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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Scheme

for Transboundary Oil Pollution by Offshore Drilling Plants

- Case of Northeast Asian Seas -

Jin-young, Park

Department of marine traffic science

Graduate School of Maritime Industry

Abstract

In recent, due to the shortage of energy resources, the seabed oil

exploitations by offshore drilling plants are being processed actively and in

future it is also expected that those activities are more expanded in terms

of their scale and geographical scope. These activities of seabed oil

exploitations by offshore drilling plants can be led to transboundary oil

pollution damage by their locations and environmental circumstances.

For the case of marine oil pollution by ships, the liability and

compensation scheme in the form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is

established and proper compensations for damages can be provided in

any time. But for the case of transboundary oil pollution by offshore

drilling plants, that kind of international scheme is not yet established so

that compensations for damages cannot be provided easily. With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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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s, there is no international liability and compensation scheme for

transboundary oil pollution damage in Northeast Asian Sea, even though

there is big possibility of that kind of accidents occurred.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liability and compensation scheme for the

transboundary oil pollution damage by offshore drilling plants. To do this,

many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regional agreement including the

UNCLOS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s are compared and reviewed

as well as the current status of seabed oil exploitations by offshore drilling

plants in Northeast Asian Sea and of national liability and compensation

scheme of concerned countries are reviewed and analysed.

It is desirable that the liability and compensation scheme for the

transboundary oil pollution damage by offshore drilling plants is

established in the form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but in consideration

of international circumstances it is considered that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agreement is more resonable.

For the former examples of it, many regional agreements including the

OPOL and other regional agreements are reviewed and it is confirmed that

OPOL provides with the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transboundary oil

pollution damage and can be a good model of regional agree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regional agreement as the counter

measures for the transboundary oil pollution by offshore drilling plants in

Northeast Asian Sea area and this agreement contains the provisions which

are necessary for liability and compensatio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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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future, the additional studies need to be carried out to define the

jurisdictional sea area of signatories to the agreement and to set the

maximum liability of compensation based on the measured reserve of an

offshore oil well to enable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regional agreement.

Moreover, it is suggested that Korean government must to participate

continuously in relevant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promote the

diplomatic cooperations with the countries in Northeast Asian Sea area to

enter in force the regional agreement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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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첫 해저 원유개발 작업으로 얕은 수심에서 해저유정으로 시굴을 시도함1887 .

2) Protocol of 1992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1969 (1992 CLC)

3)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Bunker Oil Pollution Damage, 2001

4)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in connection with the

carriage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by sea, 2010 (2010 HNS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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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 통계에 따르면 년대 유조선에 의한 대형유류유출사고 톤 이상의 유류유출 건수는ITOPF , 1970 (700 )

총 건 년대에는 건 년대에는 건 년대에 들어서는 건으로 꾸준히 감소하는245 , 1980 94 , 1990 77 , 2000 35

추세이며 톤 이하의의 유류를 유출하는 사고의 건수도 마찬가지로 감소추세에 있음, 700 .

(http://www.itopf.org/information-services/data-and-statistics/statistics/#no)

6) 년 월 일 미국 루이지애나 남동쪽으로 마일 떨어진 해상의 반잠수식 시추플랫폼2010 4 20 , 50

호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였음 폭발과 화재는 플랫폼 전체로 퍼져나갔고 명Deepwater Horizon . , 11

이 사망하고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시추설비는 침몰하였고 개월간 약 톤의 원유가 유정17 5 627,000

으로부터 유출되었음.

