연한 기본 가치(baseline values), 유연한 이행 그리고 유연한 지원”

이라고 설명한다(Jan Klabbers, “Compliance Procedures,” in Daniel Bodansky,

Jutta Brunée and Ellen Hey eds., The Oxford Handbook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 99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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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후적으로 구제해줄 수도 없다. 반면, 중재

재판105), 사법재판106) 등 사법적 분쟁해결절차는 협약의 위반에 대한 책

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법적 결과로서 피해국에 대한 사후 구제

방안을 제시한다. 모든 협약체에서 그 당사국간의 분쟁은 필연적인 것이

고, 이러한 분쟁을 법 또는 제도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은 국제질서를 유

지하면서 분쟁해결이 가능하게 하고, 법적 정의(legal justice)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일반적인 국제환경협약보다도 월경오염 문제로부터 비롯된 국제환경협

약의 경우 사법적 분쟁해결절차를 효과적으로 확립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

다. 가령, 기후변화협약 등 준보편적 성격의 환경협약의 주요 목적이 해당

사안에 관한 전지구적 국가들의 공동행동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면, 월경오

염 협약은 기본적으로 ‘결과 지향적’ 또는 문제해결 지향적이다. 여기에

는 국경을 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국제환경분쟁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목

적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듯 특정한 월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체적인

목적에서 출발한 국제환경협약의 경우, 협약을 위반하여 심각한 월경오염

을 초래한 국가에 대해 아무런 사법적 제재나 압력도 가할 수 없고, 피해

105) 분쟁을 해당 분쟁당사국이 선정한 중재자로 하여금 ‘법의 존중을 기초로 하

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수단을 중재재판(arbitration)이라 한다. 중재

재판은 중재자가 법을 유의하고 법적 절차에 의해 특정 분쟁을 해결하는 법

적인 기능의 하나이므로, 권고적 절차에 의하고 권고적 기능만을 가지는 조

정과 다르다. 한편, 사법재판의 경우 ICJ 등 상설재판소에서 분쟁을 다루는

반면, 중재재판의 경우 어떤 분쟁 하나 또는 일련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

여 당사자들이 재판기관을 설치하고, 중재법관을 선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John G. Merrills,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5th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p. 91.

106) 사법재판은 원칙적으로 법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인 법관이 법적으로

심리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종결정을 내리게 하는 방식이다. 국제

환경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상설적인 사법재판소는 국제사법재판소

(ICJ),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 등이

다; 이재곤·박덕영·박병도·소병천, 위의 책, p.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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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당한 국가에 대해 어떠한 사후적 구제도 해줄 수 없다면 협약의 실효

성 자체가 크게 반감될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월경오염 문제를 다룬 국제환경조약에서

협약상의 사법적 분쟁해결절차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무

협정의 사례를 보면, 위반국이 발생했을 상황에 대해 일반적인 내용의 평

화적인 분쟁해결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후적(ex post) 이행과 준수

확보 수단으로서의 비준수절차 또는 강제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10개의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의 협약 비준수로 인해 다른 당사

국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국이 이에 대해 위반국에게 외교적으로 항

의할 수 있을 뿐이다. 협약 위반으로 인한 처벌과 배상의 문제 또는 준수

를 유도하기 위한 유연한 협력조치 중 어느 것도 협약으로부터 도출하기

는 어렵다.

3. 관리적 접근의 한계

동남아 연무협정의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관리적 접근이 몇 가지 한

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동남아 연무 문제와 같이 뚜렷한 일방적 외부성을 가진 월경사안

의 경우, 국가들은 ‘새로운 주권’이나 국제사회에서의 평판보다도 전통적인

주권과 국익 수호의 관점에서 협약 체결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관리적

접근모델에서는 개별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일원으로 존재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국제의무를 자발적으로 준수한다고 주장했지만, 인도네

시아는 연무협정의 체제로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미뤄왔으며 이러한 과정

에서 유발되는 국제 이미지의 악화 또한 감수해왔다.

둘째, 일단 약한 이행체제를 가지고 출발한 기본협약은 이행체제의 내실

화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협약 의무가 모호하고 이행기구의 권한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이러한 진전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았다. 이는 일단 국제협약이

체결되면 체약국들에 대해 규범력을 발휘하여 실질적으로 국가의 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리학파의 전제와 어긋나는 현상이다. 관리적 접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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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이 약한 이행체제를 가진 상태로 체결되었을 경우 이를 보다 내실화

함으로써 협력을 심화시켜야 할 필요성에 주목하지 않았다.

셋째, 사후적 이행준수 메커니즘에 대한 관리학파의 경시(輕視)는 월경

오염에 대한 국제환경협약의 가장 중요한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월경오염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국제환경협약은 국가간 발생할 수

있는 환경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오염행위를 조금이라도 감소시키기 위

한 결과 지향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중에서도 동남아 연무협정과 같이

일방향적 외부성을 발생시키는 사안의 경우, 효과적인 사후적 이행준수 메

커니즘이 부재할 경우 오염국의 심각한 월경오염 유발행위를 실질적으로

저지하거나 이러한 상황 발생시 피해국을 구제할 수 없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없을 경우 이는 해당 사안을 규율하고 있는 국제환경협약의 큰

흠결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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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강제적 접근의 적용사례

제3장에서는 관리적 접근이 월경오염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국제환경협

약의 이행과 준수 확보에 있어서 부적합한 측면을 살펴보았다. 우선, 관리

적 접근의 중요한 전제인 국가들의 자발적 의무 준수 경향이 강한 일방적

외부성을 가진 월경오염 사안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들은 전

통적인 주권과 국익에 대한 강한 고려 속에서 협약체제에 대한 참여의 수

준을 결정하고 있었다. 또한, 오염국이 관련 협약을 위반하여 심각한 월경

오염을 초래했을 경우에도 그에 따른 법적 결과 또는 피해국에 대한 구제

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관리적 접근에 입각한 국제환경협약 체제의 가장

큰 흠결이라고 평가되었다.

본 장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적 모델인 강제적 접근이 적용되었을 경우

월경오염에 대한 국제환경협약의 효과적인 이행과 준수 확보가 가능한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강제적 접근이 강조하고 있는 이행과 준수 확보

수단이 실제의 월경오염 관련 국제환경협약에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제적 접근 방식의 장점과 한계점을 도출해보고

자 한다.

제 1 절 강제적 접근의 이행과 준수 확보 수단

강제학파는 국가들이 국제의무를 때때로 위반하는 경우는 의무 위반

에 대한 반대급부가 의무 준수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크지 않기 때문이

라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준수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부정

적인 인센티브 또는 제재를 통해서 국가들의 의무 준수를 강제(coerce)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07) 강제적 접근 학파는 협약 위반에 따른 무역

107) George W. Downs, David M. Rocke, and Peter N. Barsoom, 위의 글, pp.

379-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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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trade sanctions)나 벌금 부과(financial penalties), 특혜의 철회

(withdrawal of privileges) 등을 국제의무의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효과

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108) 이러한 다양한 처벌 수단들은 협약 내

에 규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피해국의 일

방적인 조치(unilateral actions) 등을 통해 행해질 수 있다.

1. 수량화된 감축의무

국제환경협약에 있어 수량화된 감축의무는 당사국에 대한 법적 의무를

창설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

서 사실상(de facto)의 강제적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러한 감축의

무가 명확히 수치화되고, 특정 시한까지 행해질 것이 의무화(“shall”)되는

경우 당사국들에게 부담을 야기한다.

국제환경법에서 대표적으로 수량화된 감축의무를 부여한 협약은 기후

변화협약(UNFCCC)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이다. 교토의정서는

부속서 I 국가들에 대해 2020년까지 수량화된 감축의무를 달성할 것을

강제하였고, 이를 준수위원회의 강제부(enforcement branch)에서 감시하

였다. 교토의정서는 감축의무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감축의무

의 위반이 일어났을 경우 위반원인 분석, 준수를 위한 이행조치 등을

포함하는 계획서 및 이행의 진척상황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였다.109)

2. 이행감시기구

관리학파에서 환경협약의 이행과 준수 확보를 위한 보고 내용 평가와

108) Steve Charnovitz, “Encouraging Environmental Cooperation through the

Amendment,” Journal of Environment & Development, Vol. 3, No. 1

(1994), pp. 3-8.

109) 마사히로 니시·토모히토 우스키, 박덕영 역, 『환경문제와 국제법』(2011),

p.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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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를 기본적으로 각 당사국 또는 당사국총회(COP)에 맡기고 있는 것

과는 달리, 강제적 접근에 따르면 별도의 이행 감시를 위한 기구가 설립

되어 독자적인 권한과 강제적인 집행력을 가지고 조사(inspection), 이행

촉구, 감시(monitoring)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10)

예컨대,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마드리드의정서)’상 각 당사

국은 협의당사국 및 당사국총회에서 지명한 감시인이 수행하는 조사에

협력해야 하며, 조사기록과 조사를 위해 개방되는 기지, 시설, 장비, 선

박, 항공기 등 모든 부분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111) 또한, 일부

월경오염 관련 국제협약은 양국이 선정한 대표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

를 통해 사실확인(fact-finding)과 과학조사(research) 권한을 부여함으

로써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관건은 협약체가 이러한 이행위원회에 어느 정도의 권한 또는 강제

적 집행력을 부여하는지의 여부이다. 이러한 권한 행사에 있어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요구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긋기는 어려운 것

이 사실이다. 그러나 협약의 이행 감시를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기구

가 독자적으로 사실확인 활동을 개시할 수 있고,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구에서 내린 결정 또는 권고가 당사국에 대해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상당한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다.112)

110) John H. Knox, “A New Approach to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The Submissions Procedure of the NAFTA

Environmental Commission”, Ecology Law Quarterly, Vol. 28 (2001),

pp. 53; Alan Boyle, “Saving the World?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through Intenrational

Institutions”, Vera Gowlland-Debbas ed., Multilateral Treaty-making: The

Current Status of Challenges to and Reforms Needed in the International

Legislative Process (Geneva, 1998), p. 231.

111) Protocol on Environmental Protection to the Antarctic Treaty, 30 I. L.

M. 1461 (1991), 제14조.

112) Gregory L. Rose, Gaps in the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Law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Level (Malaysia, 2011),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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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재와 대응조치

국제환경협약에서 당사국의 협약 위반에 대해 제재(sanctions)를 규정하고

있는 사례는 흔하지는 않다. 이러한 제재는 주로 위반당사국이 위반 행위를

중지할 때까지 협약상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데, 여기서 지칭하는 혜택은 환경문제 대응과 관련한 기술이전, 재정지원, 특

정 권리 또는 무역관계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교토의정서의 이행을 감독하

는 강제위원회는 부속서 I 국가의 수량화된 감축의무 위반에 대해 초과

배출량의 1.3배를 제2약속기간의 할당량에서 삭감하는 벌칙(30% penalty)

을 두고 있다.113) 이렇듯 제재가 협약 내에서 규정되어 있을 경우 충분한 정

당성(legitimacy)을 갖추고 행사될 수 있다.

협약에서 별도로 당사국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지 않

고 있을 경우에 국가들은 대응조치(countermeasures)를 취할 수 있다. 대응

조치란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가 유책국을 대상으로 그 의무이

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상응하는 의무 불이행으로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114)

대응조치는 그 자체만으로는 국제위법행위에 해당하나, 상대방의 위법행위

에 대응하여 취해진 조치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2001년 국제법위

원회에서 채택된 국제위법행위(Internationally Wrongful Acts)에 대한 국가

책임 조문안’(이하 ‘2001년 국가책임 초안’)은 대응조치의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대응조치는 유책국으로 하여금 국제의무를 준수하도록 설

득하려는 수단이지, 징벌적 성격의 조치는 아니다. 따라서 상대국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히려 해서는 안 되며, 조치의 내용은 자국이 입은 피해

에 비례해야 한다.115) 또한, 그 성격상 잠정적, 임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

며 필요성이 없어진다면 양국 관계를 원래대로 회복시킬 수 있는 정도의

조치여야 한다. 즉, 상대국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대응조치도 즉시 종료되어

야 한다.116)

113) 마사히로 니시·토모히토 우스키, 위의 책, p. 277.

114)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제2판 (박영사, 2014), p. 397.

115) 2001년 국가책임 초안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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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법적 분쟁해결절차

사법적 분쟁해결절차는 어느 당사국이 협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해 중재재판부(arbitration), 국제

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 등 제3의 기관에서

이에 대한 옳고 그름을 법에 입각하여 판단내릴 수 있게끔 한다. 위반

국의 의무 비준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대해 알맞은 구제

방법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결정이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사법적 분쟁해결절차는 중요한 사후적(ex post) 이행·준수 메커

니즘이다.

문제는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자국 주권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사법적

인 심판대에 오르기 꺼려하기 때문에, 협약 내에 사법적 해결을 위한 장

치를 마련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제환경협약은 분쟁당사국간의 외교적 협의(consultations)

등 ‘평화적 분쟁해결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협약은

이러한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보다

강제력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취할 것을 절차상 규정해놓기도 한다.

WTO의 분쟁해결제도와 유사하게 해당 분쟁이 제기된 후 최대 수십 일

이내에 특정 분쟁해결절차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는 식의 기한을 설정하

는 경우도 있다.

현재 국제환경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법재판 기구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국제환경협약의 해석과 적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

을 경우 분쟁당사국들 스스로 중재재판부를 설치하거나 일반적인 국

제사법기구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117) ICJ는 1990년대 환경법 및 환

116) Ibid, 제53조.

117) Alfred Rest, “Enhanced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Treaties by Judiciary – Access to Justice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for Individuals and NGOs: Efficacious Enforcement by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Macquarie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Environmnetal Law, Vol. 1 (2004), p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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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호의 발전 경향에 비추어 어떠한 환경문제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

도록 재판소규정 제26조 제1항에 기초하여 7명으로 구성된 ‘환경문제를

위한 재판부’를 1993년 설치하였지만, 설치 이후 13년간 어느 한 건도 회

부되지 않으면서 결국 폐쇄되었다.118) 이에 따라, 현 상황에서 국제환경

분쟁을 다룰 수 있는 사법기구는 ICJ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또는

각국이 합의에 따라 설립한 중재재판부 등이 있다.

제 2 절 유럽의 CLRTAP

기본적으로 당사국들간 치밀한 협상의 결과물로서 채택되는 국제환경

협약의 경우, 엄밀한 의미에서의 강제적 접근만이 반영된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체결된 ‘장거리이동 월경성 대기오

염에 관한 협정(UN-ECE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CLRTAP)’의 경우 1979년 기본협약 체결 이래 8개의 부속의정

서를 통해 그 내용이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발전되어왔기 때문에, 1990년

대 이후에 체결된 부속의정서들의 경우 그 이행과 준수 체제에 있어서도

완성된 수준의 구체성과 엄밀성을 보여주고 있다. CLRTAP 협약체제는

관리적 접근과 강제적 접근에 입각한 규정들을 고루 포함하고 있지만,

협정의 이행과 준수를 법적으로 의무화한 조항의 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강제적 접근에 입각한 비중을 더 크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개관

상기 협약이 체결될 당시 국경을 넘는 대기오염의 피해국임을 주장한

118) 폐쇄된 이유와 관련하여, 아무리 환경분쟁이라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재판

에서는 환경법상의 쟁점만을 분리하여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환경문제

를 전담하는 국제사법기구는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마사히로

니시·토모히토 우스키, 위의 책, p.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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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북유럽 국가들이었다. 이들은 이른바 공해 요인 발생국가인 기타 유

럽 국가들과의 의견 충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협상 노력을 통해 관련

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구도에 의하면, 유럽의 월경오염 현상

역시 일방향적 외부성을 발생시키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79년 기본협약 체결 이후 세월이 흐르고, 산성비현상과 대기

오염의 장거리 이동과 관련한 과학적 연구결과가 새롭게 발견되면서 최

근에는 유럽에서의 월경성 대기오염 현상이 상호 외부성을 가지고 있다

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협약의 이행체제가 지속

적으로 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 큰 이점으로 작용하였다.

1) 협약의 체결 과정

유럽에서 광역적 차원의 산성화 현상은 1950년대부터 수상 생태계

에서 최초로 관찰되었다. 즉, 남부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 어획고의

감소와 어종의 멸종이 관찰되었다. 1967년 스웨덴 호수 담수 산도

(freshwater acid level)를 측정한 결과 산도(pH)가 놀라울 정도로 증

가했음이 밝혀졌는데, 산도 상승원인 중 상당부분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영국과 유럽 중부로부터의 대기오염 물질, 특히 아황산

가스(SO2) 유입에 따른 것이라는 과학적 발견이 이루어졌다.119) 이동

성 대기오염 문제는 유럽의 삼림 감소에서도 나타났으며, 지하수의 산

성화와 건축물의 손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역사

적으로 중요한 건축물들을 다수 보유하며 유지하고 있던 유럽에서는

후자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120)

결국 스웨덴뿐만 아니라 핀란드 등 북구지역 국가들은 이와 관련하

여 경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119) Roderick W. Shaw, “Acid Rain Negotiations in North America and

Europe: A Study in Contrast”, International Environmental Negotiation

(Sage Publications, 1993), p. 127.

120) Ibid, 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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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ECD)에 과학적 실태조사를 요청하였으며, 월경성 대기

오염 문제가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의 주요 의

제가 되었다. 스톡홀름 회의를 계기로 OECD는 1972년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을 측정하기 위한 협력 기술 프로그램(OECD Cooperative

Technical Program to Measure the Long-Range Transport of Air

Pollution)을 개시하였다. 이 연구는 노르웨이 기상연구소(Norwegian

Meteorological Institute, NMI)의 주관하에 특정 오염물질의 집중과

침전을 모니터링하고, 황산화물(Sulphur Oxides, SOx)의 월경성 이동

에 대한 모델링을 하는 것이었다.

1972년부터 1977년까지 5년동안 OECD의 협력 기술 프로그램이 11

개의 북유럽 국가들의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 모니터링의 결과, 유럽

지역 내에서 실제로 대기오염 물질이 장거리 이동하고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 등은 1977년부터

유럽내 산성화 물질을 고정된 비율로 감소시키는 지역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국제협상을 시작했다. 유럽의 대기오염의 경우 동구 국가들

과 구소련이 주요한 오염원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유럽의 모든 나라

를 대표하는 조직인 UN 유럽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121)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었다.

