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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For the commercial development of deep-sea mineral resources,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is engaged in wide ranging discussions to establish the Regulations on Exploitation. The core issue of the 

Regulations on Exploitation is how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along with the royalty system that 

distributes the profits from such development.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stipulates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in Part 12 (Articles 192–237) for the pre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in the 1994 Implementation Agreement,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t the 

stage of application for approval of the plan of work together with the Regulations on Explora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For this purpose, certain obligations are imposed on the applicants. In 

the Regulations on Exploitation, financial systems such as environmental performance guarantee, insurance, 

and environmental compensation funds, which were not found in the Regulations on Exploration, are added 

to further specify the measures for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generally stipulated in the 1982 Law of the 

Convention or 1994 Implementation Agreement. Regarding the financial system for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th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Conservation Informal Working Group meeting is 

revising the purpose of the environmental compensation fund. Among these financial system elements, it is 

judged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guarantee and insurance may overlap 

considerably, and it is also thought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environmental compensation fund can also 

provide a substantial sum of money that will meet the purpose of the compensation fund in terms of securing 

its financial resources. In this paper, the question is posed as to whether or not this can be accomplished. In this 

respect, this paper examines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guarantee, insurance, and environmental com-

pensation fund, which are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deep seabed, but which 

can impose appropriate obligations on contractors for the commercial development of deep seabed mineral 

resources. At the same time as figuring out how it is operated in relation to relevant domestic laws, I would like 

to propose a plan to reflect the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domestic law operation process in the Regulations 

on Explo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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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가관할권 이원의 심해저 광물자원을 개발하는 국제적 

논의가 시작된 이후 국제사회는 유엔해양법협약과 1994년 

이행협정을 채택하면서 그 기본적인 틀을 구축하였다. 이

후 심해저 광물자원을 개발하는 주관 기구인 국제해저기

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ty, 이하 ‘해저기구’라 함)는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3개의 탐사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지

금은 본격적으로 개발단계에서 지켜야 할 규범인 개발규

칙 제정을 위해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

심해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핵심 쟁점으로는 개

발에 따른 이익을 배분하는 로열티제도와 함께 해양환경

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하는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에서

는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제12부(192조–237조)에서 해양

환경보호와 보전에 대해 독립된 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행협정에서도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규정의 정비와 함께 

사업계획서 승인신청단계에서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신청

자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협약과 이

행협정상의 관련규정에 따라 해저기구는 탐사규칙과 해양

환경영향평가지침을 통해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있다(박 

2020).

현재 해저기구는 심해저 광물자원의 상업적 개발을 위

해 개발규칙 초안을 제시하고 있다(ISA 2019a). 개발규칙

에서는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일반적 보호의무와 함께 좀

더 실질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실질적인 규정은 

개발을 위한 해양환경보호 기술의 개발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재정제도 또한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다.

개발규칙에서는 협약이나 이행협정에서 일반적으로 규

정하고 있는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를 좀더 구체화하

기 위해 탐사규칙에는 볼 수 없었던 몇가지 재정제도를 추

가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재정제도는 환경이행보증금

(environmental performance guarantee), 보험(insurance), 환

경보상기금(environmental compensation fund)이다. 이러

한 제도의 도입은 국가관할권 이원에서 발생하는 개발행

위에서 발생하는 해양환경오염을 최소화하겠다는 국제사

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해저기구는 개발규칙 초안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

해 3개의 비공식 작업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바, 첫째, 해

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에 관한 비공식 작업그룹, 둘째, 검

사, 준수 및 집행에 관한 비공식 작업그룹, 셋째, 제도 문

제에 관한 비공식 작업그룹 등을 설립(ISA 2020)1)하여 운

1)비공식 작업그룹은 이 결정에 따라 3개의 그룹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8년 계약의 재정적 조건을 위한 비공식 작업

그룹회의를 포함하면 4개의 작업그룹이 운용되고 있다.