7) 년 월 일 호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위치한 에서 석유생산 플랫폼이 폭발하면2009 8 21 Montara well

서 유정에서 유출된 원유가 인도네시아 해역으로 유입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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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UNCLOS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Law of the Sea, 1982

9) 자국의 연안을 따라 형성되는 범위의 수역에 대해 자국 주권 및 관할권 인정에 대한 주장은 세기부17

터 지속되었고 이러한 수역의 폭 판단 기준으로 착탄거리설 이 가장 유력한 근거, (cannon-shot rule)

로 제기되었다 세기 후반 당시 착탄거리가 해리였음에 따라 영해의 범위가 연안으로부터 해리로. 18 3 3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와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도 있어 통일된 영해의

기준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세기 중반 및 세기 초반에 들어 기술 및 산업화의 급속한 발달. 19 20

로 해양 자원을 개발 탐사하는 기술이 진보되고 어업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자 생물학적 또는 광물적,

지역 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연안국들은 영해 기준 마일을 넘어 주권 및 통치권을 행사하고자 하였으3

며 년 미국의 대통령이 일명 트루먼 선언을 통해 미국이 대륙붕 해역까지 통, 1945 Harry S. Truman

치권을 행사할 것이며 공해에서 미국 연안에 인접한 해역에 보존구역을 설정함을 발표함으로써 사실

상 주권 행사를 주장하였고 이를 발단으로 각국이 잇달아 같은 선언을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1958

년 대륙붕 조약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기존 대륙붕의 정의가 수심 까지의 완만한 경사의200m

바다 속 지역이었던 것에 반해 대륙붕 조약에서는 수심 를 초과하더라도 개발이 가능한 곳은 대200m

륙붕이라고 선언하게 되었다 트루만 선언 이후 모호했던 대륙붕의 개념을 바로잡고자 년 체결된. 1982

는 년 과 년대 회의를 거치면서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해내UNCLOS 1958 UNCLOS 1960 UNCLOSⅠ Ⅱ

는 노력을 한 끝에 년부터 년까지 지속된 제 차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회의를 통하여1973 1982 3

즉 현재의 로 구축되었다 이는 해양 및 해양자원을 개발 이용 조사하려는 연UNCLOS , UNCLOS . , ,Ⅲ

안국의 권리를 인정하며 관련된 분쟁의 조정 절차 등 세계 각국 해양법의 기준이 되는 개 조항을320

담고 있으며 연안국에서 해리의 폭을 영해로 인정하고 해리까지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인정하12 , 200

는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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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기오염의 경우 년 월 한중일미러 간의 동북아 월경성 대기오염 협력방안 강구를 위한 회의, 2014 5

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관련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고 있으며 방사능 유출과 관련하여,

산업사고 기인 월경성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신국제협력방안 홍기춘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

의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2012)’ .

11) 산업사고 기인 월경성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신국제협력방안홍기훈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

재인용 월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논문은 김태천 월경환경손해에 대한 국제책임p166 - ‘ ’ , “ ”

법학논총 제 집 면 초국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논문은 최승환 초국경적 환경오9 (1993), 83 . ‘ ’ , “『 』

염피해에 대한 방지의무 서울국제법연구 제 권 제 호 면 김석현 초국경적 손해에” 2 2 (1995); 171 ; , “『 』

대한 국제책임의 특수성 국제법평론 제 호 면” 3 (1994), 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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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업사고 기인 월경성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신국제협력방안 홍기훈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

인용2012, p167

13) 용어 또는 유사용어는 다양한 협약 또는 보고서에서 언급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Transboundary’ ,

례는 다음과 같다 산업사고 기인 월경성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신국제협력방안 홍기훈연세대학교 동.( , (

서문제연구원 인용 초국경적 영향 년 협), 2012, p209 ) 1) “Transboundary effects( )” : 1992 Espoo

약에 따르면 초국경적 영향이란 다른 체약국의 관할권 내에서 발생하는 산업사고의 결과로 인해 한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 발생하는 심각한 영향을 말한다 동 협약 제 조에서는 영향의 지리적인 범위. 1

를 규정하고 있는데 타 체약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지역에만 한정한다고 하여 공해지역을 제외하고, ,