협상 초기에는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움직임이 일부

국가의 반대에 부딪혔다. 우선,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물적 기반이 되

는 기술적·재정적 자원의 확보가 용이했던 서북부 유럽 국가들과는 달

리, 동부 국가들은 낮은 경제발전 수준과 국제적 위상, 시민들의 높지

않은 환경의식 등의 요인을 고려했을 때 국제 환경협상에 적극성을 띠

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영국과 서독의 경우 경제적 수준과 시민

의식의 측면에서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오염

121) UNECE는 55개 회원국의 경제통합과 협력을 위한 다자간 체제로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해 경제번영을 이루기 위해 조직되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책적 대화, 국제법에 의거한 협상, 규제와 규범

의 개발, 모범사례와 경제적·기술적 전문성 공유 및 적용, 경제전환국에 대

한 기술적 협력 등을 진행하고 있다; UNECE 홈페이지(www.une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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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배출량이 많았기 때문에 협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영

국은 당시까지의 OECD 연구 결과를 불신하고, 좀 더 많은 연구를 진행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산성비가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 자체에 대해서도

불신을 나타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유럽 내 대기오염 물질이 장

거리 이동한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

련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더 어려웠다.122)

결국 보다 광범위하고 객관적이며 모두가 공동으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과학조사 결과가 수집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종전의 OECD 협력 기술 프로그램이 수행하던 모니터링 역할을

UNECE에서 새로 설립된 ‘유럽 대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협력 프로그램(Cooperative Program for the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the Long-Range Transmission of Air

Pollutants in Europe, EMEP)’123)에서 맡게 되었다. EMEP는 1977년부

터 1979년까지 2년 동안 24개국의 90개 이상 지점에서 강수의 산성도

와 대기의 황산화물(SOx)의 양을 측정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이러한 추가적인 확인 작업은 또 한번 유럽 내 대기오염 물질이 장

거리 이동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EMEP를 통한 과학조사 결과에

덧붙여, 이른바 녹색그룹(green group)으로 불리는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등 국가들이 공동의 힘을 형성하면서 서독과 영국에 압력을 가

하면서 결국 1979년 UNECE 장관회의에서 범유럽 차원의 환경협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미국, 캐나다 뿐만 아니라 구소련 등 사회주의

122) Amy A. Fraenkel, “The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Meeting the Challeng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30, No. 2 (1989), pp. 23.

123) EMEP 모형은 한 나라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다른 나라에 침전되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침전물에 의한 유럽의 피해지역에 대한 책임

정도(또는 피해국의 산성 침적에 대한 가해국의 상대적 기여도, 즉 오염원-

피해자 관계, source-receptor relationship)를 배당하는 이 모델의 방법은 협

상당사국들에 의해 전적으로 수용되었으며, 이들은 질 및 황산화물(SOx)의

계산에 필요한 투입자료로서 자국 배출량 관련 자료를 EMEP에 제공하고 있

다; 문진영 외, 위의 책,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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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까지 포함한 유럽 34개 국가들이 1979년 11월 ‘장거리이동 월경

성 대기오염에 관한 협정(UN-ECE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CLRTAP)’을 체결한 것이다. 이는 월경

성 대기오염 관련 세계적으로 최초의 국제협정이 되었다.

2) 협약의 내용

CLRTAP 협약 체제는 1979년 체결된 기본협약과 그 이후 합의된 8개

의 부속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기본협약의 경우 협약의 어떤

조항도 체약국에게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축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가령, 제2조의 경우 체약국이 대기오염을 제한

하고, “가능한 한 점진적으로(as far as possible, gradually)” “노력해

야(shall endeavour)”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1983년 기본협약 발효 이후 지속적으로 체결된 8개의 의정서를 해당

협약 체제를 점차적으로 보완해왔다.124) 각각의 부속의정서는 직전의 의

정서상 법적 의무보다 더 강한 의무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이행과 준

수 확보 수단 또한 점차 정교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우선, 1984년 체결된 제네바 의정서125)는 EMEP의 국제적 비용 분담

방안에 대한 의정서이다. EMEP가 아황산가스(SO2),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NH3),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오염물질에 대한 자료 수집

과 이동에 대한 예측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기능할 것을 확인하고 있으

며,126)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하고 39개 국가별로 상이한 의무 비용분담율

을 결정하고 있다.127)

124) 물론, 기본협약을 체결한 51개 국가가 모든 의정서에 합의한 것은 아니고,

각기 자국 상황에 맞춰 일부 또는 전부의 구속력을 받고 있다.

125) The 1984 Geneva Protocol on Long-term Financing of the Cooperative

Programme for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the Long-range

Transmission of Air Pollutants in Europe.

126) Ibid, 전문.

127) Ibid,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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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채택된 헬싱키 의정서128)는 유황(sulphur) 배출의 규제를 구체

화하고 있다. 1980년을 기준으로 1993년까지 이황화탄소의 배출 및 월경

성 이동을 30%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129) 매년 배출량의 감축

을 위한 연구내용과 연간 배출량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30) 동

의정서 발효 이후 21개 당사국 모두가 이러한 목표 달성에 성공하였으며,

11개국은 30%를 넘어 60% 감축을 달성한 바 있다.131)

1988년 소피아 의정서132)는 질소산화물(NOx)의 감축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목표는 질소산화물(NOx)의 배출 또는 월경성 이동이 1994년

12월 31일까지 1987년 수준을 상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133) 특히, 당

사국들로 하여금 기존의 주요 고정 배출원에 대해 오염통제조치를 도입

하고, 신규 고정 및 이동 배출원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달성가능한 기

술에 기초하여 국가배출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134) 동 의정서에 대해

25개 당사국 가운데 19개 당사국이 목표를 달성하였다.135)

1991년 제네바 의정서136)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감축을 주 목

적으로 하고 있다. 당사국들은 다음 세 가지 감축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

여 의정서 서명시 이를 목표로 명시하도록 하였다; 첫째, 199년까지 휘발

128) The 1985 Helsinki Protocol on the Reduction of Sulphur Emissions or

Their Transboundary Fluxes by at least 30 percent.

129) Ibid, 제2조.

130) Ibid, 제4-6조.

131) 국회입법조사처,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LTP)”, 『지

표로 보는 이슈』, 제89호 (2017), p. 2.

132) Protocol to the 1979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Concerning the Control of Emissions of Nitrogen Oxides or

Their Transboundary Fluxes.

133) Ibid, 제2조 제1항.

134) Ibid, 제2조 제2, 3항.

135) 국회입법조사처, 위의 글, p. 3.

136) Protocol to the 1979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Concerning the Control of Emissions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or their Transboundary Flu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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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을 30% 저감하거나, 둘째, 대류권오존관리

(TOMA) 지역은 1999년까지 총 배출 수준이 1988년 수준을 상회하지 않

도록 하거나, 셋째, 1988년의 배출이 특정한 수준을 상회하지 않는다면,

1999년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이다.137)

1994년 오슬로 의정서138)는 유황 배출 저감을 규정한 1985년 헬싱키

의정서에서 더 나아가 2010년까지의 유황 배출상한을 설정하였다. 특히,

배출 저감을 위해 당사국들이 가장 효과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구하

면서 임계 부하량 및 최적기술 등 개념을 적용하였다.139) 또한, 비용효과

적 접근방안으로서 당사국들이 공동 이행 방안과 배출권한의 국제적 거

래 등 경제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140)

1998년 아르후스 의정서141)는 세 가지 중금속(카드뮴, 납, 수은)의 배출

을 1990년 수준 이하로 제한하도록 규정하였다.142) 이를 위해 산업 부문

(철강 및 비철 산업), 연소과정(전력 발전, 도로 수송), 폐기물 소각 등에

서의 중금속 배출 저감을 목표로 하였다. 동 의정서는 고정 배출원에 대

해 엄격한 배출 기준을 설정하고, 적용가능한 최적기술(Best Available

Technology, BAT)을 활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143) 1998년 채택된

또 다른 아르후스 의정서144)는 16가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에 대

한 배출 저감을 명시하면서, 역시 이러한 물질의 배출을 1990년 수준 이

하로 제한하도록 규정하였다.145)

137) Ibid, 제2조 2항.

138) Protocol to the 1979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on Furthur Reduction of Sulphur Emissions.

139) Ibid, 제6조.

140) Ibid, 제2조 제6, 7항.

141) 1998 Protocol on Heavy Metals, as amended on 13 December 2012.

142) Ibid, 제3조 제1항.

143) Ibid, 제3조 제2항.

144) The 1998 Protocol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Including the

Amendments Adopted by the Parties on 18 December 2009.

145) Ibid, 제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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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예테보리 의정서146)는 유황,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

물(VOCs), 암모니아(NH3)에 대한 배출상한(ceiling)을 설정하고, 2012년

개정을 통해 초미세먼지(PM2.5)까지 포함하여 2005년 대비 2020년까지의

배출상한을 설정하였다.147) 각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상한은 오염 영향

의 과학적 평가 및 저감 옵션에 기초한 협상을 통해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유황은 59%, 질소산화물(NOx)은 42%, 휘

발성유기화합물(VOCs)은 28%, 암모니아(NH3)는 6%, 초미세먼지(PM2.5)

는 22%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148)

CLRTAP는 부속의정서 체결을 통해 감축의 대상이 되는 대기오염물질

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왔고, 평가 및 모니터링 방법과 비용 분담 방식

등에 대한 합의 또한 발전시켜왔다. 또한, 협약과 부속서 체결 이후 유럽

지역에서 규제물질이 실질적으로 감소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다자간 대기질 관리에 효과적인 동시에 유일한 협약

이라는 점에서 꾸준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149) 실제로 협약 발효

이후 1990년 이래로 유럽지역에서 주요 배출물질이 40-80% 저감되었으며,

유황배출의 감소는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산성화물질의 침전이 기준치 이

하로 하회하게 되었고, 질소산화물의 배출 저감 노력을 통해 납 성분의 배

출도 1990년에서 2012년 기간에 약 80% 감소하였다.150)

146) 1999 Protocol to Abate Acidification, Eutrophication and Ground-lebel

Ozone to the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as amended on 4 May 2012.

147) Ibid, 제3조 제1-7항.

148) Ibid, 제3조 제11항 및 부록.

149) T. Gehring, Dynamic International Regimes: Institutions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Governance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1994);

UNECE, Towards Cleaner Air: Scientific Assessment Report 2016

(www.unece.org/fileadmin/DAM/env/lrtap/ExecutiveBody/35th_

session/CLRTAP_Scientific_Assessment_Report_-_Final_20-5-2016.pdf)

150) UNECE, Air Pollution: The Convention and its Achie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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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과 준수 체제

CLRTAP 체제의 이행과 준수 메커니즘은 수량화된 감축의무, 중앙

화된 모니터링 기구, 이행과 감시를 위한 기구, 비준수절차 및 사법적

분쟁해결절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1) 수량화된 감축의무

CLRTAP 협약 체제는 각 의정서별로 특정한 오염물질에 대해 수량

화된 감축 의무와 감축 시한을 두고 있어, 당사국들에 대해 법적 의무를

창설하고 있다. 1979년 기본협약이 체결된 이후, 총 8개의 부속의정서가

순차적으로 기안되고 합의되면서 각 의정서상 수량화된 감축 의무의

내용과 관련 문구 또한 보다 정교하고, 보다 엄격한 방향으로 꾸준히

진화해왔다.

기본협약 그 자체로는 체약국들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취한 모든

정책과 과학·조사활동, 기술적 조치들에 대해 정보를 교환한다는 일반적

인 내용의 의무를 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수량화된 감축의무를 규정하

고 있지 않다. 그에 비해, 1985년 헬싱키 의정서를 포함하여 추후 체결된

7개의 부속의정서는 각 의정서가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연

간 배출량과 그 산출근거를 집행기구(Executive Body, EB)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부속 의정서는 당사국들에 정확한 시한

(deadline)과 수치화된 목표를 포함한 구체적 감축 의무를 지우고 있다.

가령, 1985년 채택된 헬싱키 의정서는 유황의 연간 배출 또는 월경성

이동에 대해 1980년 대비 30%의 저감을 늦어도 1993년까지 이루도록 하

였다. 1988년 소피아 의정서는 당사국들에 질소산화물의 배출 또는 월경

성 이동의 감축을 늦어도 1994년 12월 31일까지 1987년 수준을 상회하지

않도록 하였다. 1998년 아르후스 의정서는 세 가지 중금속(카드뮴, 납,

수은)의 배출을 1990년 수준 이하로 제한할 것을 규정하였고, 1998년에

체택된 또다른 아르후스 의정서는 16가지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 77 -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에 대한 배출 저감을 명시하였다.

가장 최근에 채택된 1999년의 예테보리 의정서는 “각 당사국이 기술

적·경제적인 이유로 감축수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where a Party judges

certain limit values ... not to be technically and economically feasible),

직접 이에 대해 해명(shall report and justify)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

다.151) 이러한 규정은 각 당사국이 협정상의 목표 달성에 위배되는 국내

적 조치를 하기 전에 ‘해명 의무’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협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조

항은 국가들이 특정 규제 수준의 기술적·경제적 실행가능성(feasibility)

에 대해 “판단(judge)”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역(逆)으로 해석하면, 특정

규제 수준이 기술적·경제적으로 실행가능하다면 그것을 이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협약의 이행과 준수를 담보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장치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감축 목표를 이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보고

의무도 상세히 규정되고 있다. 각 의정서는 오염물질의 배출량과 산출근

거 외에 협약을 달성하기 위해 각 당사국이 취한 국내조치(national

programmes), 정책(policies)과 전략(strategies), 그리고 매년 달성한 성과

(progress)에 대해서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보고는

“가능한(as far as possible)” “통일된 보고양식(a uniform reporting

framework)”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1994년부터는 보고 주기가 “연간

(annually)”이 아니라, “집행기구가 정한 주기(on a periodic basis as

deteremined by the EB)”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보고 형식도

EMEP에서 요구하는 주기, 해상도(resolution), 도구(methodologies)에 따

라 행하도록 요구했다.

2) 중앙화된 모니터링

CLRTAP의 경우 협정이 체결되기 이전 협상단계에서부터 유럽내 대기

151) 1999년 의정서 제7조 제1항(a)(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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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물질이 장거리 이동한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관련국들간 합의를

통해 ‘대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협력

프로그램(EMEP)’이라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여 오염물질의 측정과 데이

터 수집 및 통합 모델링 기능을 수행해왔다.152) 기본협약 제9조는 EMEP

를 통한 상호비교 가능(comparable)하고, 표준화된(standardized) 정보수집

이 협약 목적 달성을 위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EMEP를 통한 모

니터링 네트워크를 점진적으로 확대시켜나가야 한다고 하고 있다.

국가별 상이한 측정 시스템과 모델링 기법에 의해 수집되고 있는 오염

물질 관련 정보를 지역 차원의 통일적인 기구에서 통합적으로 수집하는

과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CLRTAP의 체결

이전, 일부 반대국가를 포함한 유엔유럽경제이사회(UNECE) 회원국들은

보다 광범위하고 객관적이며, 모두가 공동으로 신뢰할만한 과학조사

결과의 수집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마련된

EMEP는 2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황산화물(SOx)의 양을 측

정하는 작업을 실시하였지만, 모든 당사국들의 합의를 반영하여 설립되

었다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현재

EMEP는 회원국들 내 200개 이상의 관측지점을 운영하면서 부속의정서

상 규제하고 있는 다양한 오염물질에 대한 자료를 직접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EMEP는 수십개의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지만,

하나의 표준화된 배출 목록(inventory)과 측정 방식으로 통합된 모델링

체계이기 때문에 통일되고 연결성 있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듯 중앙

화된 모니터링 활동은 배출원-수용지 관계(source-receptor relationship)

등 장거리 이동 월경성 오염의 복잡하고 어려운 인과관계 등에 대한 분석

을 현실화할 수 있다.153)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분석 결과에 높

152) EMEP는 1977년부터 1979년까지 2년 동안 24개국의 90개 이상 지점에서

강수의 산성도와 대기의 황산화물(SOx)의 양을 측정하는 작업을 실시했

고, 이러한 추가적인 확인 작업은 유럽 내 대기오염 물질이 장거리 이동한

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협정의 성공적인 체결에 크게 기여하였다;

UNECE, CLRTAP Assessment Report, p.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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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국들의 협약 이행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주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3) 이행감시기구

CLRTAP의 경우 협력 초기단계부터 협정 체결을 위한 초석을 닦았던

UNECE에서 협정의 이행을 감시·감독 및 평가하는 집행기구(EB)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154) 기본협약 제10조는 집행기구가 연례적으로

만나 협정의 이행상황을 검토해야 할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991년 의정서를 통해 당사국들은 협약의 준수 상황을 점검하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행위원회(Implementation Committee)의

설립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와 관련한 규정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

(Further Measures)”를 담은 제3조에 포함되었다. 제3조 제3항은 “당사국

153)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은 배출지역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

까지 이동하여 다른 지역의 대기 및 토양에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환

경피해와 관련한 구체적 인과관계 검증이 어려우며, 배출원-수용지 관계를

과학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다수의 측정소로부터 수집한 데이

터에 대한 모니터링과 모델링을 요한다. 이는 국가간의 데이터 모델링과

통합 측정 협력이 절실한 부분이지만, 주요한 오염배출국의 경우 관련 인

과관계가 정확하게 밝혀졌을 때 자국이 지게 될 도의적·금전적 책임에 대

해 우려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협조하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다.

[그림 1] CLRTAP의 조직도

154) 전반적인 조직 구성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www.unece.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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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협약의 준수를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설립해야 한다(the Parties

shall establish a mechanism for monitoring compliance with the present

Protocol)”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1994년 의정서에서는 제7조를 통해 이행위원회(Implementation

Committee)가 설립되었음을 명시하였으며, 동 이행위원회는 집행기구 회의

마다 당사국들을 상대로 협약의 준수 상황을 “보고할 의무(shall report to

the Parties)”와 이와 관련하여 필요시 “적절하게 권고할 권한(may make

such recommendations to them as it considers appropriate)”을 부여받았

다.155) 이렇게 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해서만 수시로 감독할 수 있는 이행위

원회를 설립한 것은 상당 수준 발전된 국제환경협약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으로, CLRTAP 협정 체제의 완전성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받는다.156)

이에 따라 CLRTAP의 이행위원회가 정기적으로 협약에 대한 준수상

황을 검토하고 이에 대해 보고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행위원회의 권한

이 어디까지인지는 명확하지 않다.157) 가령, 당사국의 협약 위반 상황이

의심될 경우 당사국의 동의 없이 사실확인을 할 수 있는가? 특정 주제

나 문제에 대해 주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가? 이러한 권한들에

대해 협약 또는 부속의정서는 아직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당사국들의

이행과 준수 과정에서 관련 문제들이 제기됨에 따라 구체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5) 1994년 의정서 제7조 제3항.

156) Tuomas Kuokkanen, “Practice of the Implementation Committee under the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Ulrich Beyerlin,

Peter-Tobias Stoll, Rüdiger Wolfrum eds., 위의 책, p. 41.

157) Xinyuan Dai, “Why Comply? The Domestic Constituency Mechan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9 (2005), pp.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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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후적 이행·준수 메커니즘

CLRTAP 체제는 당사국들의 협약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사후적 이

행·준수 메커니즘으로서 비준수절차와 사법적 분쟁해결절차에 대해 모두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사국의 협약 위반 상황에 대해 가능한 대응책

으로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비준수절차

우선, 협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위반국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보

다는 비준수의 원인을 밝혀내서 필요한 지원(assistance) 등을 통해 의무

준수를 촉진하거나 강화하는 것을 지향하는 취지의 비준수절차는 1994년

의정서 제7조에 반영되어 있다.