영하고 있다. 해양환경보호보존 비공식 작업그룹의 업무

는 개발규칙초안(ISA 2019a) 제4부(해양환경보호보전), 

제6부(폐쇄계획)와 관련 부속서(4, 7, 8)를 검토하는 것이

다. 해양환경보호보존과 관련하여 개발규칙초안은 제4부

에서 일반의무, 환경표준개발, 환경관리제도, 해양환경영

향평가와 평가서, 환경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오염통제, 

배출, 준수, 환경보상기금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며, 제6부

에서는 채광지역의 활동 종료를 위한 폐쇄 계획(Closure 

plan)을 다루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해양환경보호보존 비공식작업그룹 회

의는 환경영향평가서(제47조), 선광잔류물 배출제한(제50

조), 환경관리모니터링계획(제52조), 환경보상기금(제54

조~제56조)이 쟁점이었다. 이후 여러 논의를 통해 조정관 

협상문서(ISA 2022a)에서 제4부(해양환경보호보전), 제6부

(폐쇄계획)와 관련 부속서(4, 7, 8)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바, 환경영향평가, 지역환경관리계획, 환경관리모니

터링계획, 시험광업, 환경관리모니터링계획 수행평가검토, 

환경보상기금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재정제도와 관련하여 해양환경보

호보존 비공식작업그룹 회의는 환경보상기금의 사용목적

에서 교육훈련 등에 대해 사용하는 것을 삭제하고 다른 

재정적 요소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이

다. 그러나 심해저 광업이 아직까지 상업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계약자들에게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지

출해야 하는 비용의 상승은 상업적 개발에 적지 않은 부

담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

하면 환경이행보증금과 보험 제도의 경우 상당한 부분 중

첩될 수 있으며, 환경보상기금의 설립 또한 그 재원의 확

보면에서 보상기금의 설립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실질적

인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본 논문은 심해저 광물자원의 상업적 개

발시 심해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계약자들과 해저기구

에 부과하고 있는 환경이행보증금, 보험, 환경보상기금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가 우리나라의 관련 국

내법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이들 제도

의 적합성을 평가함과 동시에 국내법 운영과정에서 파생

된 시사점을 개발규칙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2.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 초안상의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재정제도

환경이행보증금

환경이행보증금은 개발규칙 초안(ISA 2019a) 제26조에 

규정되어 있다. 초안에서는 계약자가 광업의 생산 개시 이

전에 환경이행보증금을 해저기구에 기탁하도록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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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경이행보증 금액과 요구되는 양식은 지침에 따라 결

정되는데, 그 금액은 (a) 개발 활동의 조기 종료, (b) 시설 

및 장비의 제거를 포함한 개발 활동의 해체(decommission-

ing) 및 최종 폐쇄, (c) 폐쇄 후 모니터링 및 잔류 환경영향 

관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개발규칙 제26조 제1–

2항).

환경이행보증금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보

증의 목적, 범위, 양식은 물론 보증의 상환이나 해제 양식 

등 여러 측면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재정위원회는 보증의 

산정방법과 상한선을 연구하여 이사회에 관련 권고를 하

고 보증의 양식과 금액은 지침이 아닌 표준으로 정하자고 

했다(ISA 2019b).

법률기술위원회는 환경이행보증금의 양식 및 산출에 

대한 표준 및 지침 초안을 제출하였다(ISA 2022b). 법률

기술위원회는 환경 문제와 심해저 활동의 개발을 보장하

기 위해 균형 잡힌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환경이행보증금의 양식과 금액이 계약자가 심해저 활

동에 참여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해저기구

가   규칙 초안 제26조에서 정하는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

요한 전체 금액을 확보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기술위원회는 표준과 지침이 환경이행보증금의 양식

과 산출에 대해 유연한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한다고 하였

다. 유연한 방식이라 함은 계약자가 다양한 형태의 재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규칙 초안 제26조 제2항에

서 요구되는 비용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담보를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비용(costs), 경비(expenses) 및 

책임(liabiliities)을 최대한으로 추정 할 수 있는 산출 방법

이 필요하다고 했다.2)