있다 월경오염 년 보고서에 따르면 월경오염이란 전부. 2) “Transfrontier pollution( )” : 1997 OCED

또는 부분적으로 일국의 국가관할권 내의 지역에서 시작하여 다른 국가의 관할권 내의 지역에 영향

을 미치는 모든 의도적인 또는 비의도적인 오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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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http://en.wikipedia.org/wiki/Bay_of_Campeche

15) 년 월 일 만선항해 중인 두 유조선 애틀랜틱 엠프레스 호와 에게 캡틴1979 7 19 , (Atlantic Empress)

호가 카리브해의 해안에서 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열대성(Aegean Captain) Trinidad and Tobago 10

폭풍우를 만나 충돌하였고 약 라는 기록적인 유류를 유출하였다, 287,000ton .

16) 해양시추설비로 인한 원유유출의 경우 해저 유정에서부터 원유가 유출되기 때문에 그 분출속도를 통

해서만 총 유류유출량이 파악이 가능하고 해저에서 유출이 되는 특성상 사실 그 정확한 유출량을 측,

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다.

17) 년 월 일 미국 루이지애나 남동쪽으로 마일 떨어진 멕시코만 해상에 위치한 반잠수식 시2010 4 20 , 50

추플랫폼인 호에서 폭발이 발생한 후 침몰한 사고이다 명의 사상자와 명의Deepwater Horizon . 11 17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최대 예상 유류유출량은 약 톤으로 역사상 최악의 유류유출사고로 기록627,000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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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NOAA, Unified Com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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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Permargo : Perforaciones Marinas del Golfo, S.A

19) 미국 해사법 내 년 책임제한법인 의 조항1851 Limitation of Liability Act 46 U.S.C 183 ( (a)

Privity or knowledge of owner; limitation - The liability of the owner of any vessel,

whether American or foreign, for any embezzlement, loss, or destruction by any person of

any property, goods, or merchandise shipped or put on board of such vessel, or for any

loss, damage, or injury by collision, or for any act, matter, or thing, loss, damage, or

forfeiture, done, occasioned, or incurred, without the privity or knowledge of such owner or

owners, shall not, except in the cases provided for in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exceed

the amount or value of the interest of such owner in such vessel, and her freight then

선박 소유주는 피해소송에서 선박 가치액과 화물의 가치액까지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pending.

음 에 따라 당시 폭발 후 시추설비의 가치와 사와의 계약을 얻은 당사의 이익을 계산하여) Permargo

미화 만달러로 결정함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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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연방 수질오염관리법는 기존Federal Water Pollution Control Act( ) Water Quality Improvement

의 개정을 통하여 년 재정되었고 이 후 년 로 개정되었다1970 1972 1977 , Clean Water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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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Oil leaking 'five times faster' than thought". ABC News. 22 October 2009.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5 November 2009. Retrieved 5 November 2009.

22) 호주해양안전청 호주 해역의 안전과 해양환경 보(AMSA) : Australian Maritime Safety Authority,

호 선박기인 유류오염의 예방과 안전한 항해를 위한 인프라구축 및 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함,



- 14 -

자료 : LEG 97/14/1 Submitted by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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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선박으로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from Ship 1973/78 :

부터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으로 폐기물의 해상투기를 제외한 선박의 통상적 운영상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진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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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nternational Convention on Oil Pollu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Cooperation, 1990

년 유류오염 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 해양에서의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1990 , ) :

고 효과적인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한 협약.