1994년 의정서 제7조 제2항은 “이행위원회의 보고 및 권고 내용에 따라

(Upon consideration of a report, and any recommendations, of the

Implementation Committee)”, 당사국들이 “위반국의 완전한 준수를 실현시

키기 위한 조치를 요청하거나 이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다(may decide

upon and call for action to bring about full compliance with the present

Protocol)”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이러한 조치에는 “일방 당사국

을 지원하는 조치가 포함된다(including measures to assist a Party’s

compliance with the Protocol)”고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정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의(大義)에서 협약 위반국

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조치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비준수절차의 도입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지원을 제공

하는 것은 위반국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많은 조치 중 하나라는 점도 밝히

고 있다. 이에 따라 어느 일방 또는 다수의 당사국이 협약을 위반하는 상

황이 발생했을 경우, 필요하다면 당사국들의 합의하에 보다 강제적인 준수

촉구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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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법적 분쟁해결절차

CLRTAP 체제의 분쟁해결절차는 기본협약부터 1999년 예테보리 의정서

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구체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기본협약은 국제환

경협약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협상(negotiation)’을 통한 평화적인

분쟁해결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158) 그러나 이러한 분쟁해결절차 관련

조항은 1994년 오슬로 의정서를 기점으로 훨씬 더 정교화되었다. 우선, 앞

서 언급한 평화적인 분쟁해결 의무 외에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제36조 2항과 유사한 강제적 재판관

할권에 대한 ‘선택조항(Optional Clause)’159)이 추가되었다. 또한, 분쟁이 제

기된 것을 기점으로 하여 정해진 시한 내에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조정위원회(Conciliation Committee)를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

되었다.

강제적 재판관할권에 대한 선택조항은 오슬로 의정서 제9조160) 제2항에

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당사국은 의정서를 비준(ratifying), 수락

(accepting), 승인(approving), 가입(acceding)하는 시점부터 언제든지(or at

any time thereafter)”, “서면으로(in a written instrument)” ICJ 또는 중재

재판부의 “강제적 재판관할권을 수락할 수 있다(may declare ... as

compulsory ipso facto and without agreement).” 이렇게 강제적 재판관할

158) “If a dispute arises between two or more Contracting Parties to the

present Convention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hey shall seek a solution by negotiation or by any other

method of dispute settlement acceptable to the parties to the dispute”;

1979년 협약 제13조, 1984년 의정서 제7조, 1985년 의정서 제8조, 1988년

의정서 제12조, 1991년 의정서 제12조.

159) ICJ 규정 제36조 제2항은 ICJ의 당사국들이 협약의 비준, 수락, 승인, 가입

이후 언제든지 동 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할 것을 선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이 이를 수락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 조항은 ‘선택 조항’이라고 불리며, ‘선택 조항’ 하 강제관할권을 수락한

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ICJ는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160) 1998년 의정서 II 제12조, 1999년 의정서 제11조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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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수락한 국가들 사이에서 의정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분쟁은 당사국들의 동의 없이도 ICJ 또는 별도의 중재재

판부에 회부될 수 있다.

아울러, 1994년 의정서 제9조 제5항에 따르면, 상기 절차에 따라 강제적

재판관할권을 수락한 국가들간의 분쟁이 아닐 경우, “분쟁이 존재한다는

통지 후 12개월내 해당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못한다면(if after

twelve months following notification ... the Parties concerned have not

been able to settle their dispute)”, 분쟁당사국 중 “일국의 동의만 있어도

(at the request of any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해당 분쟁이 조정

(conciliation) 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립되는 조정위원회

(conciliation commission)는 각 분쟁당사국이 같은 수의 위원을 임명하여

구성되며, 양국이 선출한 위원들이 합의하여 임명한 회장으로 구성된다. 이

조정위원회는 “분쟁에 대한 권고 조치를 내려야 하고(shall render a

recommendatory award)”, 분쟁 당사국들은 이를 “성실하게 고려해야 할

의무(shall consider in good faith)”를 가진다.

제 3 절 미국과 캐나다간의 대기질협약

1991년 체결된 ‘미-캐나다간 대기질 협약(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Canada on Air Quality)’ 역시 관리적 접근과 강제적 접근에 입각한 규정들

을 고루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CLRTAP 체제와 비교했을 때,

협약의 이행과 준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거나 강제하는 정도는 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개관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매우 드물게도 국경지대의 지리적 특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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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월경오염이 상대국에 대해 거의 대등한 비율로 발생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즉, 수질오염과 대기오염에 있어 뚜렷한 ‘상류수역

(upstream) 국가’ 또는 ‘풍하측(downwind)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

에 월경성 오염으로 인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양국에 대해 똑같이 존

재했다.161)

이러한 독특한 특성 때문인지, 미국과 캐나다간에는 1909년 국경 수질

협약(Boundary Waters Treaty), 1949년 Trail Smelter 중재사건 등 월경

성 수질 및 대기질 오염에 대처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협력이 일찍부터

유지되어 왔다.162) 또한, 이러한 협상과정에서는 양국 모두가 오염국이자

피해국의 입장에서 논의를 진척시킬 수 있었다.

1) 협약의 체결과정

1970년대에는 양국의 국경이 맞닿아 있는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산

성비 문제로 인한 책임 소재와 방지 대책을 두고 논쟁이 발생하였다. 즉,

캐나다의 동부와 동북부를 포함하는 북미 동부지역은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공업지역이며, 특히 오대호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아황산가스(SO2),

질소산화물(NOx)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발전소 및 공장이 밀집해 있

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이 국경을 넘어 이동함으로

써 양국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 것이다.

1978년, 미국과 캐나다간 월경오염의 문제와 관련하여 조사활동을 실

시해온 국제공동위원회(International Joint Commission, IJC)163)에서는

161) Noah D. Hall, “Transboundary Pollution: Harmonizing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 University of Michigan Journal of Law Reform, Vol. 40

(2007), p. 4.

162) 1909 Boundary Waters Treaty, 1949 Trail Smelter Arbitration, 1972

and 1978 Great lakes Water Quality Agreements, 1979 ECE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등.

163) 1909년 미-캐나다간 국경 수질 협약(Boundary Waters Treaty)을 계기로

설립된 국제공동위원회는 각국이 3명씩 임명한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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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호(Great Lakes) 지역 오염물질의 상당비율이 대기권으로부터 유래

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몬타나 및 미네소타 주 국경

지역에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제안을 한 상태였고, 이 발전소가 미네

소타 주의 환경에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한 미국 정부에서 양자대화를 요

청하게 된다. 미국의 우려를 반영한 양자대화의 결과물로서 미국과 캐나

다는 같은 해 10월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양자 연구·자문

그룹(Bilateral Research Consultation Group on Long-range Transport

of Air Pollutants)’을 설치하여, 관련 조사를 개시한다.

1979년 6월, 양자 연구·자문 그룹의 첫 번째 보고서는 북미지역의 상

당부분이 산성 침적에 취약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캐나다와

미국 정부는 ‘월경성 대기질 관련 공동 성명(Joint Statement on

Transboundary Air Quality)’을 통해 양국 모두 인체, 생태계와 재산 등

에 피해를 일으키는 특정 오염물질을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어 1980년 8월, 양국은 보다 형식적이고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담은

‘월경성 대기오염에 관한 의향각서(Memorandum of Intent)’를 조인한다.

이 의향각서를 통해 미국과 캐나다는 월경성 대기오염에 관한 양자 협약

을 “최대한 빨리” 체결할 것을 약속하고, 일단은 “월경성 대기오염에 대

응하기 위해 현 상태에서 이용 가능한 임시조치(interim actions)를 취할

것”에 합의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양자 협정 관련 협상을 맡을 공동

조정위원회(Joint Coordinating Committee)를 설치하여 1981년 6월 1일

이전에 양자 협정을 체결하기로 약속한다.

그러나 1980년 의향각서를 체결하고 10년이 지나도록 미국 레이건

정부의 비협조로 인해 양국은 양자 협정 관련 협상에서 괄목할만한 성

과를 내지 못했다.164) 레이건 정부가 이토록 감축을 꺼려했던 이유는 관

어 분기별로 만나 각국에서 요청하는 국경지대 오염문제와 관련하여 조사

활동을 한다.

164) 실제로 레이건 대통령의 1981년 취임 이후 미국 정부는 이전의 카터 정

권에 비해 환경 관련 문제에 낮은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관련 국제협력에

있어서도 “조치보다 조사(Research before Action)”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레이건 정부는 산성비 피해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확실하다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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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비용에 있었다. 당시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

는 월경성 대기오염 물질은 캐나다에 비해 상당히 많았고, 이러한 오염물

질을 발생시키는 산업군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책적

으로 수많은 비용이 들었다. 이렇게 미국에서 산성비 문제에 접근하는 데

복잡한 어려움이 발생했던 데는 미국 정계의 삼권분립 원칙, 로비단체의

영향력, 지역적 이해관계 등이 작용했다.

이러한 이유로 레이건 정부 및 당시 미국 의회에서는 국내적으로도 동

일한 입장 하에 여러 대기오염물질 관련 보다 엄격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려 하는 입장이었다. 이렇듯 시대와 역행하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과는

반대로, 캐나다는 1984년 아황산가스(SO2)를 7개의 동부 주에서 1994년

까지 1980년대 수준의 50%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국내 입법을 추진하고

있었고, 1985년에는 자동차 관련 오염물질의 배출 수준을 엄격화하기 위

한 조치 또한 발표했다.165)

산성비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자 1985년, 레이건 대통령은 결국 산성비 문

제 관련 캐나다와 협력하고 각국에서 선정된 두 명의 특사(Special Envoy)

를 통해 동 사안을 검토할 것에 합의한다. 이로부터 일년 후 특사들은 산성

비가 중대한 월경성 오염 문제라는 결론을 내리고, 미국 정부로 하여금 50

억 달러의 예산을 들여 산성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저공해 석탄 연소

기술(clean coal technology)을 발전시킨다는 약속을 하도록 요구한다. 이

에 대해 레이건 대통령은 의회에 50억 달러의 예산을 요청하는 것으로써

약속을 이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캐나다 정부는 이것이 부족한 조치라고 하

는 등 쌍방의 분쟁이 있었는데, 결국 레이건 정부는 1989년 부시 대통령이

겼으며, 비용이 많이 드는 감축 조치를 이행하기 전에 이와 관련하여 보다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여겼다. 이 시기의 미국 환경부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는 심지어 오염물질의 배출 수준을

종전보다 높이는 것조차 허용했을 정도이다; 협약의 체결과정 관련 더 자세

한 내용은 Jeffrey L. Roelofs, “United States-Canada Air Quality

Agreement: A Framework for Addressing Transboundary Air Pollution

Problems”,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26, Issue 2 (Spring

1993), pp. 439-444 참조.

165) Ibid, pp.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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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할 때까지 오염물질의 감축 관련 실질적인 조치를 이루지 못한다.

한편, 정권 교체 이후 1990년 발표된 미국의 대기오염 방지법(Clean Air

Act) 개정안은 결국 캐나다와의 양자 협정 체결을 위한 기초를 닦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 개정안의 부제 4(Title IV)는 석탄 화력

발전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산성 침적을 줄이기 위해 아황산가스(SO2) 배출

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2000년까지 아

황산가스(SO2) 배출을 연간 890만 톤으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1980년의 수

준과 비교했을 때 무려 1천만 톤이 줄어든 것이었다. 또한, 1990년 개정안

은 질소산화물(NOx)의 배출을 1980년 수준보다 2백만 톤 감축할 것을 제

안했다. 이러한 감축은 가솔린 동력식(gasoline-powered) 차량들에 대한

규제와 청정 연료(clean fuel)와 청정 연료 차량 도입 등의 조치를 통해

이루어질 계획이었다.

1990년 개정안에서 밝힌 조치들은 기존에 전문가들이 미국 정부에 권고

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가 개정안을 통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산성비 문제가 “자연자원, 생태계, 물질, 시계(視界),

공중보건에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이 “국제적인 중대

성(international significance)을 가진 문제점”이라고 인식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국내적으로 오염물질의 감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규정함으로써 미-캐나다간 양자 협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양국은 십여 년에 걸친 협상과정 끝에 1991년 마침내

‘미-캐나다간 대기질 협약(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Canada on Air

Quality)’을 체결할 수 있었다.

2) 협약의 내용

이 협약은 산성비의 주요 원인 물질이 되는 아황산가스(SO2)와 질소산

화물(NOx)의 배출을 줄이는 것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 2000년에는 국

경지대의 오존(O3) 물질의 점진적 감축에 합의하는 부속서(Annex)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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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미-캐나다 대기질협약은 형식상으로는 기본협약이지만, CLRTAP

와는 달리 기본적이고 추상적인 협력원칙 외에도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

저감을 위한 각 국가별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는 CLRTAP가

다자 협약이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협력 의무를 담은 기본협약을 통해 다

수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했던 것에 반해, 미-캐나다 대기질협약은 오

로지 양자간에 체결된 환경협약이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 협약의 경우에는 양국간 1909년 체결된 ‘국경 수질 협약

(Boundary Waters Treaty)’과 1949년 Trail Smelter 중재사건 등 월경

오염에 대처하기 위한 기존 협력이 대기질 부문으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

에 기본협약을 체결할 당시의 양국간 유사 이슈 관련 협력 수준이 이미 상

당히 발전되어 있었다.

미-캐나다 대기질 협약은 각국이 설정한 목표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

할(detailed) 뿐만 아니라,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과 조치의

도입에 대해서도 정확한 계획(programme)과 시한(deadline)을 포함하여 자

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행사항을 감시하는 위원회도 설치하고 있으

며, 주기적인 보고와 정보 교환을 통해 양국간의 의무 준수에 대한 확인

(verification)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양국이 초국경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유사한 수준의 평가, 통지 및

협의 프로세스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당대 선구적인 것으로 평가받았

다.166) 각국은 협약을 통해 자국 관할권 내 국경지대 활동으로 인해 중대

한 월경성 대기오염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

가를 시행하고, 해당 활동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초기 단계에 상대국에

게 해당 활동에 대해 반드시 통지해야 하며, 통지 후 상대 국가가 요청하

는 경우 환경피해 저감을 위해 협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한 정

보 공유 차원에서 양국은 1998년 이후 국경의 100km 내에 오염배출시설을

신설하고자 하는 허가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허가 과정의 신청서를 공유하

고 있다.167) 오염배출시설 관련 신청서를 공유 받아 본 상대국이 대기오염

166) Ibid, pp. 443.

167) 1998년 3월 6일부터 2018년 3월 1일까지 총 78개의 시설이 홈페이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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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양국은 협의를 통해 필요한 경우 대안

을 모색할 수 있다.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미국과 캐나다의 아황산가스(SO2)

배출량은 1990년 대비 각각 78%, 58% 감축되었다. 같은 해 양국 국경지

역에서의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은 2010년 대비 47%, 45% 감축되는 등 지

난 이십여년 간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온 것으로 평가된다.168) 또한, 2011

년부터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 연구를 지속하며 별도의 부속

서로 채택하고자 추진하고 있다.169)

2. 이행과 준수 체제

미-캐나다간 협약의 이행과 준수 체제는 수량화된 감축의무, 이행감

시기구, ‘제3자 의뢰’, 단계화된 사법적 분쟁해결절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1) 구체적인 감축의무

미-캐나다 대기질협약의 경우 1991년 체결된 기본협약과 2000년 협약

개정시 추가된 오존부속서를 통해 아황산가스(SO2), 질소산화물(NOx), 휘

발성유기화합물(VOCs)의 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특징은 협약의 본문에서

는 각 오염물질에 대한 감축 목표를 일반적으로 서술하고, 협약의 부록

(Appendix)을 통해 국가별로 감축 목표 및 수단에 대해 매우 자세하고 장

황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각국 국경지대 부근으로 ‘오염물

해 허가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US/Canada AQA Notification Table, EPA

Homepage (https://www.epa.gov/ttn/gei/uscadata.html).

168) U.S. EPA and Environment Canada, Air Quality Agreement Progress

Report (2014), p. 1, p. 34.

169) U.S. EPA and Environment Canada, Air Quality Agreement Report

(2012),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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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 관리구역(Pollution Emission Management Area, PEMA)’을 별도로

지정하여 이 지역에서만큼은 특별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대기질협약은 아황산가스(SO2)와 질소산화물(NOx)의 감축 목표에 대한

내용을 각 국가별로 부록(Annex)에 수록하고, 협약 본문을 통해서는 이러

한 국가별 구체 목표(specific objectives)가 지켜져야 한다는 대원칙만을

담았다. 부록에서는 미국은 아황산가스(SO2) 배출을 1980년 수준으로부터

연간 약 천만 톤을 감축하고, 2010년까지는 연간 890만 톤 배출 상한을 지

킬 것, 캐나다는 1994년까지 7개 동부 주에 대해 연간 230만 톤을 배출 상

한으로 설정하고, 이를 1999년까지 유지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듯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협약의 본문이 아닌 부록에 명시한 것은 미-캐나다

대기질 협약의 감축의무가 CLRTAP 협약 체제에 비해 덜 강제적이고, 해

당 부분의 법적 의무의 성격이 보다 약하다는 점을 시사한다.170)

또한, 이렇게 양국이 협정상의 대기질 목표나 대기오염물 배출 기준을

공동으로 수립하지 않고 국가별로 나누어 제시한 방법은 구체적인 시한

(deadline)과 목표 설정에 있어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내용을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반면, 각국이 자국의 환경법을 토대로 반

드시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작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국 법령 내 규

제 수준 이상의 상향된 목표를 수립할 유인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171)

실제로,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의 경우 1980년부터 대기질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도록 대기오염의 악영향

에 대해 “조치보다 조사(Research before Action)”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170) 이는 미국의 조약에 대한 국내적 비준절차가 까다로운 것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에 의해 체결된 조약을 상원이 거부하는 경우

들이 종종 발생한다; 정인섭, “조약의 당사국이 될 의사의 취소”, 「국제

법학회논총」 제55권 제3호 (2010), pp. 106. 또한, 미국의 경우 다자간환

경협약은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이 아니라 미국헌법 제2조에

의거한 조약들이기 때문에 상원(Senate)의 3분의 2가 당해조약을 비준

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박병도, “국제환경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

법과정에 관한 연구”, pp. 210.

171) 문진영·김은미·최은혜, 『국제사회의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대응사례와 시사

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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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지하며 교착상태를 야기해 왔다. 이러한 교착상태가 해소된 것은 결국

1990년 미국의 대기오염 방지법(Clean Air Act) 개정안으로 인해 아황산가

스(SO2)와 질소산화물(NOx) 배출에 대한 국내 규제정책이 마련되고 난

이후였다.172)

한편, 오존 부속서는 2004년부터 “PEMA 내 인위적으로 발생한 대상 오

염물질의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모두 제공(provide information on all

anthropogenic NOx and all anthropogenic and biogenic VOC emissions

within the PEMA)”173)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는 “미국과 캐

나다의 국경의 500킬로미터 내에 위치한 모든 측정장치(all relevant

monitors located within 500 km of the border)”174)의 일반 대기질

(ambient air quality) 관련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사

국들은 협약의 이행 과정이나 진척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협력의 범위 또한 부속서를 통해 확장하였다.