법률기술위원회는 환경이행보증의 양식 및 산출에 대

한 지침에서 환경이행보증금을 보험정책 또는 제도(insu-

rance policy or scheme), 신용장/은행보증서(letter of credit/ 

bank guarantee), 보험보증(insurance guarantee), 현금기탁

(cash deposits), 감채기금(sinking fund) 등으로 보증할 수 

있다고 한다(ISA 2022b). 그런데 보험정책 또는 제도에서

는 보험사는 예치된 자금에서 필요한 안전채권(security 

bonds)을 해저기구에 발행하고 개발규칙 제26조제2항에 

나열된 항목의 실제비용을 지불한다. 프로젝트 기간이 끝

날 때 계정에 잉여금이 있으면 계약자에게 반환하고 적자

가 될 경우 보험사가 부담한다(ISA 2022b). 그리고 보험보

증에서는 보험보증 또는 채권은 특정상황에서 제3자에게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보험회사와 계약자간의 합의이다. 

이 경우 제3자는 해저기구이다. 보험보증에는 폐쇄계획, 

2)육상광업에서는 광해관리의 국제표준을 정하자는 논의가 있

어 이를 심해저 광업에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논

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합의된 비용 및 채권해제 조건과 관련하여 계약자와 해저

기구간 합의조건이 포함된다. 보험보증을 변경하려면 관

련된 모든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ISA 2022b). 이러한 

점에서 환경이행보증금은 개발규칙 초안 제36조의 보험과 

일정부분 중첩된다고 하겠다.

환경이행보증금과 비슷한 우리나라의 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와 ｢개발행위허가운영지

침｣3)이 있다. 동 법에서 이행보증금은 총공사비의 20%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산정하고 현금으로 납입하

고 준공검사 후 반환한다(이 2021). 그리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나 기타 보증서 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심해저 활동으로 인해 해양환경 오

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일정한 금액을 이행보증금으로 납

부하도록 하는 것은 국내법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

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경이행보증금의 양식 및 산출

에 대한 지침에는 현금 이외에 은행보증서나 보험보증 등

을 요구(ISA 2022b)하고 있으나 이들은 심해저 광업의 상

업화가 보편화 되었을 때 작동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

에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내법에서는 광해광업공단이나 특정한 기관이 발행하

는 이행보증서의 발급도 인정해 주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심해저 광업의 상업화가 수행된 전

례가 없기 때문에 개발에 따른 환경이행보증금의 산정은 

쉽지 않고 어느정도로 은행보증서나 보험보증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이를 위해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시 해양환경오염방지를 위해 특정한 기관으로 광해

관리공단과 같은 기능을 가진 기구의 설립이나 이와 유사

한 국제기관4)과의 제휴나 개발자가 은행보증서나 보험보

증을 받기 위해 해저기구의 역할이 필요하다. 

환경이행보증금의 양식 및 산출에 대한 표준 및 지침 

초안에서는 이행보증금의 산출은 신청자 또는 계약자가 

합당한 비용추정 도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ISA 2022b). 

이러한 취지는 계약자들의 작업방법이나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개발주체에게 합당한 비용을 추정하고 이를 사업

계획 신청시 법률기술위원회가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약

간의 탄력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

도 개발자들은 환경이행보증금 총액 규모를 어느정도 판

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를 위해 3가

3)국토교통부훈령 제1375호, 2021. 3. 31. 이 지침은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

위허가의 대상･절차･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여 개발행

위허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4)광해관리와 관련하여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

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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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도를 추가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재정위원회가 제안한(ISA 2019b) 바와 같이 표준 

및 지침초안에 총액의 상한선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상한선은 국내법에서 총공사비의 20%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발규칙에 반영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광해관리 표준화가 필요하다. 광해관리 표준