25) 호주 벨기에 브라질 중국 덴마크 독일 가나 인도네시아 이란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러, , , , , , , , , , , ,

시아 미국,

26) 협회 및(Faroes) CMI(Comitė Maritime International), International Group of P&I Associations, the

International Union of Marine Insurance,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Oil and Gas

및 등 개의 비정부기구Producers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rilling Contractor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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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 조 및 제 조UNCLOS 192 208

28) 제 조UNCLOS 214

29) 사전예방적 접근의 원칙 심각하거나 되돌릴 수 없는 피해Principle of Precautionary Approach( ) :

의 위험이 있는 경우 타당한 과학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할지라도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효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

30) 무과실 책임 국제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그 행위에Absolute Liability( ) : ( )

관한 국가 측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그 침해에 대해 해당국가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견해,

31) 오염자 부담원칙 년 이사회가 가맹국에 권고한 원칙으Polluter Pays Principle ; PPP( ) : 1972 OECD

로 환경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배분을 조장하는 동시에 국제무역이나 투자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

해 오염방지에 필요한 비용을 오염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오염의 책임을 추궁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제무역의 관점에서 자원의 적정배분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요즘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오염방지 비용 뿐만 아니라 환경의 복원 피해자의 구제 오염회피 비용까지도 오염원인자가 부담해, ,

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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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서울 정상회의 부록 제 차 캐나다 토론토 정상회의 정상선언문원문2010 G20 7. 4 G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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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환경문제와 국제법 박덕영 오미경, , 2013, p 1, p165 / P. W. Brinie, A. E. Boyle and C.

Redgwell, International Law and the Environment, 3rd ed., 2009, pp 2-3

34) 환경문제와 국제법 박덕영 오미경, , 2013, p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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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당사국은 자국의 이익과 이웃 국가의 이익을 조화시킬 의무가 있다는 원칙.

36) 외형적으로는 권리행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넘은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행사 행위를 금지한다는 원칙 대한민국 민법 제 조 항에 반영됨, 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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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년 민사책임협약 및 년 민사책임협약1969 1992

38) 루가노 협약이라고 불리는 동 협약은 환경에Lugano Convention on Dangerous activities, 1993 :

위험한 활동으로 인한 결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민사책임협약이다 이는 핵물질 또는 위험물질의.

운송으로 인한 부분은 다루지 않고 있으며 정적인 위험활동 즉 폐기 시설의 사용 물질의 배출 쓰, , , ,

레기 처리 및 재활용 등 부속서 상에 명기된 활동들에 한해서 인간과 환경 및 재산에 영향을 끼칠

활동에 대해서 적용되는 협약이다.

39) 년 월 일 스위스 바젤 지역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로 톤에 달하는 여1986 11 1 , , 1,300 90

종의 화학물질이 보관되어 있던 제약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이를 진화하기 위해 다량의 물을 사

용하는 과정에서 화학물질을 포함한 물이 라인강으로 유입되면서 부근의 토양과 지하수 등을 오염시,

켰다 라인강의 수중생물은 떼죽음을 당하였고 피해액은 약 억달러로 추정되었다 사고 직후 관. , 400 .

리당국의 솔직한 발표와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변국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에, , ,

피해가 발생하였고 스위스는 그 보상으로 억 스위스프랑을 지급하였다1 .

40) 환경문제와 국제법 박덕영 오미경, , 2013, p 8



- 24 -

41) 그리스어로, sic utere tuo, ut alienum non leadas 자기 것을 이용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손해가 가(

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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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43) 단일국가로 간주되지 않는 니우에 유럽연합 쿡제도를 포함한 수치임, ,

44) 1.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2.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3.

는 아직까지The Enterprise, 4.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 The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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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저 광물채굴이 실현되지 않은 관계로 비활동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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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92, Principle 2 and Principle 13

46)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92, Principle 18 and Principle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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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그 법전화의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

임무를 수행하는 총회 보조기관

48) International Liability for Injurious Consequences arising out of Acts not Prohibited by

International Law

49) Prevention of transbooudary damage from hazardous activities

50) The Draft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Transboundary Harm from Hazardous Activities,

2001; text adopted by the ILC at its 53rd session.

51) Legal regime for allocation of loss in case of transboundary harm arising out of hazardous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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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년Convention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a Transboundary Context, 1991, 1997

발효 이후 년 개정됨2001 .