2) 이행감시기구

미-캐나다 대기질 협약 체제의 이행감시기구는 이행상황을 주기적으

로 점검할 목적으로 설립된 ‘대기질 위원회’와 협약 체결 이전부터 양

국간 월경성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던 ‘국제공동위원회’로 구성된다.

172) 1990년 개정안은 미국이 2000년까지 아황산가스(SO2) 배출을 연간 890만

톤으로 제한하고, 질소산화물(NOx)의 배출을 1980년 수준보다 2백만 톤

감축할 것을 규정한다. 이러한 감축은 가솔린 동력식(gasoline-powered)

차량들에 대한 규제와 청정 연료(clean fuel)와 청정 연료 차량 도입 등의

조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계획으로 하고 있다; Jeffrey L. Roelofs, 위의

글, pp. 440.

173) 오존부속서 Appendix Part V (A)

174) 오존부속서 Appendix Part V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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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질 위원회

미국과 캐나다는 기본협약을 통해 협약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

고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는 ‘대기질 위원회(Air Quality Committee)’를 설

치하고, 그 역할에 대해 명시했다.175) 대기질 위원회는 협약 발효 후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후 2년마다 성과보고서(progress report)를 발간해야 한

다.176) 이러한 성과 보고서는 협약에 규정된 일반적·구체적 목표들을 달성

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기질 위원회는 적어도 일

년에 한번 회의를 가져야 하며, 어느 일방 당사국의 요청만 있으면 그보다

더 자주 회합할 수 있다.177)

이렇듯 해당 위원회는 비록 명시적으로는 협약의 이행을 점검하고 검토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보고서를 발간하여 각국에 배포하는 것 외

에 별다른 권한을 갖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통상적인 의미의 이행감

시위원회보다는 실무그룹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국제공동위원회

한편, 미-캐나다 대기질 협약은 동 협약 체결 이전부터 미국과 캐나

다 양국 사이에 설립되어 각종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었던 국제공동위

원회(IJC)178)에도 협약의 이행과 감시 관련 일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

175) 협약 제8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각국에서 동일한 수의 대표위원을 선출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부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 제8조 제2, 3항.

176) 대기질 협약 제8조 제2항(a), (b).

177) 대기질 협약 제8조 제3항.

178) 1909년 미-캐나다간 국경 수질 협약(Boundary Waters Treaty)을 계기로

설립된 국제공동위원회는 각국이 3명씩 임명한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

어 분기별로 만나 각국에서 요청하는 국경지대 오염문제와 관련하여 조사

활동을 한다. IJC에 위임된 역할은 비교적 간단한 것으로, 양국의 월경성

대기 및 수질 사태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양국 정부가 질의하거나 질의하

지 않았어도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 조사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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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79) 협약 제9조 제1항은 IJC에게 대기질 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

와 관련하여 공청회 등을 통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부여

하고 있다. IJC는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요약서를 준비하여 각 당사

국에 제공해야 하며, 이를 각국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180) 이러한

IJC의 의견 수렴 기능은 각 당사국에 협약 이행 및 준수와 관련하여

‘소프트한’181) 수준의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절차적인 기

능이 아니라 당사국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협약 제9조 제2항은 각 당사국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다른 문제(such other joint references ...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와 관련하여 IJC에 의뢰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어떤 사안

(reference)이 있을 때 그것을 IJC에 제기할 ‘수 있다(may)’ 또는 제기 ‘하

여도 된다(can)’라는 식의 표현 대신에 제기 “해야 한다(shall)”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에 따라, 협약의 불이행 또는 불이행이 예상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IJC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중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182) 이는 달리 말하면, 협약에서

결과를 수시로 발표하는 것이었다; Jeffrey L. Roelofs, 위의 글, pp. 441

참조.

179) IJC는 성공적인 협약 체결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는

IJC의 연구보고서가 어떤 법률적 구속력도 가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양

국 정부의 환경사안 관련 주요 정책결정에 있어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IJC는 외교적인 성격의 기구가 아님에도 불

구하고 미국과 캐나다간 대기질 협약 협상 계기를 만들었으며,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일 때마다 이를 타파하는 데에도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었다;

미-캐나다 대기질 협상에 있어 IJC의 기여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Laura S. Henry, Jasper Kim, Dongho Lee, 위의 글, p. 3-12 참조.

180) 대기질 협약 제9조 제1항(b), (c).

181) IJC의 의견 수렴 및 배포 기능은 당사국이 협약을 잘 이행하고 있지 않

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제3자의 의견을 배포할 뿐이지 강제적인 영

향력은 없다는 측면에서 ‘소프트한’이라는 표현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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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비준수절차는 없지만, 그러한 절차가 필요한 상

황이 발생했을 때 당사국들은 IJC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것이다.

3) 사후적 이행·준수 메커니즘

대기질 협약과 오존 부속서는 체약국의 의무 위반이 발생했을 때의

여러 상황에 대비하여 비교적으로 상세하게 사후적 이행·준수 메커니

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 ‘제3자 의뢰’

우선, 협약 제12조는 미국과 캐나다 양국간 심각한 월경성 대기오염

을 유발하고 있거나, 그럴 것으로 보이는 행위, 조치, 계획 등에 대한

문제가 양국간의 협의(consultations)를 통해서도 해결이 안 되었을 경우

“적당한 제3자에게 이 문제를 의뢰해야(shall refer the matter to an

appropriate third party)” 할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제12조가 원용될 수 있는 상황은 매우 한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제12조는 일단 이와 같은 상황을 “양국간 심각한 월경성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있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causing or would be

likely to cause significant transboundary air pollution)” 행위, 조치,

계획 등”으로 한정짓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한 문제가 제11조에 따른

양국간 협의를 통해서도 해결이 안되었을 경우여야 하고, 분쟁해결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13조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협약의 이행과 준수에 대한 사후적 수단으로서

182) 실제로, IJC는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기질 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그러한 의견을 정리하여 공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타 협약체의 이행감시기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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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의뢰’ 또는 ‘중개(仲介)’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협약 전반

의 이행 및 준수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그중에서도 심각한 월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특수한 사안에 대해 이러한 가능성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사법적 분쟁해결절차

미-캐나다 대기질 협약은 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를 양국간의 협상(negotiations)을 통해 해결

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

에 대해서도 비교적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우선, 협약의 제13조 제1항은 “어느 일국의 분쟁에 대한 협상 요청이

있고나서부터 90일 이내에 협상이 개시되어야 한다(in any event not

later than ninety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quest for

negotiation)”는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상적인 분쟁해결조항

이 관련 분쟁의 범위를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으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에 제13조 제1항은 “협약의 해석과 이행에 대한 분쟁(if ... a

dispute remains ... over the interpretation 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이라고 하고 있어,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동 조항을 원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제2항은 이러한 방식으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각

당사국은 “IJC로 해당 분쟁을 회부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shall

consider whether to submit that dispute to the IJC)”고 규정하고 있

다. 만약 이러한 고려 끝에도 당사국들이 분쟁해결 방식에 대해 합의

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분쟁을 양국간 합의한 별도의 분쟁해결 기관

으로 회부해야(shall ... submit the dispute to another agreed form of

dispute resolution)” 하며, 이는 “어느 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의해서도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이루어질 수 있다. 제13조 제2항은

협약체에서 IJC에 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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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한 해결에도 합의하지 못하였을 경우

에는 제3의 분쟁해결 기관에 회부할 수 있도록 보충적인 분쟁 해결의

여지를 마련해둔 것으로 보인다.

상기와 같은 분쟁해결절차 규정은 당사국들이 상황에 따라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해결 방식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일단 의의가 있다.

또한, 어느 한 가지의 방식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였을 경우 정해진

시한 내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 단계적인

절차를 협약 규정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협약 전반을 통틀어 보았

으 때, 미-캐나다 대기질 협약의 경우 분쟁사안의 성질과 내용에 따

라 제11조상의 ‘양국간 협의’ 의무, 제12조상의 ‘제3자 의뢰’ 의무와 제

13조상의 ‘분쟁해결’ 의무 등 다양한 사후적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

다. 이는 사후적 이행과 준수 확보 수단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국제환경협약과 달리, 당사국들에 폭넓은 사후적 분쟁해결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 4 절 평가

유럽과 미주의 사례를 보았을 때, 월경오염에 대한 국제환경협약의 이

행과 준수 체제에 강제적 접근이 반영되었을 때 보다 효과적인 목적 달

성이 있을 수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체제의 내실화와 사후적 이

행·준수 메커니즘의 효과의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1. 이행체제 내실화의 방안

유럽의 CLRTAP와 미-캐나다 대기질 협약은 기본협약 체결 이후에도 후

속적인 부속의정서의 체결로 점차 그 이행체제가 발전되어오는 모습을 보였

다. 여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주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구

체적이고 명확한 감축의무와 ‘진전원칙’, 그리고 효과적인 이행감시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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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이고 명확한 감축의무

앞서 살펴본 두 개의 협약 체제는 모두 구체적이고 명확한 감축의무를

가지고 보다 결과 지향적인 관점에서 월경오염 사안의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유럽의 CLRTAP는 각 의정서별로 특정한 오염물질에 대해 수량화

된 감축 의무를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한도 설정하고 있다. 각 의정서

상의 감축 의무와 관련한 내용과 문구 또한 보다 엄격하고, 정교한 방향으

로 꾸준히 진화해왔다. 가령, 가장 최근에 채택된 1999년 예테보리 의정서

는 유황,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암모니아(NH3), 초

미세먼지(PM2.5)에 대한 배출상한(ceiling)을 설정하고 있다. 아울러, 각국

의 관련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취합하는 과정에서도 주기, 해상도, 도구에

따른 가급적 통일된 보고양식을 갖추고, 그 산출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간 감축결과 비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 등

을 줄이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캐나다 대기질 협약 체제 역시 기본협약과 오존부속서를 통해 아

황산가스(SO2),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배출을 규제

하고 있다. 특징은 협약의 본문에서는 각 오염물질에 대한 감축 목표를 일

반적으로 서술하고, 협약의 부록(Appendix)을 통해 국가별로 감축 목표 및

수단에 대해 매우 자세하고 장황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국이 협

정상의 대기질 목표나 대기오염물 배출 기준을 공동으로 수립하지 않고

국가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 만큼, 각 국가의 상황에 맞춘 시한

(deadline)과 구체화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뚜렷한 목표 설정은 각국이 협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시계열적인 비교를 가능케 한다. 또한, 협약의 목표 달성

에 대한 시한 설정은 각 체약국이 이행 정도를 검토할 수 있는 계기와

시점을 제공하므로 향후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수립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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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전원칙’

앞서 살펴본 두 개의 협약 체제는 협약의 성과를 검토할 때, 기존에

도입된 규제 수준의 충분성을 평가하고, 추가적인 감축의 가능성에 대해

필히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183) 이는 파리협정에서 당사국들의 감축

목표가 “현재 기여 수준보다의 진전(progression beyond the current

undertaking of that Party)”184)을 이루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과 성격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진전 원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185)

CLRTAP 체제의 1994년 오슬로 의정서는 각국이 집행기구 회기를 통해

해당 의정서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어떤 성과(progress)를 이루었

는지에 대해 검토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무 수준이 충분한지

(adequacy)”186)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998년 아르후스

의정서는 이보다 좀 더 나아가 각 당사국이 의정서상의 의무 수준이 “충분

하고 효과적인지 검토하고(review the su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obligations)”187), 의정서상 감축목표를 이루었다면 “추가적인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evaluate whether additional

emission reductions beyond the levels required by this Protocol are

warranted)”188)에 대해서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 당사국은

183) 이는 절차적 의무임과 동시에 관리적 접근에서 이야기하는 검토 의무

이상의 의무를 창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제적 접근 또는 관리적 접근

중 하나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184) 제20차 당사국총회 결정문(Lima Call for Climate Action) 제10항이며, 파

리협정 제4조 제3항(“Each Party’s successiv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will represent a progression beyond the Party’s then

current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and reflect its highest

possible ambition ...”)에 반영되어 있다.

185) 이상윤·최도현, “신기후체제 설계의 특징과 신기후체제에서 차별화 적용 방

안”, 「환경정책연구」 제14권 제3호 (2015), pp. 104.

186) 1994년 의정서 제8조 제2항(a)(ii).

187) 1998년 의정서 II 제10조 제3항.

188) Ibid, 제10조 제3항(b)(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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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구에서 실행한 검토내용과 그 결론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이행계획

을 수립할지의 여부도 검토(shall consider ... developing a workplan on

further steps)”해야 한다.

1999년 의정서 제10조 제2항의 경우, 각 당사국은 집행기구 회기에서 “해

당 의정서상의 의무가 충분한지의 여부를 검토(keep under review ... the

adequacy of the obligations and the progress made)”해야 하며, 집행기구

의 두 번째 회기 이전에 “암모니아 배출에 대한 규제 수준을 평가하고, 이

를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 고려해야(shall evaluate ammonia control

measures and consider the need to revise annex IX)”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는 명확한 시한을 두고 당사국들이 미래 지향적인 합의를 이룰 것을

강하게 요청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인다. 법적 의무 차원에서는 필요성을 고

려한 후 규제 수준을 개정할지 안 할지의 여부는 결국 당사국들의 결정에

맡겨놓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조항은 매우 효과적으로 당

사국들에 대해 실질적인 개정 의무를 창설할 것으로 보인다.

미-캐나다 대기질 협약의 오존 부속서 역시 이러한 조항을 담고 있다.

오존 부속서는 부록을 통해 양국이 2004년까지 “추가적인 감축을 위해 협

상을 할 목적으로(with a view to negotiating further reductions)” 협약

이행 성과에 대해 평가(assess)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189) 해당 조항 역시

협약 본문이 아닌 부록에서 규정하고 있어 본문에 규정된 것보다는 상대

적으로 약한 중요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CLRTAP의 아르후스

의정서처럼 추가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할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등

의 구체적 표현을 쓰지 않았다. 오히려 “…할 목적으로(with a view to)”

와 같이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은

협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당사국들이 기존의 목표를 달성할 것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감축을 위한 협상을 항시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확히 하였고, 이와 같은 결정의 시점 또한 2004년으로 특정하였다.

이러한 조항은 협약의 이행 이후 더 높은 목표를 세울 가능성에 대해 양

국이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189) 오존부속서 Appendix Part VI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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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의 깊이를 자연스럽게 더해갈 수 있는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3) 중립적이고 독자적인 이행감시기구

이에 더불어, 유럽과 미주의 협약 체제는 당사국총회와는 별도의 이

행위원회를 통해 협약의 이행을 감시·감독하고 있다.

CLRTAP의 경우, 1991년 의정서를 통해 협약의 준수 상황을 점검하

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행위원회(Implementation

Committee)의 설립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는 1994년 의정서에서 설립되

었다. 이행위원회는 집행기구 회의마다 당사국들을 상대로 협약의 준수 상

황을 보고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권고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물론, 당사국들의 이행상황을 감시·감독하는 데 있어 동 이행위원회가 행

사할 수 있는 권한이 당사국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사실확인, 조사 등까

지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오로지 협약상황

의 이행만을 감시·감독하는 별도의 이행기구를 설립한 것은 해당 기구가

정치적·외교적 결정으로부터 독립된 평가를 내릴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또한, 중앙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기반으로 신뢰성 있는 국

제기구에서 오염물질 관련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이

역시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캐나다 대기질 협약 체제의 경우, 협약의 이행상황을 감시하는 기

구로 보고서 발간 목적의 ‘대기질 위원회’와 양국간 월경성 환경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국제공동위원회(IJC)’를 모두 두

고 있다. 특히, 대기질 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공청회 등

을 통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IJC의 기능은 각 당사국에 협약 이

행 및 준수와 관련하여 일정 수준의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히 절차적인 기능이 아니라 당사국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감축의무, 그리고 이를 주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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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 원칙’과 더불어서 효과적인 이행감시기구의 작동은 유럽과 미주

의 협약 체제가 지속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거듭해오는 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협약의 당사국들은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들을 통해 항시 더 높은 수준의 합의로 나아가고, 관련

이행체제를 지속적으로 내실화시킬 유인과 계기를 제공받는다고 할 수

있다.

2. 단계화된 분쟁해결절차

앞서 언급한 관리적 접근의 사례에서 협약의 효과적 이행과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사후적 메커니즘이 사실상 결여되었던 것과는 달리, 강

제적 접근을 반영하고 있는 유럽과 미주의 협약 체제는 사법적 분쟁해

결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각기 다른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있지

만, 매우 구체적이고 단계화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CLRTAP 체제는 1994년 오슬로 의정서를 기점으로 협의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분쟁해결 의무 외에도 강제적 재판관할권과 조정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있다. 강제적 재판관할권과 관련하여 당사국들

은 의정서를 비준, 수락, 승인, 가입하는 시점부터 언제든지 이에 대해

수락할 수 있다. 또한, 강제적 재판관할권을 수락한 국가들간 분쟁이 아

닐 경우에는 분쟁이 12개월 내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못했을 경우 해당

분쟁을 조정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해당 조정위원회에서 내린 권고

조치는 분쟁 당사국들에 의해 성실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

상의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미-캐나다 대기질 협약 체제의 경우에도 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

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기본적으로 이를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식의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여러

경우에 대해 단계화된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어느 일국의 분쟁에

대한 협상 요청이 있고부터 90일 이내에 협상이 개시되어야 한다. 다음

으로, 협상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분쟁당사국들은 IJC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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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쟁을 회부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고려 끝에도 당

사국들이 분쟁해결 방식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분쟁을 야

국간 합의한 별도의 분쟁해결 기관으로 회부해야 한다.

상기와 같이 구체적이고 단계화된 분쟁해결절차 규정은 당사국들이

상황에 따라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해결 방식을 제시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어느 한 가지의 방식이 분쟁을 해결하지 못

하였을 경우 정해진 시한 내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어 분쟁해결의 공백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월경오염에 대한 국제환경협약의 문제해결 지향적 특성을 감안하였

을 때, 포괄적인 분쟁해결절차의 규정은 그것이 얼마나 강제적이냐의

문제를 넘어서 그 존재 자체로 협약 목적에 충실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월경오염의 책임(liability)을 명확히 하는 문제는 오염국의 반대로 인해

쉽지 않겠지만, 법 규범 위반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공백

없이 구제수단을 마련한다는 것은 만약의 경우에 발생했을 분쟁의

해결에 대한 기대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가들은 월경오염 사안에 있어서는 전통

적인 주권과 국익 보호에 대해 비교적 강한 고려를 갖고 있었다. 국

가들은 이러한 이유로 자국 주권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국제적인 사

법적 심판대에 오르기 꺼려할 것이기 때문에, 분쟁해결절차로 회부

되지 않기 위해 협약을 최대한 준수하려는 유인을 가질 것이다. 이

러한 측면에서 사법적 분쟁해결절차의 유효성은 국가들의 행위에 대

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3. 강제적 접근의 이점과 한계

유럽의 CLRTAP와 미-캐나다 대기질 협약 체제는 국제의무와 이행과

준수에 대한 두 가지 모델 중에서도 강제적 접근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특성은 각 협약체제가 명확한 감축의무의 법제

화, 독자적인 이행감시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사후적 이행·준수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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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왔다는 점에서 드러났다. 그렇다면 이러한 강제

적 접근이 월경오염에 대한 국제환경협약에 반영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었는가?