화란 광산개발 계획부터 폐광에 이르는 광산 전 주기에서 

발생하는 광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리하는 절차, 지침 

및 측정방법에 관한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을 제정·보급하

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5) 환경이행보증금의 설립취

지가 심해광업의 종료 이후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해 일정

한 보증금을 기탁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광해관리 표

준화에서 밝힌 바와 같이 광산개발 계획부터 폐광에 이르

는 전 주기에서 광산피해를 저감하는 절차나 지침을 개발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개발규칙에서 말하는 환경이행보

증금액 산정도 이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해저기구 차원에서 광업활동으로 인한 해양

환경보호를 위해 환경･광산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

요가 있다. 환경･광산지리정보시스템은 관리자만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광산 및 광해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정책결정자들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해결방안의 하

나로 제시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광산보안법 내 각종 지

침과 광해방지전담기관들이 광산의 특성을 반영한 광해

대상 관리 지침서(guide book)를 마련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광해방지 전담 법규 내에 ‘가행탄광의 환경보호 표

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복구의 합리적 관리를 도모하

고 있다(이 등 2009). 특히 미국은 슈퍼펀드(superfund)제

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수퍼펀드 프로그램은 방치된 위험

폐기물 지역들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1980년 환

경보존법을 제정하면서 수퍼펀드를 규정하였다. 이 외에도 

휴폐광관리를 위해 폐광지역복구기금(Abandoned Mine 

Land Fund)과 주 및 인디언지역 지원금, 기금 및 평시 복

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김 2003).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광업활동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5)한국은 광해관리 표준 설립의 필요성을 ISO에 제안하였으며, 

2012년 광해관리분과(SC 7)가 설립되면서 1962년 이후 휴면

상태로 존재하였던 광업분과위원회(TC 82)의 활동이 재개되

었다. SC 7은 2019년 9개의 국제표준 추진전략을 도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공통용어 표준(ISO 20305)를 최초 제정하였으

며, 폐광 및 광해관리 계획(ISO/DIS 21795 part 1 & 2)과 폐광

산 광해관리(ISO WD 24419)의 개발이 준비중이다. 광해관리 

국제표준은 이해관계자들이 광산개발이후 해야 할 활동들의 

지침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광해관리 표준의 제정은 지속

가능한 광산개발의 초석이 될 것이다(서 등 2020).

불가피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별로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의 기본적인 전

제조건이 개발자들의 개발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에서 정부가 어느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

여야 할 것이다.

보험 

개발규칙은 계약자로 하여금 보험을 들고 유지함과 동

시에 하청업자도 이러한 보험을 취득하고 유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보험은 해저기구가 만족할만한 

재정적으로 건전한 보험사에 가입해야 한다(개발규칙 제

36조 제1항). 또한 추가보증(additional assured)에 해저기

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자는 이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보험이 보험계약자가 개발과 관련하여 해

저기구에 대한 대위변제권을 포함하여 상환청구권을 포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개발규칙 제36조 제2항).

보험과 관련하여서는 위험의 유형, 해저기구가 추가 보

증으로 보험을 받을 위험, 상환 청구권 포기로 보장되는 

상황, 해저기구의 권한과 기능을 행사할 때 잘못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해저기구의 책임은 계약

자의 보험에 의해 커버되는지 등 보험과 관련된 여러 가

지 문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법률기술위원회는 사무

국이 보험요건과 시장에서의 가용성에 대한 검토를 완료 

할 때까지 이 규정 초안에 대해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했다(ISA 2019b). 법률기술위원회의 이러한 입

장은 심해저 광업에 대한 보험시장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향후 심해저 광업

과 유사한 제도의 검토를 통해 위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해저기구가 보험과 관련하여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2020