53) A Legal Discuss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resulting from Offshore Oil

Rigs in the light of the recent Deepwater Horizon Incident, UNEP, 1st offshore protocol
working group meeting, 20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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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세기 현재 통용되는 유조선은 최대 이상의 선까지 운용되고 있음21 35DWT UL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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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1969 ; 1969 CLC

56)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1971 ; 1971 Fund Convention

57) 년 민사책임협약 체결 당시 동 회의에서 년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공해상의 조치에 관한1969 , 1969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relating to Intervention on the High Seas in Cases of Oil

일명 공법협약 또한 함께 체결되었다 이는 선박충돌과 좌초 등의 사고를 원Pollution Casualties, ) .

인으로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의 중대 급박한 위험이 자국의 연안 또는 관계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국가가 그 방지 및 경감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공해상에서 취하는 권리개입권을 인정하고 그것( )

에 부수되는 사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년 의정서를 통해 그 대상을 유류가 아닌 다른 오염물질. 1973

로도 확대 적용하였다.

58) 산하 기구로 국제해운산업과 관련된 사안들의 논의를 위해 조직된 국제해사기구 내의 산하위원UN

회 중 하나, MEPC :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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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년 국제유류오염손해보상기금1971 ;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

60) 년 민사책임협약이 처음 체결되었을 당시 화폐단위는 프랑을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며 이 후1969 ,

년 개정을 통하여 기준화폐단위를 의 특별인출권로 변경하1976 SDR(Special Drawing Rights, IMF )

였다 프랑은 프랑스 통화의 기준단위에서 유래하였으나 현재는 스위스 프랑 벨기에 프랑 등으로 지. ,

칭되며 스위스 프랑만이 통용되고 있다 현재 가치로 스위스 프랑이 약 원에 해당한다. 1 1,172.82 .

년 개정의정서를 통해 민사책임협약 상의 보상한도액인 프랑은 로 백만 프1976 2,000 133 SDR , 210

랑은 백만 로 조정되었으며 국제기금협약의 보상한도액 백만 프랑은 백만 로 조정14 SDR 450 60 SDR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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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로 년 국제기금 년 국제기금 및 추가기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s 1971 , 1992

금이 통합 관리되고 있음

62) 본 논문에서 은 해양작업선 는 부유식 생산설비Offshore Craft , Floating Storage Units(FSUs) ,

는 부유식 생산저장출하설비로 사용함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Units(FP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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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및 의 자료에 따르면 화물로 인한 해상사고의 건수는 년부터 년사IMO IOPC Funds , HNS 1996 2000

이에 건 년부터 년 사이에 건 년부터 년 사이에 건으로 년대에29 , 2001 2005 146 , 2006 2010 65 , 1990

는 연평균 건의 사고였던 반면 년대에는 연평균 건으로 급증하였음6 , 2000 21

64) 협약의 정식 발효 전까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이 협약 발효에 대한 행정적인 업무를 위HNS HNS

임받음.

65)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in connection with the

carriage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by sea, 2010 (2010 HNS Convention) : 2010

년 위험유해물질의 해상운송으로 인한 오염피해에 대한 책임과 보상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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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속서 의 규칙 에 등재된 산적 운송 유류 부속서 의1) MARPOL 73/78 1 , 2) MARPOL 73/78Ⅰ Ⅱ

규칙 에 규정되고 산적으로 운송되는 유해액체물질 등 제 장에 등재되고 산적으1.10 , 3) IBC CODE 17

로 운송되는 위험액체물질 등 상의 포장형태 위험유해물질 제 장, 4) IMDG CODE , 5) IGC CODE 19

에 등재된 액화가스 등 인화점 이하의 산적으로 운송되는 액체물질 부속, 6) 60 , 7) IMSBC CODE℃

서 에 의한 화학적 위험을 내포한 고체산적물질 등B

67) 국제해상위험물규칙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68) 국제해상산적고체화물규칙International Maritime Solid Bulk Cargoes Code,

69) 협약 제 조 제 항HNS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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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포장 화물의 경우 최대보상한도액이 억 천만 이며 톤수 기준에 따른 증가액은 톤HNS 1 5 SDR , 2,000

이하의 선박에 대해 만 을 기준으로 하여 톤 초과 톤 이하의 선박에 대해서1,150 SDR , 2,000 50,000

톤당 톤 초과의 경우 톤당 임1,725 SDR, 50,000 414 SDR .