첫째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감축의무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해야 할

시한의 설정, ‘진전원칙’, 그리고 효과적인 이행감시기구의 확립은 각 협

약의 이행체제가 점차적으로 내실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었다.

수량화된 감축의무는 협약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협약 성과

에 대한 시계열적인 비교를 가능케 하였으며, ‘진전원칙’은 협약의 당사

국들에 기존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넘어서 미래지향적인 합의를 도출

해야 할 간접적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가 각국간

정치적 이해관계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이행감시기구에 의해 주기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장치들간의 상호작용으로써 당사국들은

협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의 발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단계화된 사법적 분쟁해결절차가 만약의 분쟁 발생시 이에

대한 해결의 기대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월경오염 사안에서 각국이 특히

주권과 국익에 대해 강한 고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이러한 분쟁해결 조항은 그 자체로 국가들에게 협약을 최대한 준수하

려는 유인을 준다. 이는 국가들간 사전적으로 분쟁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협약의 목적 달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상기 이점들에 덧붙여, 강제적 접근은 유럽과 미주에서 각기 체결한

국제환경협약의 이행체제 발전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보다 유용한 관

점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강제적 접근 모델은 협력의 깊이가 깊

어질수록 더 강한 처벌기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전개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은 유럽과 미주의 사례에서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의

CLRTAP는 8개의 의정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협력을 강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띠는 조약상 의무가 더 구체화되었으며, 비준

수절차와 사법적 분쟁해결절차의 측면에서 강제적 기제가 더욱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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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측면에 비추어봤을 때, 강제적 접근은 관리적 접근보다도 월경

오염 협약의 이행과 준수를 확보하고 그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보다 유용한 관점과 수단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강제적 접근의 가장 큰 한계점은 현실적으로 국가간 환경협력의

초기단계에서 이러한 접근을 도입하고, 관련 조항을 구현시키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만약 오염국의 참여가 확실하게 보장되기 이전인 협력의 초창기에

강제적 이행·준수 확보 수단을 협약에 포함시킨다면, 협약의 체결이라는

진입장벽을 영영 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오염국은 월경오염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자국에 대해 발생할 재

정적·행정적 부담을 우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강제적 접근 모델의 타당

성과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협력의 초창기부터 이를 지나치게 강조했을

경우 오히려 오염국과 피해국간 향후 협력의 잠재력조차 상당히 저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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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단계적 접근법의 제안

제4장에서는 강제적 접근을 월경오염에 대한 국제환경협약에 적용하

였을 때 효과적으로 이행과 준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다. 우선,

강제적 접근 방식은 협약의 이행체제 내실화를 이룰 수 있는 장치를 효과

적으로 마련하고 있었다. 또한, 단계화된 분쟁해결절차의 규정을 통해 협약

위반 상황에 있어서도 피해국의 사후구제에 대한 기대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유일한 한계점은 이러한 접근이 바람직하지만, 오염국의 반대로 인

해 협약에 반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었다. 특히, 국가간 환경협

력의 초창기에 강제적 접근을 반영하는 것은 오염국의 협약체제에 대한

참여 자체를 좌절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낳는다.

이에 입각하여 본 장에서는 월경오염에 대한 국제환경협약의 경우

효과적인 이행과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협력의 수준에 다른 시계열(時系

列)적, 단계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협력의 초창기, 발전기, 원

숙기별로 각 단계에서 효과적인 이행과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접근법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대표적인 월경오염 사안인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에도 적용해 보겠다.

제 1 절 이행과 준수 확보를 위한 단계적 접근법

월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초창기에는 무엇보다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 내로 오염국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된다.

따라서 대개의 월경오염 관련 국제환경협약은 협약의 기본 정신과 목적

만을 담은 기본협약(framework agreement)의 형태로 체결되어, 후속 의

정서를 통해 합의를 구체화시키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처음부터 지나치

게 엄격한 의무를 규정하여 오염국의 협약 비준이 심각하게 지연되거나,

오염국의 협약 참여 자체를 확보하지 못하게 될 경우 월경오염 관련 국

제환경협약은 비효과적인 것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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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협력의 수준에 따른 단계적 접근법

구분 협력의 초창기 협력의 발전기 협력의 원숙기

비중 관리적 접근 관리적 > 강제적 관리적 < 강제적

이행과
준수 

체제의 
특징

ü 오염국에 대한 

긍정적 인센티브

ü 협약의 체결

ü 자발적 보고, 평가

ü 평화적인 

분쟁해결제도

ü 일반적 감축의무

ü 보고, 평가, 검토

ü 이행위원회

ü 지역기구의 활용

ü ‘진전 원칙’

ü 비준수절차

ü 단계적 분쟁해결제도

ü 수량화된 감축의무

ü 이행위원회의 권한 

강화

ü 제재와 대응조치

ü 강제적 

분쟁해결제도

예시
연무협정(2002),

CLRTAP 기본협약

미-캐 대기질협약(1991)

CLRTAP 체제

(1994년 이전)

CLRTAP 오슬로(1994), 

아르후스(1998), 

예테보리(1999) 의정서

[표 1] 협력의 수준에 따른 단계적 접근법

따라서 본 절에서 제안하는 단계적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협력 초기에

는 관리적 접근 모델을 적용하여 오염국의 법적 합의에 대한 참여를 확

보하고, 협력이 심화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강제적 접근 모델에 기반한

이행·준수 확보 수단을 늘여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도식화해

보자면, 다음 그림 2 또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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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창기: 오염국의 참여 확보

월경오염 문제의 경우 오염국이 피해국보다 주권상실 비용을 크게 인식할

것이며, 관련 협약을 체결했을 때 자국에 대해 발생할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우려하기 때문에 관련 협약 체결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월경오염 사안의 과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오염국에 대해 국제관습

법상의 국가책임을 추궁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오염

국과 피해국간의 분쟁은 끝없는 상호공방 속에서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앞선 분석에서는 국제환경협약의 이행과 준수 확보를 위해 궁극적으로

강제적 접근에 입각한 규정을 두루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오염국의 참여가 확실하게 보장되기 이전인 협력의 초창기에 강제

적 이행·준수 확보 수단을 협약에 포함시킨다면, 협약의 체결이라는 진입

장벽을 영영 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오염국과 피해국간의

상호대립적인 구도를 야기하여 향후 관련 이슈에 대한 협력의 잠재력

조차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월경오염 관련 협력의 초창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문제에

대한 오염국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월경오염 사안과 관련

하여, 국가들은 전통적인 주권과 국익을 강하게 고려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국제법적인 기제로서 이를

설명한다면, 오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조항의 수립을 통해 해당 월경

오염 사안에 대한 오염국의 참여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조항에는 관련

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비용의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설비 지원, 관련 기술 이전을 위한 전문 인력의 연수 기회 제공 등

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국제환경법상 ‘오염자 부담의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 PPP)’과는 정반대의 관점을 시사하고 있다. ‘오염자 부담 원칙’은

오염자가 환경오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

으며, 스톡홀름 선언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으로도 인

정되고 있다. 그러나 월경오염의 사안과 같이 협력을 강화할 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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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국과 피해국간 비대칭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오염을 개선시킬 비용

까지도 오염국에 전적으로 부담시켜버린다면 협력이 진전되기 어렵다.

여기서 월경오염 사안의 경우 국제관습법에 기반한 사법적 해결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점 또한 상기해야 한다.

결국 월경오염 사안의 해결을 위한 거의 유일한 창구는 국제환경협

약의 체결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체제 내에서 오염국의 참여가

확보되면, 반복적인 협력의 과정과 장기간의 상호작용으로써 제도와

규범이 자리 잡게 되면서 강제적 접근의 실현 가능성 또한 점차 증가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월경오염 사안에 대한 국제환경협약의 경우, 오염국이 협약

체제에 보다 긍정적인 유인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공동 과학

조사나 인력의 교류, 기술의 지원 등 기초적인 협력을 규정하는 기본

협약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느슨한 법적 의무를 규정하는 기본

협약은 각국이 조약에 참여함으로써 잃게 되는 주권비용을 줄여주고, 협

약의 기본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개별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다.190) 핵심은

오염국으로 하여금 국제협약 가입을 통해 국제적으로 도덕석 당위성

을 가지고, 국내적으로도 효과적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환경 관

련 신기술 공유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유럽의 1979년 CLRTAP 기본협약과 동남아 연무협정은 월경오염 관

련 협력의 초창기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예시이다. 우선, CLRTAP 기본

협약은 대기오염 저감에 대한 국제협력의 원칙을 제시하고 연구 및 정책

에 대한 제도(institution)를 설립하였다. 기본협약은 당사국들로 하여금

장거리이동 대기오염을 포함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제한하고, 가능한 점

진적으로 대기오염의 감소 및 예방을 노력해야 한다(“shall endeavour”)

고 명시하고 있지만, 특정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즉각적인 저감을 요구

하지는 않았다. 동남아 연무협정 역시 화재가 발생한 국가에 대해 ‘아세

190) 박병도, “국제환경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pp.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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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센터’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191) 또한, 당사국

들이 자발적으로 자국의 이행상황을 보고하고, 제3의 기구가 한정적인

평가 및 검토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발전기: 이행체제의 내실화

오염국의 참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규범과 제도를 통한 협력의

경험이 심화되었을 때, 협력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당사국들 간의

공동인식은 점차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유럽의

CLRTAP의 경우, 1979년에 체결된 기본협약에서는 대기오염 물질의 수

량화된 감축 의무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가 협력을 위한 제도적인 틀이

갖춰진 이후 1985년 헬싱키 의정서를 통해 최초로 이황화탄소 감축을

위한 수량화된 목표를 규정하였다.

미-캐나다 대기질 협약의 경우에는 양국간 1909년 체결된 ‘국경 수질

협약(Boundary Waters Treaty)’과 1949년 Trail Smelter 중재사건 등 월

경오염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이 대기질 부문으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본협약을 체결할 당시의 양국간 협력 수준이 이미 초창기를 넘어선

발전기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이에 따라 1991년 양국

간 체결된 기본협약도 그 내용 면에서는 수량화된 감축의무와 효과적인

이행과 준수 확보 수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발전기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가령, 대기질 협약은 ‘일반적 대기질 목표(general air

quality objectives)’와 ‘구체적 대기질 목표(specific air quality

objectives)’을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다.

191) 연무협정 제12조. 한편, 제12조 제2항은 이러한 지원이 오로지 해당 국가의

요청에 의해 그리고 동의하는 선에서만 제공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 ‘아세안 센터’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5조는 화재가 발생한 국가

의 행정력이 화재 진압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작용하고 난 다음에서야 아

세안 센터가 이에 개입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화재 진압 과

정에 있어 주권이 침해될 가능성에 대한 당사국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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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반적으로 월경오염 관련 기본협약에 보다 발전된 형태의

이행과 준수 확보 수단이 확립되지 않는다면 오염국이 협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심각한 월경오염을 야기하여도 피해국이 속수무책(束手無策)

의 상황에 직면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따라서 월경오염에 대해 규

율하는 기본협약으로부터 보다 발전된 이행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

은 필수적이다. 협력의 발전기에서는 이러한 이행체제의 내실화가 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앞서 제4장에서 살펴본

세 가지 장치를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구체적이고 명확한 감축의무의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뚜렷한

목표의 설정은 각국이 협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

와 시계열적인 비교를 가능케 한다. 또한, 협약의 목표 달성에 대한 정

확한 시한 설정은 각 체약국이 이행 정도를 검토할 수 있는 계기와 시

점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수립할 수 있게 한다.

둘째, CLRTAP의 1994년 오슬로 의정서와 미-캐나다 대기질 협약의

오존부속서상의 ‘진전원칙’과 같이 협력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제도적으

로 의무화하는 것이다. 즉, 협약의 성과를 검토할 때, 기존에 도입된 규

제 수준의 충분성을 평가하고, 추가적인 감축의 가능성에 대해 필히 평

가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담아야 한다. 이러한 조항은 협약의 이행 이후

보다 높은 목표를 세울 가능성에 대해 양국이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법

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향후 관련 협력의 깊이를 자연스럽게 더해갈 수

있는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월경오염 관련 협약의 이행상황이 정치·외교적 합의와는 독

립적인 장(場)에서 평가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이행감시기구를 수립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외교적 사안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적 국제기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192) 유럽의

192) 국제적으로 보편타당성을 가지고, 국제환경사안에 대한 조정 경험 등이 축

적된 UNEP와 같은 국제기구를 고려해볼 수도 있겠으나, 월경오염 관련

사안의 경우 그 영향권에 있는 국가들의 지역적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

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해결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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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RTAP는 유엔유럽경제이사회(UNECE), 미국과 캐나다는 양국간 환

경협력의 중개기구로서 기능해온 국제공동위원회(IJC), 동남아는 당사

국총회(COP)를 통해 각각 협약의 이행을 감시해왔다. 이중 동남아의

경우, 여러 정치·외교적 이해관계의 영향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당사국

총회를 통해 협정의 이행을 감시·감독함으로써 현실적으로 해당 월경

오염 사안의 신속하고 독자적인 해결을 담보하지 못해왔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는 당사국총회가 정치·외교적 사안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중

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합의체제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3. 원숙기: 사후적 이행·준수 메커니즘의 강화

월경오염 관련 협력의 원숙기에 이르면, 반복적인 협력의 과정과 장

기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타국의 무임승차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불식

되고, 상호협력과 제도의 유효성이 입증되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수준

의 발전이 가능한 이유는 협력의 시간 기한이 늘어나고, 반복적인 상호

작용의 계기가 늘어남에 따라 당사국들은 협조적인 국가들에게 상을 내

리고, 그렇지 못한 국가들은 제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193)

이렇게 협력이 심화된 상태에서 강제적 이행 및 준수 확보 수단의 유효

성과 정당성은 동시에 높아지고, 그 필요성 또한 커지게 될 것이다. 우선,

그간의 규범의 실행과 협력을 통한 신뢰성이 확보되면서 협약 체제의 유

효성과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이 가능하다. 아울러, 이미 국가들간 협력의

수준이 깊어지기 때문에 보다 엄정하게 이행과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

단이 동원되어야 한다. 이는 강제적 접근 모델의 대표주자인 다운스

(Downs)가 주장하였듯이 협력의 깊이가 생길수록 개별 국가들이 이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커질 것이므로, 더욱 강한 처벌기제가 작동해야

193) David G. Victor, “Enforcing International Law: Implications for an

Effective Global Warming Regime”, Duke Environmental Law &

Policy Forum, Vol. 10 (1999), pp.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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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명제와도 부합한다.

따라서 협력의 원숙기에는 월경오염 또는 규제물질 배출에 대한 엄

격한 책임(liability)의 채택과 귀속을 통해 효과적인 사법적 분쟁해결

기구를 확립하고, 협약 위반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확실한 구제

수단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월경오염 사안에 대한 사법적 해결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은 결국 관련 국가책임법 지침의 현실화194) 또는

국제환경기구의 권한 강화195) 등 거시적인 국제적 차원의 노력을 필요

로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협약체제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이러한 노력과 접근이 필요하겠으나, 개별 협약

체제 내에서는 당사국들 간에 상호주의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칙과 수

단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한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현

재 ICJ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은 국가에게만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여 개인의 소송능력을 배제하고 있는데,196) 일부 환경협

약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적 구제수단을 보장하기 위한

194) 월경오염과 같이 높은 과학적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는 환경분쟁에 대해

입증요건의 완화, 입증책임의 전환 등을 통해 국가책임법의 적용을 현실화

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195) 가령, 현재의 UNEP와 같은 국제환경기구가 국제환경협약의 유효한 이행

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권고하고, 필요시 사실조사(inspection) 등

을 통해 이행과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

해볼 수 있다; Michael J. Kelly, “Overcoming Obstacles to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Georgetow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Review, Vol. 9 (1997) pp.

461-462; Daniel Bodansky, “Rules vs. Standards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Proceeding of the Ninety-Eigh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2004); Julie Ayling,

“Serving Many Voices: Progressing Call for a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Organization,”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 9, No. 2

(1997), pp. 250-253 등.

196) 이러한 점은 ICJ의 주요한 한계로 지적되어왔다. 이와 관련 더 자세한 내

용은 김대순, 『국제법론 (제19판)』 (삼영사, 2017), p. 1576; 이재민, “국

제분쟁해결절차의 비교법적 고찰”, 「서울대학교 法學」 제55권 제2호

(2014), pp. 2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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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를 심어놓고 있기도 한다.197) 이들 협약에서는 초국경적 환경피해

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외국 판결의 승인과 집행을 보장할 의무

를 보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적 구제방법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바젤협약에서는 폐기물이 처리자의 점유

가 될 때까지 생기는 손해에 관해서는 협약 제6조에 따라 통보를 한

자가 책임을 지고, 폐기물이 처리자의 점유가 된 후에 생기는 손해에

관해서는 처리자가 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198) 또한, 협약 제8조에 따

라 재수입한 경우에는 통보자가, 협약 제9조 2항(a) 또는 4항에 의하여

재수입한 경우에는 재수입자가 폐기물이 그 처리지를 떠날 때부터 수

출자 또는 대체처리자의 점유가 될 때까지 생기는 손해에 관해서 책임

을 진다.199)

앞선 분석대상 중 유럽의 CLRTAP는 협력의 원숙기를 반영하고 있는

체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CLRTAP 체제는 1994년 오슬로 의정서를

기점으로 훨씬 더 정교화된 사법적 분쟁해결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여

197) 대표적인 예로서 1960년 핵에너지 분야에 있어서의 제3자 책임에 관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on Third Party Liability in the Field of

Nuclear Energy), 1963년 핵피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비엔나협약

(Vienna Convention of Civil Liability for Nuclear Energy), 1969년 유

류오염피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브뤼셀협약(Brussels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1977년 해저광물자원의

개발에서 야기되는 유류오염피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런던협약

(London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Resulting fro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Sea-bed Mineral

Sources), 1988년 남극광물자원활동의 규제에 관한 웰링턴협약

(Wellington Convention on the Regulation of Antarctic Mineral

Resources Activities), 1993년 유럽심의회의 주관하에 체결된 환경에 유

해한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협약(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Damage Resulting from Activities Dangerous to the

Environment)을 들 수 있다; 박진아, “국제적 집단피해의 위법성과 인과

관계의 입증”, 「국제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2015), pp. 261.

198) 마사히로 니시·토모히토 우스키, 위의 책, p. 88.