년 5월에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동 조사에서는 ⅰ) 탐사

계약과 관련한 질문, ⅱ) 개발단계에서 보험요건 관련문제, 

ⅲ) 추가적인 코멘트로 나누어 수행되었다. 이 중에서 개

발과 관련한 보험문제를 살펴보면, ⅰ) 예상보험수요, ⅱ) 개

발규칙초안에 따른 규제프레임워크, ⅲ) 보험 및 기타사항

에 대한 지침을 묻고 있다. 예상보험수요에 대해서는 현재 

탐사에 이용할 수 있는 것 보다 추가적인 보험적용이 필

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무엇인가? 개발과 관련된 위

험과 피해 중 어떤 요소가 보험에 적용되어야 하는가? 필

요한 보험범위는 어떻게 계산할 계획인가? 등이다. 개발

과 관련된 보험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상은 개발에 투입되

는 집광기, 양광기, 채광선 중 장비와 관련된 부분과 함께 

개발에 따른 해양환경피해와 인적피해가 그 대상이 되어

야 한다. 보험금의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적용되어야 할 보

험대상을 우선 확정하고 이들의 가치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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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규칙초안에 따른 규제 프레임워크와 관련하여 현 

개발규칙 초안 제36조와 이에 따른 의무는 개발에 대한 

보험 적용범위에 적절하고 충분한가? 해저기구를 추가 피

보험자로 포함시킬수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인가? 

계약자가 보험증권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거나 종료하기 

전에 사무총장의 사전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하

여 어떤 의견이 있는가? 계약자에게 규칙 초안 제36조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재정보증 및/또는 자가보

험을 들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되어야 하는가? 계약자가 자

가보험을 들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어야 하는가?이다. 이

러한 질문에 대해서 현 개발규칙 초안의 보험대상이 명확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질문에 답하기 쉽지 않으며, 특히 

보험의 적용범위에 있어 환경문제의 경우 환경이행보증

금과 중복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

한 법률｣을 통해 환경오염배상 대상과 그 피해에 대한 구

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개발규칙에서 보험을 

변경하거나 종료하기 전에 사무총장의 사전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는 해저기구가 계약자에게 보험가입 대상에 대

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기

준에 따라 민간보험회사들이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계약자

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계약자의 보

험증권에 개입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다만 보험제도의 검

토에 있어 민간보험회사의 재정적 건전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보험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지침으로서 제36조 

이행을 위해 보험에 대한 지침이 필요한가? 지침에서 다

루어야 할 특정영역은 무엇인가? 심해저 개발에 적용가능

한 보험과 관련하여 국제해양 관행 및 우수산업관행은 무

엇인가? 어떤 환경보험제품(예, P&I보험, 환경책임)을 고

려해야 하는가? 특정 보험범위, 조건 및 금액을 규정하는 

지침이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 하는가이다. 

해저기구의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에 따른 보험의 적용

분야와 관련하여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채광, 

운송을 위한 선박보험의 가입은 1997년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협약(LLMC Convention 76)에서 인명손상 또는 

신체손상에 대한 청구와 다른 선박 또는 재산이나 항만과 

같은 재산에 대한 청구에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담보위험

과 면책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P&I보험의 경우 기름이 유

출되거나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여 제3자에게 보상해야 

하는 경우에 선주들끼리 모여서 보상액을 나눠 보상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에 투입되는 집광기, 양광기, 채광선 중 

장비와 관련된 부분과 인적피해는 LLMC 협약으로 보장

하며, 인명피해와 관련하여서는 LLMC 협약과 P&I보험으

로 커버가 가능하다. 다만, 해양환경 피해는 별도의 보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

률｣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다(법 제7

조).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범위에는 사업장

에 설치된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피해가 포함된다. 우리나

라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제3자에 대한 손해(bodily 

injury) 및 대물손해(property damage)와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에 대한 손해를 기본적으로 보상하며, 아울러 

오염제거 비용 등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개선비용(remedi-

ation)을 보상하며, 추가적으로 운송중 사고(traspotation 

risk)도 선택담보 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심해저광물자원 개발시에 필요한 보험제

도는 해저광업이 아직 상업화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보험

의 적용범위, 보험액 산정과 보험금의 지급과 같은 실질적

인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박 2020).

환경보상기금

환경보상기금은 계약자의 특정행위가 해양환경에 심각

한 영향을 끼칠 때 계약자나 보증국으로부터 비용을 회수

할 수 없는 정도의 피해에 대해 해양환경을 복원, 복구 시

키기 위해 마련하는 자금이다. 따라서 환경보상기금의 설

립취지는 계약자나 보증국의 책임문제에 기반한 것이다.