71) 일반회계 산적고체화물 운영이 연기되거나 정지된 독립회계물질 기타물질로 구(General Account) : , ,

성되며 이 회계에 속한 물질의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책임을 부담한다, .

72) 독립회계 유류회계 회계 회계로 총 종류의 물질의 회계가 별도(Seperate Account) : , LPG , LNG 3

구성되며 각 물질별 손해에 대해 각 물질의 화주가 보상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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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Bunker Oil Pollution Damage, 2001

74) 해상사고로 인한 선박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1976 (LLM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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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책임을 일정 부분까지 제한하는 해사채권책임제한협약. 는 년 월1976 LLMC 1986 12 1

일 발효되었으며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범위는 인명손해 또는 신체 손상 등 인적 손해에,

대한 소송과 타선박 또는 화물 비용과 같은 물적 손해에 대해 적용이 되었다 인적손해 및.

물적 손해 시 각기 다른 책임한도액이 적용되었으며 년 개정을 통하여 그 책임한도, 1996

액을 상향 조정하였다.

75) 일부 국가의 경우 년 개정된 해사채권책임협약의 책임한도액을 적용하고 있다1996 .

76) Oil Pollution Act, 1990

77) 또한 유조선인 호가 단일선체로 구성되어 있어서 좌초로 인한 유류유출이Exxon Valdez

더욱 쉽게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따라 선박으로부터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MARPOL

에 유조선의 이중선체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주요 계기로 작용하게 됨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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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년 월 일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연안에 위치한 원유시추설비 에 파열이 발생하1969 1 28 , Platform A

여 원유가 분출되어 나왔으며 동년 월까지 거의 매일 배럴로 추정되는 원유가 유출되었다 총4 5,000 .

원유유출량은 측정이 불가하나 약 배럴에서 배럴까지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사고는 지33,000 80,000 .

구의 날 제정의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년대 주요 환경보호법과 정책 설립에 큰 영향을 끼쳤1970

다.

79) 년 월 연방수질오염관리법 개정 법률에 의하여 년 수질개선법이 수정되었고 이것이1972 10 1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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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청정법 로 불리고 있음 미국 유류오염법 의 입법적 변화와 그1972 (Clean Water Act) . (OPA 90)

시사점 윤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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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년부터는 배럴당 센트로 상향조정2017 1 9

81) 이 법은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CERCLA,

오염원인자가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82) 제 조Oil Pollution Act of 199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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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해저 유전개발 작업을 통해 발생하는 해양환경 피해는 고의적인 오염과 비고의적인 오염으로 구분

가능하며 그 영향에 따라 분해성과 비분해성으로 구분된다 비고의적인 오염 중 시추작업으로 생기.

는 각종 생활쓰레기 및 화학물질의 해양 유입 등은 펄프 제지 또는 음식물 등 분해성의 경우 가정, , ,

용하수처럼 해양으로 방출되는 것이며 이는 합리적인 양으로 방출되는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분해되

어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분해성 성질의 오염원에 의한 비고의적인 오염.