199) Ibid,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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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ICJ 규정의 제36조 2항과 유사한 강제적 재판관할권에 대한 ‘선

택조항(Optional Clause)’이 추가되었으며, 분쟁이 제기된 시점 이후 12개

월 내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조정위원회(Conciliation

Committee)를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향후 유럽의

CLRTAP 체제가 더욱 발전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사적 구제 수단에

대해 당사국들간의 합의를 이루고 부속의정서를 통해 이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과 같은 노력도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 2 절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적용

중국발 미세먼지는 대표적인 월경오염의 사례이다. 입자 지름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 소위 PM(Particulate Matter)-2.5200)

은 작은 입자의 특성상 체내 침투가 용이해 보건상 위해성이 높은 물질이

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이후 미세먼지의 허용 수치를 24시간

평균 25㎍/m³, 연평균 10㎍/m³ 이하로 유지하도록 권고해왔으며, 2013년

에는 미세먼지를 담배연기, 목재의 먼지, 검댕 등과 함께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되는 발암물질인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201) 한국의 대기내

미세먼지 수준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고 하는데,202) 우리나라

200) 국제적으로 미세먼지는 PM2.5, 초미세먼지는 PM-1을 의미하나, 우리나라의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PM10을 미세먼지, PM2.5를

초미세먼지라 명명하고 있어, 이를 변경하기 위한 방안을 환경부에서 추진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일보, “미세·초미세먼지 모두 미세먼지로 통일한

다(2018. 3. 15.자)”(www.hankookilbo.com/v/50e9be6a8a8b45608e40113662fb6506)

참조.

201) WHO는 24시간 동안 PM2.5평균 농도가 ㎥당 25㎛를 넘지 않는 것을 권장하며,

WHO의 공기질량 준칙에 따르면 연평균 PM2.5 농도가 ㎥당 35㎛를 넘어가면

사망 위험률이 15%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자세한 내용은 WHO Air

quality guidelines (2005), p. 9 (apps.who.int/iris/bitstream/10665/69477/1/WHO_

SDE_PHE_OEH_06.02_eng.pdf) 참조.

202) 2017년 2월 16일 미국 민간 환경보건단체 보건영향연구소(Health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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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미세먼지의 상당량은 중국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국내 미세먼지의 국외영향은 평

상시 연평균 30-50%, 고농도시에는 60-80%가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

다.203) 지리적 및 기상학적 측면에서 한반도는 중국의 풍하측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204)

그렇다면 한국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에 국가책임을 추궁

하고, 이에 따른 사법적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가? 이는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본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우선, 미세먼지의 발생과 월경 이동을 예방하지 못한 중국의 부작위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상당한 주의’ 의무 위반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중국 정부는 실제로 한국보다도 더 강력한 국내 조치 등을

통해 대기오염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손해의

산정과 관련 인과관계의 과학적 입증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205) 미세

Institute)가 발표한 제1차 세계대기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가중치를

반영한 한국의 연평균 미세먼지(PM2.5) 농도는 1990년 26㎍/m³에서 2015년

29㎍/m³로 증가하였고 이는 OECD 국가 중 터키에 이어 두 번째이다. 자

세한 내용은 State of Global Air 2017 (MA: Health Effects Institute,

January 2017) (www.stateofglobalair.org/sites/default/files/SoGA2017_repo

rt.pdf) 참조.

203)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www.me.

go.kr/issue/finedust4/) 참조. 2017년 한미 공동 대기질 연구에서 국내 미

세먼지의 중국 요인이 34%, 국내요인이 52%라고 발표한 바 있지만, 같은

연구팀에서는 초미세먼지가 ㎥당 70㎍ 이상 고농도로 발생했을 때는 중국

영향이 71%에 이르는 등 훨씬 더 큰 것으로 분석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JTBC, “초미세먼지 고농도 땐 국외 영향 ↑... 중국 영향 최대 71% (2018.

4. 10.자)”(http://news.jtbc.joins.com/html/709/NB11616709.html) 참조.

204) 박신영·김연종·김철희, “동북아시아 대기오염물질의 이동패턴에 따른 장거

리 수송 특성 연구”, 「한국대기환경학회지」 제28권 제2호 (2012), p. 143.

205) 미세먼지 기여는 계절마다, 매일매일 기상 현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연구

를 실행한 기간에 한 해 평균값을 낸 것을 토대로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크

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일례로 2017년 7월 한국과 미국의 공동연구팀

은 국내 대기에 떠다니는 미세먼지를 분석한 결과, 국내 요인이 52%이고,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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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로 인한 국민의 보건적·경제적 피해는 매우 복합적인 원인들의 결과

이기 때문이다.206)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 매우 높은 대외

의존성을 가진 현 상황에서,207)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은 비단 양 국민간의

불쾌한 감정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져올 것이

다.208) 설령 국제소송이 우리나라에게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

도 국가책임을 통한 분쟁해결은 흔히 종국적인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과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섣불리 국제소송을 결심했다가

는 배보다 배꼽이 큰 결과를 부를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간에도 유럽과 미주, 동남아 등 외국의 사례와

요인은 3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으며, 같은 해 4월 서울연구원

은 중국의 기여도가 55%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과학동아, “내 몸속 미세먼지

는 정말 중국산일까(2018. 1. 22.자)”(http://dongascience.donga.com/news/

view/21197); 허핑턴포스트, “고농도 미세먼지는 당연히 중국발? 이번엔 달랐

다(2018. 1. 19.자)”(https://www.huffingtonpost.kr/2018/01/19/story_n_190358

56.html).

206)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이로 인해 조기 사망자, 환자가

발생하고, 사업 결손, 항공기 결항, 항공기 정비 및 세척 비용의 증가, 반도체

및 액정화면(LCD) 생산 공장의 생산 차질, 세차비용의 증가 등 피해가 속출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 즉 환경피해에 부수하는 국민의 건강 및 재산

피해가 환경피해의 개념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

다. 일단 미세먼지가 보건상의 위해를 구성한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국민보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아주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

문이다.

207) 지난 수십 년간 중국과의 경제관계는 한국의 외교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우선

순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해왔다. 한국의 대중국 의존

도는 수출에서 약 25%, 수입에서 21%, 무역수지에서 무려 42%를 차지하고 있

으며, 특히 중국 관광객들에 의한 면세점 매출은 무려 72%를 차지하고 있어

관광서비스업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래

한국, “막오른 美-中 경제전쟁(2018. 3. 28.자)”(http://www.futurekorea.co.kr/

news/articleView.html?idxno=104477).

208) 일례로, 한국의 사드 배치 확정 소식이 전해진 2016년 7월, 방위산업 관련 주의

시총이 500억원 가량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요우커(旅客) 대상 업종이나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과 카지노, 여행 관련주 등 중국 소비주가 급락

하여 3조 2천억원 가량의 시가총액이 증발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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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협력을 규정하는 예방적 제도를 통해 협력

을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견해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결국

동 이슈와 관련한 국제환경협약의 체결으로 이어질 것이다. 월경오

염 사안을 규율하는 국제환경협약으로서 이와 같은 법 규범은 결과

지향적이며 문제해결 지향적인 성격과 목적을 띠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이행과 준수를 확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협약의 성공을 가

르는 관건이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본 장에서 언급한 단계적 접근법이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겠다.

1. 한-중간 월경성 대기오염 관련 협력

1) 한-중간 양자 합의

현재 한국과 중국간 월경성 대기오염에 대한 협력을 규율하고 있는 법

적 문서는 2014년 7월 체결된 한-중간 「환경협력 양해각서」와 2015년

10월에 체결된 「한-중 대기질 및 황사 측정자료 공유에 관한 합의서」,

그리고 2016년 4월 체결된 한-중 FTA 내 환경과 무역 관련 챕터이다.

우리 환경부는 2014년 7월 3일 중국 환경부와 「한-중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209) 이 양해각서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

내 관심을 반영하여 한국측의 요청으로 채택된 것이다. 본 양해각서의 내

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210) 첫째는, 중국 74개 도시 900여개 대기오염 측정

소로부터 6개 오염물질 항목211)에 대한 실시간 측정자료를 확보하기로 한

것이다. 둘째는, 한-중 공동연구단 및 과학기술 인력 교류 등을 통해 대기

209) 더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바로 알면 보인다. 미세먼지, 도대체 뭘까?』

p. 43 참조.

210) 환경부 보도자료, “정상회담 계기로 한-중 환경 상생의 동반자 시대 열어

(2014. 7. 3.자)”

211)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오존(O3), 이산화질소(NO2), 이산화황

(SO2), 일산화탄소(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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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발생 원인 규명과 대기오염 예보 모형 개발 등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게 된 것이다.212) 셋째는, 중국내 제철소에 우리나라의 집진, 탈질·

탈황 기술을 적용하는 ‘대기오염 방지 실증사업’을 필두로, 민간 부문의 환

경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2015년 10월 체결된 「한-중 대기질 및 황사 측정자료 공유에 관한 합

의서」는 우리나라 수도권 3개 시·도와 중국 35개 도시의 실시간 대기질

측정자료를 전용선(FTP)을 통해 공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213) 전용선

을 이용하게 되면 현지 측정 후 1시간 내에 상대국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이러한 자료는 중국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는 내용과 사실상 동일하고, 보안상

이유로 이를 우리나라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공유하지는 않고 있어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214)

아울러, 한·중 양국은 2016년 체결된 FTA에 환경과 무역 챕터를 포함시

켰다.215) 환경과 무역 챕터는 실체적 권리나 의무를 창설하고 있다기 보다

는 선언적인 수준에 불과한 문서이다. 양국은 이 챕터를 통해 「1972년 인

간환경에 관한 스톡홀름 선언」,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

언」, 「1992년 의제 21」, 「2002년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 그리고 「2012년 리우+20의 결과문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

등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상기하였다. 또한, 양국간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다자환경협약 준수,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환경위원회 설치, 환경협력 강

화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216) 특히, “양자협력”에 대해 규정한

212)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은 양국간 대기오염 발생원인 규명, 예보 모델

개선,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 10개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매년 정기 업무회의를 개최해 연구 결과의 검토 및 다음 연도 연구 계획을

수립할 것을 합의하였다; 환경부, 위의 책, p. 86.

213) 서울PN, “[한·중 정상회담] 韓·中, 황사·미세먼지 해결 협력 강화”(2015.

11. 1.자)(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102004011)

214) 시사저널, “정부가 중국發 미세먼지 “공개 안 한다”는 이유”(2018. 5. 16.자)

(http://www.sisajournal.com/journal/article/175379)

215) 한-중 FTA 제16.1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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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에서는 2014년 서명된 「한-중 환경협력 양해각서」를 언급하는

등 ‘대기오염물질의 예방 및 관리’를 포함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재확인하

고 있다. 중국이 여타 국가들과 체결하여 현재 발효한 FTA는 총 14개에

달하지만 그중 환경챕터를 포함한 FTA는 중-스위스 FTA와 한-중 FTA

두 개뿐이라는 점에서 양국간 FTA상 환경과 무역 챕터는 의의가 있다. 그

러나 이 챕터를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나 분쟁해결방법 등에 대한 합

의는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다.217)

상기 한-중 양자간 월경성 대기오염에 관한 법적 문서는 한-중 FTA

의 환경과 무역 챕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도

덕적 성격의 문서이다.218) 따라서 당사국이 이를 이행하거나 준수하지 않

는다고 해서 별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한-중 FTA의 환경과 무역

챕터의 경우, 규율하고 있는 협력의 내용과 수준의 구체성이 떨어지며, 일

반적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가능성 역시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약과

같은 법적 기제로 작용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동북아 지역 차원의 다자 협력

환경문제에 있어서 ‘동북아 국가’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상호 생태계 연

결 및 환경문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남·북한, 일본, 중국, 몽골, 러시아

등 6개국을 지칭한다. 이들 국가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탈냉전과 세계화

216)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2015. 6.)”

217) 제도적 장치와 관하여 한-중 FTA에서는 환경과무역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위원회의 역할 및 위원회가 회합하는 경우 등에 관해서는 명시

하지 않았다. 또한, 환경과 무역 챕터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해 일

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오로지 양국이 접

촉선을 통하여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떠한

기관이 협의를 담당하는지조차 명시하지 않고 있다; 박덕영·김명자, “한-중

FTA의 환경과 무역 챕터에 대한 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1호

(2016), p. 40.

218) 김대순, 『국제법론 (제19판)』(삼영사, 2017)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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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져다 준 활성화된 국제환경협력이라는 흐름에 자극을 받아 역내 환

경 협력을 시작했고, 대기오염 문제뿐만 아니라 황사, 해양쓰레기 등 다

수의 의제와 관련해 국제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219) 그러나 각각의 의제에 대해 십여 개의 각기 다른 기구에

서 주관한 이십여 년 간의 회의와 논의가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고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공동정책을 마련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220) 이는 이들 협력 사업이 국제환경

협력이라는 당위적 차원에서 분산적으로 시작되었고, 해당 지역이 광범

위한데다 각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제도 다양했기 때문에 회원국들

간의 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대립되는 경우 총괄적인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221)

현존하는 동북아 협력체제 중에서 황사와 산성비 등 미세먼지 관련

의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설립 이후 근 10년 동안에도 꾸준히

협력을 유지하고 있는222) 기구로는 ‘동아시아 산성비 감시 네트워크

(EANET)’,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사업(LTP)’, ‘동

북아 환경협력 고위급 회의(NEASPEC)’,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

219) 제도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 구체적 성과가 미약한 수준이지만 환경영역

일반과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산성비, 황사, 해양 쓰레기 등 다양한

특정 환경이슈 영역에서 양적으로는 많은 진전을 이루었고 이들을 통해

정보교환, 전문가교류, 안건조정 등의 협력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20)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Jae-Hyup Lee, “Transboundary Pollution in

Northeast Asia: A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Perspective”,

University of Hawaii Law Review, Vol. 35:769 (2013), pp. 778 참조.

221) 자세한 내용은 최정진, “동북아 환경협력체제의 문제점과 대응전략”,

「OUGHTOPIA」 제23권 1호 (2008), p. 141-166; 홍익표, “동북아 환경협

력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협력의 제약요인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

총」 제52권 제3호 (2012), p. 171-200 참조.

222) 현존하는 동북아 협력체제 중 해양오염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NOWPAP)’, 1996년 이후 가시

적인 활동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는 ‘동북아환경협력회의(Northeast Asian

Conference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NEACEC)’ 등은 논의대상에서

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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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연도

기구명
참가국
(주도국)

사무국 협력내용

1992
EANET

(East Asia 
Network)

동아시아 
10개국224)

(일본)

UNEP
(2002년 
이관)

산성 및 관련 물질의 
대기/침착/영향 

모니터링, 역량강화, 
대중인지도 제고

1995

LTP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ants in 
Northeast Asia)

아시아 
35개국
(한국)

NIER225)

(이관 
추진중)

모니터링, 모델링, 
배출목록 발전, 
연구역량 강화

1996

NEASPEC
(Northeast Asia 
Sub-regional 

Programme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6개국

UN
ESCAP

5개 주요 환경협력 
분야에 대한 국가간 

협력사업 추진

1999

TEMM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한국, 
중국, 
일본

별도 
없음

3국간 환경협력 
추진을 위한 고위급 

회의

[표 2] 월경성 대기오염 관련 현존하는 동북아 협력체제

(TEMM)’ 등 총 4개를 꼽을 수 있다. 각 기구의 주요 협력내용은 다음

표 2223)과 같다.

우선, 동아시아 산성비 감시네트워크(EANET)는 아시아 13개국을 포괄

하는 광범위한 협력체로서 2001년 일본 환경성 주도로 설립되었다. 가장

223) 각 기구의 주요 협력내용은 관련 웹사이트를 참조하였다. EANET은 www.

eanet.cc; LTP는 www.nier.go.kr; NEASPEC은 www.neaspec.org; TEMM은

www. temm.go.kr 참조.

224)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 몽골, 베트남을 지칭한다.

225) 현 LTP 사무국인 국립환경과학원은 2016년 제19차 전문가회의에서 LTP

사무국을 유엔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로 이전하는 것을 제안하고, 각

회원국 정부의 의견을 2017년 2월까지 수집하여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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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목표는 동아시아내 산성 침적물을 모니터링하여 지역감시 네트워크를

설립하는 것으로, 일본 니가타시에 위치한 산성비연구센터(Acid Deposition

and Oxidant Research Center of Japan, ADORC)가 종합네트워크센터로

지정되어 모니터링 자료 및 관련 정보의 수집, 평가, 보고서 작성을 맡고

있고, 10개의 참가국에 대해서도 기술지원 및 훈련과 연구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EANET은 아직 산성강하물에 대한 각국별 모니

터링 단계에 머물고 있고, 측정 표준 등의 차이로 체계적인 모니터링 단계

에 이르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많은 참가국들의 모

니터링 활동을 동일한 수준으로 표준화하여 자료 평가에 이르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과 재원이 소요될 것이다.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사업(LTP)의 경우 EANET과

비슷한 시기에 한국 주도로 설립되어 월경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해

왔다. LTP의 장점은 EANET보다도 광범위한 총 35개국의 대상지역을 가

지고 있으며, 한·중·일을 포함한 각 지역별 대기오염 관측 데이터를 20여

년간 축적해오고 있다는 것이다.226) 그러나 각 나라가 보유한 모형을 활용

한 모델링에 기반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어 자료의 표준화가 어려우며,

중국의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대한 통계는 공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

에 통합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여타 협력체와는 달리

사무국이 한국의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되어있어 재원의 확보와 국제적으로

투명하고 중립적인 이미지 확보가 어려워 보이는 단점이 있었으나, 최근

LTP 사무국을 유엔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ESCAP)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관련된 논의를 진척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226) 2015년부터 LTP 한·중·일 전문가회의에서는 기존에 파악하고 있던 대상물질

(황산화물, 질산염, 총질산염, 오존 등) 외에도 초미세먼지(PM2.5)를 추가로

집중 관측하기 시작했다. 올해 6월에는 4단계(2013-2017) 사업을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를 종합한 평가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

리핑,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 확대·강화(2016. 11. 21.