개발규칙 초안에 환경보상기금을 설치하려는 배경은 

해양법협약과 2011년 해저분쟁재판부의 권고적 의견에 

따른 것이다. 우선 해양법협약에서는 제136조에서 심해저

와 그 자원은 인류의 공동유산이며, 제137조에서 어떠한 

국가도 심해저나 그 자원의 어떠한 부분에 대하여 주권이

나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할 수 없으며(제1항), 

심해저 자원에 대한 모든 권리는 인류 전체에게 부여된 

것이며 해저기구는 인류전체를 위하여 활동한다(2항). 제

157조에서는 해저기구는 심해저자원을 관리할 목적으로 

이 부에 따라 이를 통하여, 심해저활동을 주관하고 통제하

는 기구라고 한다. 이 조문에 따라 해저기구는 심해저활동

으로부터 야기되는 유해한 효과로부터 해양환경을 효과

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채택해야 한

다. 해로운 활동으로는 시추, 준설, 굴착 및 폐기물투기로 

Table 1. Current insurance and deep-sea mineral resource 

development

LLMC P&I

Ship damage ○ ×

Equipment damage, 

such as collectors
○ ×

Human impact ○ ○

Environmental damage ×
△

(Oil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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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활동에 관련된 시설, 관선과 그 밖의 장비의 건설, 

운용, 유지와 같은 활동을 적시하고 있다(해양법협약 제

145조(a)).

해양법협약 제139조에서는 당사국이나 국제기구는 이

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당사국이 제153조 제4항과 제3부

속서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효적인 준수를 보장하

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당사국이 제153조 제2항(b)의 규정에 따라 보증한 자

가 이 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

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해양법협약 제3부속서 제4

조 제4항에서는 책임에 대해 좀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

다. 보증국은 이와 같이 보증된 계약자가 이 협약상의 의

무와 계약조건에 따라 심해저활동을 수행하도록 보장할 

책임을 제139조에 따라 자국법체계 내에서 진다. 그러나 

보증국이 자국법체계 내에서 자국 관할 아래 있는 자의 

이행을 확보하는데 합리적으로 적절한 법령을 채택하고 

행정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보증국은 자국이 보증한 계약

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조항에 따라 심해저 광물자원을 개발하는 국

가는 자국이 보증한 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야기된 손

해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기 위해 국내법 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해양법협약 제3부속서 제22조는 계약자와 해

저기구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자는 자신의 

조업 도중의 불법행위로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해저기

구가 작위 또는 부작위로써 손해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책임을 진다. 해저기구는 해양법협약 제168조 제2항에 의한 

위반을 포함한 자신의 권한과 임무를 행사하는 도중의 불법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망간단괴 탐사규칙에서도 계약자는 탐사단계의 완료 

이후 특히 해양환경에 손상을 주는 작업시 위법행위로 인

하여 발생한 여하한 피해에 대하여 이행책임을 계속진다

(망간단괴 탐사규칙 제30조). 그리고 탐사규칙 제4부속서

(탐사계약서의 표준조항) 제16절에서도 이행책임 및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자는 해양환경의 피해를 포

함하여 계약자, 계약자의 고용인, 하도급자, 대리인 및 이 

계약상의 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의 위법행위 또는 부

작위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 그리고 해양환경에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사용된 합리적인 조치에 소요

된 비용을 포함하여 해저기구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서 피

해에 기여한 정도를 참작하여 모든 피해의 실제총액에 대

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해양법협약 제3부속서 

제22조(책임)의 규정에 따른 실질적인 이행규정이다.