은 본 논문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또한 고의적인 오염의 경우 해저 유전개발에서는 거의 드물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유류 및 가스의 생산이 주목적인 상업의 특성상 그 배출이 상업적인 손실로 이,

어지기 때문이라 판단되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비분해되는 성질을 가진 대량오염원에 의한 비고의

적인 오염이 주된 해양환경 피해 발생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비고의적비분해성 성질을 띄는 해. /

양환경 오염 발생원은 가스의 분출 파이프라인의 손실로 인한 유출 선박과 설비의 충돌 또는 설비, ,

와 유조선의 작업 도중 발생한 사고 유정 및 해저시스템의 손상 등이며 특히 가스 또는 유류의 분, ,

출은 대량의 고압가스와 유류를 갑작스럽게 방출하여 대폭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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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The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resulting from Exploration for and

Exploitation of Seabed Mineral Resources, 1977

85) 이보다 앞선 시기 발효된 유사한 형태의 협약인 년 민사책임협약 의 최대책임한도액은1969 (CLC) 14

백만 년 국제기금협약 의 최대책임한도액은 백만 이었음SDR, 1971 (Fund convention) 60 SDR .

86) 조 항 이란 타물질 속에 포함되어 있거나 혼합되어 있는 것과 관계없이 원유1 (a) - ‘oil’ , (crude oil)

및 천연 가솔린 를 의미한다 항 이란 어떤 일부분을 제거하거나(natural gas liquid) . (b) - ‘crude oil’

첨가하여 운송에 적합하도록 만든 원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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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The Offshore Pollution Liability Agreement,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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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The Offshore Pollution Liability Association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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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North-East Atlantic, 1992

통칭(Uebereinkommen zum Schutz der Meeresumwelt und des Nordatlantiks: Oslo-Paris

Konvention) ; OSPAR Convention

90)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from Ships and Aircraft, 1972,

선박과 항공기를 통한 쓰레기의 반입으로 인한 해양오염 보호 협약

91) 육상기인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from Land-Based Sources. 1974,

해양오염 보호 협약

92) Annex III : Prevention and elimination of pollution from offshore sources

93)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editerranean Sea Against Pollution,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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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Kuwait Regional Convention for Co-opera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from Pollution,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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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서해 제주도 근해 울릉도 분지, ,

96) MMscf : mili mili square cubic foot(ft3 백만 입방피트)

97) 가스전 에서 천연가스와 같이 분출되는 분자량이 낮은 액체 탄화수소로 그 특성이 휘발유(Gas field) ,

와 유사하여 천연 휘발유 이라고도 불림(Natural gaso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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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일간 백만 입방피트MMscfd : Millions of standard cubic feet per day,

99) 해양환경관리법 제 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중 제 절 해양시설에서의 해양오염방지3 3

100) 해양환경관리법 제 장 해양환경의 보전 관리를 위한 조치 중 제 절 해양환경개선부담금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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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석유광산보안규칙 제 조148

102) 광해란 광산에서의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 및 제련과정에서 생기는 지반침하 폐석 광물‘ ’ , , , ,

찌꺼기의 유식 갱내수 폐수의 방류 및 유출 광연의 배출 먼지의 날림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 , , ,

광산 및 그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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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석유 궁극 자원량 현재까지의 채유량에 현재의 확인 매장량과 장차 발견될 가(Total Resources) :

능성이 있는 매장량을 추가한 총계

104) 석유 매장량 은 유층 내에 집적되어 있는 석유를 지표로 끌어올렸을 때 기압 섭씨(Oil Reserves) 1

도 표준 상태에서 계량될 석유의 용적으로서 유층 내에 존재하고 있는 석유의 총량을 나타내는15 ,

원시매장량 상태에서 층 내의 석유 중 지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석유의 양을(Original Reserves)

나타내는 가채매장량 으로 나뉘며 원시매장량에 대한 가채매장량의 비율을(Recoverable Reserves) ,

회수율 이라고 부름(Recovery Rate) .

105) 오일쉘 석유유사물질 해모공암이라고도 하며 건류 시 석유와 동일성질의 기름을 얻을(Oil Shale) : ,

수 있음 개발에 고비용이 들고 환경피해의 우려가 있어 실용화되어있지는 않으나 최근 관련 기술.