자)”(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1680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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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P가 유엔 시스템에 진입하면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각 참여국별

정책수립과정과의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은 유엔 아·태 경제사회이사회

(UNESCAP) 회의 계기 우리나라가 환경협력 메커니즘의 설치 필요성

을 제기하여 설립되었으며 현재 5개의 주요협력분야(초국경적 대기오

염, 자연보전, 해양보호구역, 저탄소도시, 사막화 및 토지황폐화 방지)

를 선정하여 동북아 주요 5개국227)간의 고위급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

최하고 있다. 동북아 대기오염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중·러 3국 연구

기관간 오염물질 이동 관련 배출원-수용지 관계 모델링 사업을 추진

하여 데이터를 수집해왔으며, EANET 및 LTP의 수집 데이터와의 상

호 연계성도 모색해왔다. NEASPEC의 한계는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총 5개의 의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여국들간 논의가 분산되기 쉽

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 추진중인 LTP 사무국의 UNESCAP으로의

이전이 이루어진다면, LTP가 그간 축적해온 데이터가 NEASPEC의

기존 연구성과와 보다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

으로 보인다. 아울러, 2017년 3월에 개최된 제21차 NEASPEC 고위급

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SOM)에서는 ‘동북아 청정대기파트너

십(Northeast Asia Clean Air Partnership, NEACAP)’ 설립이 제안되

어 기존의 조사 대상물질인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블랙카

본(Black Carbon),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외에도 PM10, PM2.5, 오존

(O3) 등에 대한 연구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중·일 환경부장관 회의(TEMM)는 3국간 환경 현안에 공동 대처하

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최고위급 정부간 회의체이다. 동

북아 핵심국가를 구성하는 3국의 장관급 인사들이 정례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의의를 가지지만, 협의체를 통해 다루는 의제가

대기오염 방지, 해양환경 보호, 환경연구·기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

화,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문제 등 다양한 관계로 월경성 대기오염 사

227) 공식적으로 총 회원국은 북한을 포함하여 6개국이나, 설립 이래 북한은 실질

적으로 협의 또는 협력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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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만 집중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1999년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연례회의를 개최해오면서

그간 황사, 저탄소사회 구축, 화학물질 관리, 환경보건 정책 등에 대해 폭

넓은 의견을 논의해왔으며 필요한 경우 공동선언 등을 통해 정치적 협력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2. 법적 구속력을 갖춘 합의의 필요성

현존하는 동북아 3국간의 미세먼지 관련 협력은 마치 1970년대 유럽

의 협력 수준과 유사하다.228) 즉, 각국이 지역적 차원의 협력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에 대한 전면적인 공유를 꺼리

고 있으며, 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 가능성에 대한 분석과 평가도 각

국가의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관심 있는 국가들끼리의

공동연구, 공동세미나 또는 포럼 등이 여러 중복된 기구들을 통해 이루

어지고 있지만 어떤 통일적인 체계와 목적을 가지고 표준화된 데이터가

축적되지는 않고 있다. 협력의 형태 역시 회의, 포럼, 대화 등에 머물러

있으며 공동선언, 양해각서 등 다양한 명칭으로 대기오염 관련 자발적

인 협력 원칙에 대해 합의하였으나 이는 거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229)

이렇듯 중국발 미세먼지와 관련한 협력이 효과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관련 법적 구속력을 갖춘 합의

가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양자 및 다자 협력은 모두 연

례회의, 정책 교환, 공동 연구 등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미

228) 유럽의 CLRTAP의 경우에도 1970년대에 북구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OECD

프로그램을 개시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였지만 영국과 서독 등의 반대와 협력에

소극적이었던 동구 국가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의미있는 국제협력으로 이어지

지는 못했다.

229) 이중 어떠한 합의문서도 유럽의 CLRTAP 또는 미-캐나다 협약처럼 오염

물질의 배출 감축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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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먼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많지 않았고, 동북아 3국

간 대기오염 물질의 표준화된 자료 평가에도 이르지 못했다. 국제법적 기

제가 없으면, 국가들간의 합의가 이행 또는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할 명분

과 수단이 부족하다. 또한, 대기오염 물질의 공동 감축이나 표준화된 평

가체제 설립 등 심도있는 목표 설정도 이루어지기 어렵다. 결국 대표적인

월경오염의 사례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가들간

법적 구속력을 갖춘 합의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1) 단계적 접근법의 적용

근 이십여 년 동안 한국과 일본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 중국과 월경성

대기오염 관련 협약을 체결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

들은 중국의 소극적인 반응으로 인해 성공하지 못했다. 금년 1월 개최

되었던 제22차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국의 수석대표가 “미

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는 한국에서 전국민적인 관심사로, 해결방안

을 마련하도록 국민들로부터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민원을 받고 있다”

며 중국측에 문제 제기를 하였을 때, 중국 측에서는 “대기오염방지행

동계획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통해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정해진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동문서답(東問西

答)하는 일이 있었다.230) 중국 외교부도 한국 정부의 일방향성 대기오

염에 관한 발표와 여론에 대해 “대기오염이 주변국에 영향을 끼치는

지 아닌지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논증해야 할 문제”라

며 명확히 선을 긋고 있다.231) 그간 중국은 월경오염 문제와 관련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에 대해 계속 주저해왔고, 과학적 불학실성을

이유로 거부해왔다.

230)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제22차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1.18) 개최(2018. 1.

19.자)”(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8022) 참조.

231) 外交部, “2017年3月21日外交部發言人華春瑩主持例行記者會”(http://www.mfa

.gov.cn/nanhai/chn/fyrbt/t144742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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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앞서 분석해온 전형적인 오염국의 태도와 일

치한다.232)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개혁개방 이후 산업

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그 규모나 수준에 있어서 국내외적으로 심

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해 온 중국은 확실한 역내 오염국이다. 게다가 중

국은 빠른 경제상장을 통해 지역 패권국으로 부상하였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의 월경오염 문제 해결은 결코 중국을 떼어놓고 가정할 수 없을 정

도이다.

단계적 접근법에 따르면, 중국과 한국의 미세먼지 관련 협력은 초기

수준이기 때문에 오염국의 진정한 협력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는 국익과 유인의 관점에 입각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국의 대

기오염 저감 능력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중국과 월경오염 방지 관련

협약을 체결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우리나라 여론은 그간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도의적 책임을 묻거나, 중국을 강제력 있는 협

약 체제 안에 포섭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주류를 이뤄왔고, 중국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방안은 제안이 되었어도 큰 호응을 얻지 못해왔다.

그러나 ‘오염자 부담원칙(Polluter-Pays Principle)’과 같은 전통적 배상

책임론에 입각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와

같은 전형적인 월경오염 사안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232) 한·중 환경협력의 주요 제약요인 중 하나로 환경오염의 발생원인과 영향에

대한 양국간의 인식차가 많이 지적되고 있다; 강택구·윤정호, “전환기 한·

중 환경협력의 진단과 전략”, 「중국지역연구」 제4권 제2호 (2017), pp.

32. 그간 중국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논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반

면, 한국내 여론은 중국을 미세먼지의 원인 제공국으로 보고 정부 차원의 강

력한 외교적 압력과 함께 국내외 법적 소송이나 국제기구를 통한 압박을 요

구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법적 소송의 방법을 제일 선호하는 비중이 크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중국 스모그 & 국내 미세먼지 환경정책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결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173호 (2013), p. 45. 특히 극심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봄철이 되면 중국과 단교하고 국제소송을 통해 미

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에도 수백건

씩 올라오고 있다; 동아일보,... 중국과 단교하고 국제소송”...미세먼지 관련

靑 국민청원, 3일 간 480건(2018. 3. 26.자)” (http://news.donga.com/

3/all/20180326/89307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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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약 체결의 진입장벽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오염

국과 피해국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월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 초

기에는 긍정적 인센티브를 동원하여 국제법 규범으로의 오염국의 참여

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은 이미 국내적인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17년 10월 시진핑 집권 2기의

개막식이 된 19차 당대회 연설에서 ‘푸른 하늘을 유지하기 위한 전쟁(藍

天保衛戰)’233)을 선포했다.234) 이에 따라 2013년에는 국무원에서 ‘대기오

염방지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에는 「대기오염방지법」을 전면

개정235)하였고, 중국 환경보호부에서는 대기오염 발생이 많은 6개 산업

의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발표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236) 개정된 「대기오염방지법」은 배출총량

억제와 오염배출허가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총량억제와 관련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자동차 배기가스와 석유의 품질을 관리하는 내용, 청정

에너지의 생산과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석탄연료를 감축하는 내용, 그리

고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고 벌금의 상한을 폐지하는 내

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도인 베이징237)의 경우 석탄 난방을 천연가

233) KBS, “[특파원리포트] ”푸른 하늘이 사치품?“ ... 소름 돋는 베이징의 푸른 하

늘 전쟁(2018. 1. 10.자)”(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92684).

234) 중국에서도 극심한 스모그가 최근 빈발함에 따라 대기오염 문제가 큰 사

회적 문제가 되었다. 2013년 1월 중국의 수도권이라 할 수 있는 베이징시,

톈진시 및 허베이성의 주요 도시에서 5차례에 걸친 극심한 스모그가 발생

했으며, 베이징시의 경우 그해 미세먼지(PM2.5) 1일 평균 농도가 세계보건

기구(WHO)의 권고 기준 농도인 25㎍/㎡의 40배에 달하는 993㎍/㎡를 기

록하는 등 사실상 환경재난 수준에 직면했다; Ibid.

235) 15년만에 이루어진 전면 개정으로 인해 ‘대기오염방지법’이 제7장 66개

조항(2000년)에서 제8장 129개 조항(2015년)으로 확대·개정되었다.

236) 추장민 외,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

이동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p. 131.

237) 베이징 시 당국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182억 위안(약 3조 443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책정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베이징 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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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및 전기로 바꾸는 소위 ‘매개기(煤改氣), 매개전(煤改電)’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석탄보일러를 한국의 도시가스와 같은 천연가스로 바꾸고, 수

송 부문에서의 규제도 엄격히 실시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을 대폭 낮추고

있다.238) 그 결과, 중국 전체적으로 석탄 소비량은 2012년 2300만 톤에

서 2017년 600만 톤으로 줄었고, 5년 동안 216만 대의 낡은 차량이 폐

차되었으며 석유 등급이 2등급 올라가는 등 산업구조가 급속하게 개선

되고 있다.

2) 중국의 참여 확보 방안

이렇듯 중국 정부는 이미 국내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통해 대기오염 유

발행위를 규제하는 등, 환경문제 해결을 생존 및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로 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개발, 환경친

화적 기술 개발,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 등에 큰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의 과학·기술적 지원과 신기술 도입 혜

택을 크게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환경협력에서의 중국의 주요 관심 이슈는 녹색, 저탄소 성장

대기질은 대폭 개선되어 서울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8년 1월동안 국립환경

과학원이 측정한 서울 평균 PM2.5 농도는 32㎍/㎥이고, 중국 측이 공개한 베

이징 평균 농도는 34㎍/㎥이었다.

238) 선진국형 오염원인 자동차 배기가스 줄이기에 본격 나섰고, 이제는 가솔린

차량도 줄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베이징 시에서는 자동차

번호판 신규 발급을 연 15만 대에서 연 10만 대로 확 줄였으며, 그 10만 대

중 가솔린 자동차는 4만 대밖에 안 된다. 나머지 6만 대는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로 채워진다. 또한, 차량 운행 요일제, 외부 차량 도심 진입 금지,

전기자동차 구매 유도 정책을 적극 시행하여 대중교통을 장려하고 있다.

현재 베이징 시에 등록된 전기차만 12만 대이며, 이는 한국에서 ‘전기차

천국’으로 불리는 제주도(1만대)의 12배고, 서울(5,500대)의 21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주간조선, “서울보다 맑아진 베이징 미세먼지 어떻게 잡았나

(2018. 1. 29.자)”(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

2493100009&ctcd=C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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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녹색경제), 자연재해 방지, 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에너지 생산기술(특히 청정 석탄화력발전소 기술), 건전한 물질,

자원순환 사회 및 경제 구축(특히 전자 폐기물의 불법 월경성 이동 방

지), 자연보존,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환경산업 육성 및 기술 이

전, 환경교육과 환경인식 및 대중참여, 생물다양성, 화학물질 관리 등이

다.239) 즉, 자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절박한 환경문제 가운데 지역협력

을 통해 실질적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부문에 대해 높은 관심도를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환경 관련 기술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 그리고 최근 고(高)오염 산업구조에서 저(低)오염 산업

구조로 전환하고 있는 한국 등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받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또한, 중국은 NEASPEC과 TEMM 등을 통한 환경협력에서 국제기구

와의 사업협력 및 그로부터의 재정 지원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중국이 NEASPEC을 통해 주요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청정 석

탄화력발전소 사업은 ADB와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재정지원 및 협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은 TEMM에서 황사 문제

와 관련된 재정 지원에 있어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과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 등 기존의 환

경협력자원을 활용하기로 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중국이 전

지구적인 차원의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일관적으로 고수하고 있는 ‘공동

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CBDR)’ 원칙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는 중국이

239) 중국은 특히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통한 환경협력 중 자국과의 이해관계가

부합하는 이슈와 관련해서는 협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4년

제6차 회의에서 11차 5개년 계획인 3R을 포함하는 순환경제를 지향한다는

점을 표명한 이후 2005년 순환경제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또한,

2007년 9차 회의에서 전기·전자 폐기물 관련 발표 이후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전자폐기물의 월경성 이동 억제에 관한 한중일 워크숍, 전자폐기물

관리에 관한 3국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나아가 2012-2014 환경협력을 위한

3국 공동행동계획 협력분야 중 전자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의 협력 주도국이

되었다; 강택구 외, 『시진핑 시대 중국의 역내 환경협력 전망』(한국환경정

책평가연구원, 2013), p. 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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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의 급속한 경제발전 속도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로 인한 사후적 해

결 차원의 재정적 손해 또는 그 과정에서의 간접적·경제적 손해에 대해

서는 여전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

다.240)

중국이 국제레짐을 통해 자국에 실질적인 이득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협력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한 태도는 중국의 여

타 환경협약에 대한 준수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중국 정부는 1989년 ‘오

존층 보호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비롯하여, 1991년 ‘몬트리올 의정서’

(런던수정안)에도 가입했다.241) 협약국들은 중국이 환경 보호에 필요한

원조 혹은 기술 이전만을 강조하고, 협약내용의 실질 이행에 적극적이

지 않다고 비판했는데, 여기에 대해 중국은 계속적으로 현실적인 통제

의 어려움과 지방정부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그리고 자본과 기술 지

원의 부족 등의 이유로 환경협약 이행의 어려움을 토로하곤 했다. 특

히, 국제기구나 외국 자본들이 환경기술 이전을 회피하고 있어 자국

내 환경 문제 해결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지속 강조했다.242)

한편, 미세먼지 문제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243)을 투입하고 있는 한국 정부로서는, 국내의 미세먼

240) 이러한 중국의 정책은 ‘최대-최소 원칙(Maxi-mini principle)’으로 설명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중국이 국제레짐에 참여하여 획득할 수 있는 이익은 최대

화하는 동시에 국제레짐에 가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주로 국제레짐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 분담과 국제레짐의 국내정책에 대한 영향과 제약을 최소

화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세계은행,

IMF, GATT 및 WTO 등의 국제레짐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한 반면, 국내정치

및 다른 국가들과의 군사력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인권조약, 국제

군축조약 등에 대한 참여는 최대한 회피해 왔다; 이기현, “중국 국가대전략

과 환경외교의 변화”, 「글로벌정치연구」 제1권 제2호(2008), p. 176.

241) 전형권, “국제환경협상에 있어서 중국의 협력 기화와 제약요인: 기후변화

협상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2집 4호 (2002), p. 396.

242) Elizabeth Economy, “The Impact of International Regimes on Chinese

Foreign Policy Making,” David Lampton ed., The Making of Chinese

Foreign Policy and Security Policy in the Era of Reform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p.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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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수준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중국에 대해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기술

및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해줄 수 있는 입장에 있다.244) 한국 정부는 이

러한 지원을 통해 중국의 환경기술 시장에 한국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진

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도 만들 수 있다.245)

3. 법적 합의의 필수적 포함요소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기제를 마련하는 것은

향후 협력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중요한 틀이 될 것이다. 그러한 국제

법적 기제는 기존 한-중 FTA의 환경과 무역 챕터에 대한 개정이 될 수도

있고, 이미 검증된 월경성 대기오염 관련 협약체제인 CLRTAP에 한국과

중국이 동시에 가입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현행 연성법적 합의를 국제

협약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협약 내에 중국의 대기오염물질 처리능력에 대한

지원이나 기술의 이전 등 오염국인 중국의 참여를 확보할 수 있는 요소

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단 협약이 체결되고 나서도 이행체제의 내실화가 이루어지

기 쉽지 않은 월경오염 문제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협약 내에 향후

협력의 심화와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필히 포함해야 한다. 또한,

243) 환경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해결에 약 7조 2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MBN, “환경부, 미세먼지 대책 발표 ... 예산 약 7조2천억원 투입

해 배출량 30% 감축(2017. 9. 26.자)”(http://mbn.mk.co.kr/pages/news/news

View.php?cate gory=mbn00009&news_seq_no=3348639).

244) 한국과 일본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 오염 감축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Mason Richey, “Pay the Polluter –

Why South Korea and Japan Should Fund Abatement in China”, Global

Governance, Vol. 22 (2016), p. 321-330, Taek Whan Han, “An Economic

Analysis on th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Problem in Northeast

Asia”, 「동북아경제연구」 제13권 제2호 (2001), pp. 127-154 참조.

245) 강택구·윤정호, 위의 글, p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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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화된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월경오염 관련 분쟁 발생시 그

해결에 대한 기대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협약의 목적 달성에 충실해야

할 필요가 있다.

1) 명확한 감축목표

중국과의 법적 합의 내에 가능하다면 중국의 대기오염 물질 억제와

관련하여 파리협정상 국가별 기여방안(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246)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준의 수량화된 감

축의무를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2015년

파리협정 체결시 국제사회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Business As Usual, 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제시했다. 구체

적으로는 2030년에 한국이 8억 5,1000만 톤을 배출할 것으로 전망하는

데, 이중 37%인 3억 1,500만 톤을 줄이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러한

약속의 이행을 위해 2016년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저탄소 에너지정책 전환, 탄소시작 활용, 기후변화대응 신산업 육성, 이

상기후 대비, 산림을 이용한 탄소 흡수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으며

각 산업 부문별 감축량도 제시하였다.247)

중국은 NDC를 통해 2030년까지 GDP 원단위 2005년 대비 60-65%

를 감축하겠다고 제시했으며, 2014년 미·중 공동선언248)에서 2030년

이전 온실가스 배출 정점(peak year)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 비(非)

246) 파리협정에 따르면, 각국은 국가별 기여방안을 제출함으로써 자국의 온실

가스 감축량을 스스로 결정함에 따라, 감축의무의 자체적 차별화(self-

differentiation)를 실현한다.

247) 자세한 내용은 중앙일보, “온실가스 감축 ... 발전 6450만t, 산업 5640t

(2016. 12. 6.자)” (http://news.joins.com/article/20967845) 참조.

248)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14년 11월 APEC 정상회의 계기

이와 관련하여 「기후변화 및 청정에너지 협력에 관한 미·중 공동선언(Joint

Announcement on Climate Change and Clean Energy Cooperation)」을 발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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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기로 약속했다.249) 이러한 약속 이행

을 위해 중국의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에서 전국의 에너지 사

용량에서 석탄의 비중을 58%로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보여주

고 있다.250) 일본 또한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26%를 감축하겠다고

약속251)했으며, 이에 따른 국내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파리 협정에서 감축 대상으로 규정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이산화

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

소(PFCs), 육불화황(SF6)을 포함하고 있다. 미세먼지를 조성하는 대기오

염물질252)은 다양하나 온실가스가 주로 담고 있는 탄소 성분(유기탄소,

원소 탄소), 이온 성분(황산염, 질산염, 암모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미세먼지 인벤토리는 직간

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따라서 기존 파리협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

축 목표를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 3국에 있어서 별개의 협정을 통해 다양한 온실가스 및 대기오

염물질 사전적 저감수단의 확대 도입 필요성 및 관련 대기오염 물질의

점진적인 감축을 약속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다 효과적으로 온실가스와는 차별화된 미세먼지 유발 오염물질에 대한

공동 감축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통합대기환경지수를 구성하는

PM10, PM2.5, 아황산가스(SO2), 일산화탄소(CO), 오존(O3), 이산화질소

(NO2) 등을 협정 전문에 직접 언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249) 외교부, 『기후변화 바로 알기』(2015), p. 44.

250) 자세한 내용은 Climate Action Tracker (http://climateactiontracker.org/

countries/china.html) 참조.

251) 외교부, 앞의 책, p. 49.

252) 미세먼지는 공기중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입자의 혼합물로 배출되며

화학반응 또는 자연적으로 생선된다. 사업장 연소, 자동차 연료 연소, 생물

상 연소 과정 등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며, PM2.5의 경우 상당량이 황산화물

(SOx),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NH3), 휘발성 유기화학물(VOCs) 등의

전자 물질이 대기 중의 특정 조건에서 반응하여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에어코리아 홈페이지(http://www.airkorea.or.kr/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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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각국의 수도인 서울과 베이징 및 그 인접지역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최근 강경한 국내정책을 통해 베이징 시

의 미세먼지를 대폭 개선시킨 중국의 경우 지나치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당사국들은 NDC보다 조금이

라도 높은 수준의 목표를 달성한 지역 또는 국가에 대해 기술과 재

원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등 유인책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 신에너

지구조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유인책이 상호 혜택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도입될 수 있다면 오염물

질 감축과 관련하여 기대 수준보다도 더 높은 목표를 실천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진전원칙

협약상 감축의무를 향후 단계적으로 강화할 것을 의무화하는 ‘진전 원

칙(progression principle)’은 월경오염 관련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과 준

수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상기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중국

과의 협약에도 향후 감축의무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협의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은 협약의 내실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관련 문안을 제안해보자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될 것이다.

“각 당사국은 2020년에 [변경 가능] 대기오염 물질 감축과 관련한

구체 의무의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추가적인 감축을 위해 협상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253)

이러한 문안은 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및 검토 의무를 규정하는

253) 영문(안)은 다음과 같다: “The Parties shall assess in 2020 [subject to

change]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specific obligations of air

pollution abatement with a view to negotiating further red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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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에 포함될 수 있으며, 양국간 협의에 따라 그 시점을 정할 수 있다.

유럽의 1998년 아르후스 의정서와 미-캐나다 대기질 협약의 부록이 참

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진전원칙’은 큰

의미에서는 관리적 접근에서 이야기하는 ‘검토(review) 의무’에 속하지만,

규제 수준의 충분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고, 추가적인 감축의 가능성에 대해

서도 필히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사국들에 대해 단순한

검토 이상의 의무를 창설할 수 있다. 또한, 명확한 시한을 두고 당사국들이

미래 지향적인 합의를 이룰 것을 강하게 요청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3) 중립적인 이행감시기구

월경오염에 대한 협약의 이행과 준수 확보를 위해 정치·외교적 사안

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진 지역적 국제기구가 협약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북아시아

의 대기오염 협력을 위한 국제협력기구는 현재에도 상당수 있다. 그럼

에도 새로운 기관을 창설하여 새로운 형태의 환경협력기구를 만든다면,

또 다시 새로운 국제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실

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지역 차원이 국제기구가 다수인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동북아시아의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창설한

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현재까지의 월경성 대기오염 관련 동북아 차원의 협력경과와 관련

체계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는 유엔 아·태 경제사회이사회(UNESCAP)일 것으로 사료된다.

UNESCAP은 동북아 지역에서 이미 월경성 대기오염 관련 협력을 추진

하고 있는 여러 지역기구들 가운데 가장 정치중립적이고, 협력의 경과가

우수하며, 관리와 집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254) 이 기구는 마침

254) 유럽의 경우에도 유엔의 유럽경제위원회(ECE)가 CLRTAP를 포함한 환경

협정들을 주도적으로 체결하고 그 이행과 감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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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이라는 명칭하에 동북아 주요 5개국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초국경적 대기오염’ 의제를 포함한 5개의

주요 협력분야와 관련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대기오염 의제와

관련해서는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 설립을 추진중이다.

이렇듯 현존하는 동북아 지역의 대기오염 관련 협력체와 이에 수반된

인력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은 재원 절약의 측면에 있어서

도 바람직할 것이다. 유일한 문제는 해당 협력체의 협력내용이 대기오

염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

서 집중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만약 유럽

의 경우 UNECE가 EMEP를 별도로 설치하여 CLRTAP의 이행을 감독

했던 것처럼, UNESCAP 하 설치될 예정인 NEACAP을 기반으로

EMEP와 비슷한 감독 기구를 설립하여 한·중·일 대기질 협약의 이행을

감시·감독토록 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으리라 보

인다. 최근 LTP의 사무국이 한국 소재 국립환경과학원(NIER)에서

UNESCAP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LTP에서 관리되었던 인

적 네트워크와 재원, 수년간 축적된 데이터가 UNESCAP 산하

NEASPEC에 통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한 문안을 제

안해보자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될 것이다.

“1. NEASPEC 하 소위원회가 설립되어 본 협약의 이행과 준수를

점검하고, 집행기구 회기에서 당사국들을 상대로 이에 대해 보고

해야 한다. 또한, 동 소위원회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

국들에 대해 권고를 할 수도 있다.

2. NEASPEC 하 소위원회의 권고 및 보고 내용에 따라, 각 당사국은

본 협약의 완전한 준수를 실현시키기 위한 조치를 요청하거나 이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소위원회를 통한 조사

및 사실확인 활동을 통해 각 당사국의 협약 이행과 준수를 지원

하고, 협약의 목적을 증진시킬 수 있다.”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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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SPEC을 이행·감시기구로 설정할 경우 CLRTAP 등 여타 지역의

동일한 분야에서의 협력기구와의 공동 조사 프로젝트 실행 등 연계 협력

또한 보다 용이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산하의

ESCAP은 유엔의 청정대기보건회담(Clean Air & Health Safety Summit,

CAHSS) 등 대기오염 의제 관련 국제회의, 프로그램 등에 동북아 협력기

구가 합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다.

또한, 이미 중국도 NEASPEC을 통해 여러 국제 환경협력 사업을 추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중국이 월경성 대기오염과 관련하여 과연

NEASPEC에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지의 여

부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그 당위성과 상호호혜성의 측면에 입각한 설득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단계화된 분쟁해결절차

마지막으로, 협약의 적용과 해석과 관련한 분쟁해결절차에 대해서는

평화적 분쟁해결절차를 따르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적절한 기한 설정과

양 당사국의 협의 채널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절차가 유명무실하

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문안이 고려될 수 있다.

255) 영문(안)은 다음과 같다: “1. A Sub-committee under NEASPEC is

hereby established to review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Agreement and compliance by the Parties with their obligations. It

shall report to the Parties at sessions of the Executive Body and may

make such recommendations to them as it considers appropriate. / 2.

Upon consideration of a report, and any recommendations, of the

Sub-Committee under NEASPEC, the Parties, taking into account the

circumstances of a matter and in accordance with Convention practice,

may decide upon and call for action to bring about full compliance

with the present Agreement, including inspection or fact-finding

missions to assist a Party's compliance with the Agreement, and to

further the objectives of th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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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약의 해석과 적용 및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당사국들은 협의 등 평화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당

사국들은 각국의 협의 채널과 관련한 정보를 상호 교환해야 한다.

2. 만일 협의를 통해서도 분쟁이 해결이 안 되었을 경우, 양국은 협

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협상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개시되어야 하고, 양국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협상 요청이 있고 나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개시되어서는 안 된

다.”256)

상기 문안과 같이 협약의 해석과 적용 및 이행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

였을 때 양국간 협의를 통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이를 통해 해결이 안될 경우 협상을 개시하되 어느 한쪽의 협상 요

청이 있고나서부터 90일 이내에 개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중 FTA의 환경과 무역 관련 챕터에서도 드러났듯이, 환경협약상 분쟁해

결절차 관련 규정에 대해 중국이 보이는 민감성을 감안하였을 때 기본협

약 단계에서 이보다 더 엄격하고 구체적인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기는 현

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후 부속의정서 등 체결시 구체적

인 사법적 분쟁해결기관 또는 강제적 분쟁해결절차 등에 대해 추가로 합

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256) 영문(안)은 다음과 같다: “1. In the event of a dispute between the

Parti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application or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Agreement, the Parties shall seek a settlement of the

dispute through consultations or any other peaceful means of their own

choice. The Parties shall exchange information regarding the

consultation channels of each Party./ 2. If, after consultations, a dispute

remains between the Parties over the interpretation 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they shall seek to resolve such

dispute by negotiations between them. Such negotiations shall

commence as soon as practicable, but in any event not later than

ninety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quest for negotiation,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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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국제환경법은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한다

는 비판에 종종 직면한다. 공적인 집행기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제환

경협약의 이행과 준수를 효과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다. 특히, 월경오염 사안에서처럼 오염국과 피해국이 명확한 경우, 협약

체제 내에서 전혀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의 동의와 참여를 확

보하는 과정이 협약의 체결, 심화, 발전 단계에서 모두 요구된다. 월경

오염에 대한 국제환경협약의 이행과 준수 체제에 대한 논의가 관련 국

가들간 협력의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교하게 접근되어야 할 필요

성이 여기에 있다.

본 논문은 우선 국제협약의 이행과 준수 문제에 대한 두 가지 이론

적 접근 모델을 살펴보고, 각각의 설명방식이 일반적인 국제환경협약

의 이행과 준수 체제에 대해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보았다. 우선,

관리적 접근은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국제의무를 따르려는 성향을 가지

고 있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하면서,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국제의무를

준수할 것을 유도하고 위한 절차적 의무와 사전적 이행·준수 메커니즘

을 주요한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반면, 강제적 접근은 국가들이 국

제법을 준수 또는 위반했을 때 그로부터 예상되는 손익 계산을 한다는 전

제 하에서 강제적 이행감시위원회, 제재와 대응조치, 사법적 분쟁해결절

차 등을 통해 국가들의 이행과 준수를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이 중 관리적 접근 모델은 일반적인 국제환경협약의 높은 준수율과

협약 체결과 내실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가의 행위를 설명하는 데 있

어 타당한 관점을 제공해준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현실

적으로 강제적인 이행·준수 메커니즘은 전지구적이고 준보편적인 환

경협약에 대한 다수의 국가들의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관리적 접근이 더욱 강조되어 온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월경오염 사안

의 경우, 여타 환경문제와는 달리 오염원인자와 피해당사자가 확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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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었으며, 국제관습법에 기반한 사법적 해결이 용이하지 않아 차선

적으로 관련 국가간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

도가 내재되어 있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월경오염에

대한 국제환경협약은 ‘행동 지향적’이라기보다는 ‘결과 지향적’이며, 해

당 사안으로부터 국제환경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성 또한 높은 편

이었다. 이러한 월경오염 사안이 내재하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를

규율하는 국제환경협약의 효과적인 이행과 준수 확보 문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 시사되었다.

따라서 제3장에서는 우선, 관리적 접근이 반영된 동남아 연무협정의

사례를 통해 해당 이론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연무협정의 이행과 준

수 체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월경오염 사안과 관련한 국제환경협약

의 체결과 발전 과정에서 국가들은 관리적 접근에서 강조한 ‘새로운

주권’이나 국제사회에서의 평판보다도, 전통적인 주권과 국익 수호에 대

한 강한 고려를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이 도출되었다. 또한, 일단 국제협

약이 체결되면 체약국들에 대해 규범력을 발휘하여 실질적으로 국가들

의 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리적 접근의 가정과 달리, 대개 약한

이행체제를 갖추고 출발한 기본협약은 협약 의무의 모호성과 이행기구

의 권한 부족으로 인해 국가들의 행동에 의미있는 변화를 줄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사후적 이행·준수 메커니즘에 대한 관리적 접근 모델의 경

시는 월경오염에 대한 국제환경협약의 가장 중요한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었다. 일방향적 외부성을 발생시키는 월경오염 사안의 경우, 효

과적인 사후적 이행·준수 메커니즘의 부재는 오염국의 심각한 월경오염

유발행위를 실질적으로 저지하거나 이러한 상황 발생시 피해국에 대한

구제수단을 제공해줄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발생시키고 있었다.

이어서 제4장에서는 유럽의 CLRTAP와 미-캐나다간 대기질 협약의

사례를 통해 강제적 접근 모델이 월경오염에 대한 국제환경협약에 대해

가지는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여기에서는 월경오염에 대한 국제환경

협약의 목적과 성격을 감안하였을 때, 강제적 접근이 협약의 이행과 준

수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그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보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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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관점과 수단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우선, 구체

적이고 명확한 감축의무와 ‘진전원칙’, 그리고 효과적인 이행감시기구의

확립은 협약의 이행체제가 점진적인 내실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여하

고 있었다. 또한, 구체적이고 단계화된 사법적 분쟁해결절차는 분쟁해

결에 대한 기대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협약의 목적 달성에 실질적인 도

움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었다. 월경오염에 대한 국제환경협약의 체결

목적과 특성을 감안하였을 때, 이러한 기대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유일한 한계점은 이러한 접근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오

염국의 반대로 인해 협약체제에 반영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었다. 특히, 국가간 환경협력의 초창기에 강제적 접근을 반영하는 것은

오염국의 협약체제에 대한 참여 자체를 좌절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낳을 수도 있었다.

이에 입각하여 본 논문은 월경오염에 대한 국제환경협약의 경우 효과

적인 이행과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협력의 수준에 따른 단계적 접근법

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우선, 협력의 초창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사안에 대한 오염국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월경오염 사안에 대해 국가들은 전통적인 주권과 국익에 대한 강

한 고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국제협약을 체결할 시

에 오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조항의 수립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오

염국의 참여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았다. 협력의 발전기에는 월경오염

관련 국제환경협약의 이행체제 내실화가 주요 과제라고 보았으며, 이를

위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감축의무의 규정, 협력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는 ‘진전원칙’, 그리고 정치·외교적 독립성과 중립성

을 갖추고 있는 이행감시기구를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

로, 협력이 심화된 상태에서는 반복적인 협력과 장기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강제적 이행·준수 확보 수단의 유효성과 정당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후적 이행·준수 메커니즘을 보다 강화하는 것에 주력

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상기와 같은 단계적 접근법을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에 적용하였을



- 142 -

때, 현재 한-중간 월경성 대기오염 관련 양자 및 다자 협력은 유럽의

1970년대와 유사한 초창기 수준인 것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협력을 발

전시키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에 대한 중국의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수

도 있고, 기존의 합의가 개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합의에

는 중국 정부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과 개발, 환경

친화적 기술 개발,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 등 중국의 대기오염 저감

기술과 비용을 한국 정부가 지원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감축목표, ‘진전원칙’, 중립적인 이행·감시기

구의 역할, 단계화된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규정 역시 필히 포함하여

점진적인 이행체제의 내실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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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an increasing sense of fatigue among nations in

resorting to the state responsibility regime when confronted with

transboundary pollution problems. Transboundary pollution occurs over

significant physical distance amidst complex economic and political

interests of neighboring state actors. For this reason, most

transboundary pollution cases are being dealt with through the implicit

means of entering into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that

focus on the prevention of the related air or water pollution. If so, the

key to solving transboundary pollution problems lies in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such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Despite such needs, compliance issues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have largely been discussed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treaties dealing with the rather univers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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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scale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climate change, ozone

depletion, and etc. International agreements that have the clear

purpose of preventing and managing transboundary pollution have

not been regarded as a separate subject matter that deserves distinct

scholarly attention and analysis. As a result, this area of study has

generally been overlooked in the forum of compliance issu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treaties.

This thesis argues that there is an inherent compliance

conundrum in successfully meeting the goal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on transboundary pollution, due to the

particular features of the problem at hand. Transboundary pollution

usually incurs unidirectional externality and has greater chances of

evolving into international environmental disputes than other

environmental problems. The current literature on compliance issues

in environmental treaties have largely leaned in favor of the

cooperative and non-confrontational methodologies and suggestions

of the management school, which places strong emphasis on the ex

ante compliance mechanisms such as self-reporting, periodic review,

assessment, and other procedural requirements to proactively “manage”

treaty compliance. The premise of the management school rests on

the fact that most nations have a general tendency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law based on considerations of international reputation.

In the particular instance of the ASEAN Agreement on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however, it was observed that parties

to the Agreement, especially the main contributor to the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blatantly clung to the considerations of

absolute sovereignty and national interest, much more so than they

considered their international reputation.

On the other hand, the alternative branch of theory, or the

enforcement school, proved to be more useful in inducing broad

attitudinal and behavioral change of the state actors in the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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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ransboundary pollution problems. The enforcement school,

based on rational choice theory, calls for a solid ex post

compliance mechanism through sanctions and adjudication

procedures that can alter state actors’ calculations in their

contemplation on whether or not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law.

This may be more fitting in the setting of transboundary

pollution problems, where there is a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polluter and the victim state. In the Convention on the Long- range

Transport of Air Pollution (CLRTAP) and the U.S.-Canada’s Air

Quality Agreement, such approach endowed the victim states with

expectations for legal redress in cases of significant transboundary

harm, and contributed to gradual improvement of the treaty regime

over time. The problem of this approach, however, is that such

institutional deterrent mechanisms are unquestionably difficult to be

deployed in treaty regimes. Since treaties are voluntary

commitments based on mutual consent, party states would not face

the unappealing prospect of a coercive compliance mechanism that

could be used against them in the future. Deploying such means in

the initial stag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refore, may lead to

the aggravation and alienation of the polluter states.

Strongly called for is a pragmatic, feasible, and politically

realistic solution to effectuating transboundary pollution control through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s. To this end, this thesis suggests a

phase-in approach in structuring enforcement incentives over time. The

initial challenge in creating and enforcing a transboundary pollution

control regime lies in getting the polluter state on board. This

challenge should be addressed by offering various positive incentives

for the polluter state in the beginning stage of cooperation, specifically

in the forms of financial and technical assistance or loans. The next

task is to encourage enforcement by improving treaty design in the

manner of a concrete reduction goal for each country, a pro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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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 a politically neutral enforcement authority and a

comprehensive dispute settlement clause. In the mature stage of

cooperation, the treaty regime design will need to be altered to focus

more specifically on strengthening the ex post compliance mechanisms

for the parties in breach. The result would forge a tighter connection

between treaty objectives and the compliance mechanisms in

international treaties on transboundary pollution.

A similar approach could be adopted in resolving the

transboundary fine dust problem betwee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Republic of Korea. The possibility of resolving this

conflict through the more familiar regime of state responsibility seems

dismal in reality. Therefore, in dealing with this typical case of

transboundary pollution, the compliance conundrum should also be

addressed. The starting point should be arranging a legally binding

international agreement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during which

process financial or technical assistance should be offered as the main

means to persuade China. Then, the legal framework should focus on

setting a measurable reduction limit for each country, regulating an

enforcement body to overlook treaty compliance, and building into it a

comprehensiv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By lengthening the time

horizon and making available repeated interactions, it will be possible

to alleviate the difficulties of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reby creating opportunities for the parties to reward cooperators

or sanction defectors in the long-run.

Keywords : Transboundary pollutio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implementation, compliance, fine dust,

management school, enforcement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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