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어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

106) 오일샌드 흙 속에 포함된 석유 즉 지하에서 생성된 원유가 지표면 근처까지 이동하면(Oil Sand) : . ,

서 수분이 사라지고 돌이나 모래와 함께 굳은 원유

107) Investing in Oil: A History, King. Byron, The Daily Reckoning, Jun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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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 중국 대 국영석유회사 중 하나(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 3 .

년 월 석유 및 천연가스의 탐사 개발 생산 수송 정제 비축 판매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1988 9 , , , , , ,

설립되었고 년 월 자회사 페트로 차이나가 설립되었음, 1999 11 ‘ ’ .

109) 중국석유화공고분유한회사 중국 대 국영석유회사 중 하나 년 월 제 차 석유 화(Sinopec) : 3 . 1983 7 1 ,

학 공업개역으로 설립되었고 년 월 자회사 을 설립함, 2000 2 Sinopec Corp. .

110) 중국해양석유총공사 년 설립된 중국의 해양을 담당하는(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 : 1986

석유회사로 석유와 천연가스를 탐사 개발 및 판매함 년 월 홍콩에서 지주회사인 중국해양석, . 1999 8

유유한공사 를 설립하였음 는 에 비해 매장량 생산량에 뒤지며(CNOOC) . CNOOC Petro China ,

같은 정제 판매 네트워크 또한 부족함Sinopec , .

자료 중국해양석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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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비교적 최근인 년 월 중국의 발해만에서 유전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부적절한 초기 사고2011 6 , ,

수습으로 우리나라에 월경성 환경오염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예상되었던 대표적인 사고이다 산업. (

사고 기인 월경성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신국제협력방안 홍기훈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 p162

재인용 발해만 해상유전에서 발생한 사고는 년 월 일과 월 일 월 일 발생하여 약) 2011 6 4 6 17 , 7 12

평방킬로미터의 해상을 기름으로 오염시켰으며 국내언론에서 우리 해역으로 유출기름 피해가6,200

넘어올 것을 우려하여 중국에 문의하였으나 제대로된 상황을 통보하여 주지 않았으며 한국 정부의,

환경영향 공동조사 제의를 거절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 경우에 한국은 기름이 우리 관할.

해역으로 넘어오는지 확인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증가하는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었다 본 사고는.

향후 발생가능한 중국해역 내 해양시추설비 또는 유정으로 인한 해양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의

월경성 유류오염 피해 발생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동북아시아 지역 간의 협,

력과 정보교환이 반드시 필요함을 볼 수 있는 사례이다.

자료 : wikipedia, Petroleum industry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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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연합뉴스: 200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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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

자료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자료 우리나라 제출문서 자료 외교: CLCS (

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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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Russian Oil Output Climbed 1.2 Percent in 2009 Bloomberg Retrieved on 2 Januar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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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여름철과 겨울철 독도 주변의 해류 변화 권혁재: (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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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근해해상지 이석우: ( ,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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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석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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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가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발효되지 못함C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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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www.nowpa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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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PEMSEA : Partnership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the Seas of East Asia

116) 한국 북한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동티모르,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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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www.pemsea.org

■ 연안통합관리(ICM)

시범해역 개: 9

연안통합관리(ICM)

비교해역 개: 20

오염해역 (Pollution☆

개Hotspots)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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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본 논문에서 은 해양작업선 는 부유식 생산설비Offshore Craft , Floating Storage Units(FSUs) ,

는 부유식 생산저장출하설비로 사용함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Units(FP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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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년 월 일 스웨덴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f the Human Environment, UNCHE : 1972 6 5

수도인 스톡홀름에서 하나뿐인 지구를 주제로 개최된 인류 최초의 국제환경회의인 유엔인간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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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Protocol of 1992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1969 (1992 CLC)

120)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Bunker Oil Pollution Damage, 2001

121)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in Connection with

the Carriage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by Sea, 1996 (HNS Convention)

122)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Resulting from Exploration for and

Exploitation of Seabed Mineral Resources, 1977 (C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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