해양법협약 제12부 제235조는 해양환경에 대한 피해와 

관련하여 그러한 피해가 발생한 해양 수역에 관계없이 해

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에 관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해

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에 관한 국제적 의무의 이행과 관련

된 국가의 책임은 심해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심해저와 

연계하여야 하며, 책임은 국가(특히, 보증국)뿐만 아니라 

계약자 및 해저기구에도 해당된다. 제235조는 해양환경 

오염으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보장할 목적으로 손해평가와 손해보상 및 분쟁해결을 위

한 책임에 관한 현행 국제법의 이행과 국제법의 점진적 발

전을 위하여 협력하도록 요구하고 적절할 경우 강제보험

이나 보상기금 등 적절한 보상지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보상과 관련된 문제를 

더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개별국가에게 해양환경오염으

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위해 강제보험이

나 보상기금 기준과 절차의 개발을 위해 협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규칙에 환경보상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

고 본다. 

한편, 2011년 해저분쟁재판부의 권고적 의견에서 환경

보상기금과 관련된 부분은 보증국의 책임의 범위와 관련

하여 판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보증국의 책임과 계약자가 

발생하는 손해의 책임간에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았

지만 계약자가 발생한 손해와 보증국이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보증국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ITLOS 2011). 재판부는 인과관계가 없으나 계약자

가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스스로

가 이를 완전히 보상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저기구가 신탁

기금(trust fund) 등을 설치하여 이에 대응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ITLOS 2011; 이 2011).

환경보상기금과 관련하여 개발규칙 초안은 제54조, 제55

조,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초안 제54조에서는 환경보

상기금을 해저기구로 하여금 설립하도록 하고 기금의 규칙

과 절차는 재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이사회가 설립한다고 

한다. 환경보상기금의 목적은 5가지로 정하고 있는데 ⅰ) 경

우에 따라 계약자나 보증국으로부터 비용을 회수할 수 없

는 심해저 활동으로 인한 심해저 피해를 방지, 제한 또는 

구제하기 위해 고안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자금, 

ⅱ) 심해저의 개발 활동으로 인한 환경 피해 또는 손상을 감

소시킬 수 있는 해양 채광 및 실행 방법에 대한 연구의 촉

진, ⅲ) 해양환경 보호와 관련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ⅳ) 

심해저의 복원 및 복구를 위한 최적의 실용가능한 기술에 

대한 연구 자금 그리고 ⅴ) 기술 및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

고 최적의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복

원 및 복구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개발규칙 초안 제55조).

환경보상기금의 재원은 개발규칙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a) 해저기구에 지불된 수수료로 규정된 비율 또

는 금액, (b) 해저기구에 지불된 벌금으로 규정된 비율, (c) 

협상을 통해 또는 개발계약 조건 위반에 대한 법적 절차

의 결과로 해저기구가 회수한 금액으로 규정된 비율,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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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기금에 

지불된 모든 금액, (e) 기금에 속하는 자금의 투자로부터 

받는 모든 소득이다(개발규칙 초안 제56조).

환경보상기금의 설립 목적으로 볼 때 환경보상기금은 해

양환경 복원(recovery)이나 회복(remedies)에 국한되어 활

용되어야 하며 환경연구나 교육은 다른 재원으로 수행하여

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해양환경보호와 관련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은 계약자들의 계약의무로 충족 가능하기 때

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할 경우 상업

적 개발에 따른 이익의 분배시에 특정한 기금을 만들어 이

를 활용하면 될 것이다(박 2022). 그리고 기금의 재원과 관

련하여 제56조(c)에서 협상을 통해 금액을 결정한다는 내

용의 규정은 불확실한 규정으로 삭제가 필요하다. 특히 재

원확보방안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해저기구에 지불하는 수

수료 일부를 환경보상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오염

자부담원칙을 벗어나기에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환경보상기금의 목적은 2011년 

2월 1일 국제해양법재판소 해저분쟁재판부가 제시한 환

경적 책임 격차와 관련한 권고적 의견에 한정되어야 한다

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보다면 환경보상기금을 

설립할 때 기금 운용자, 기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

는 사람, 운용 방식, 기금의 보충 방법 및 최적의 자금 수

준을 포함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명확한 기준이 요구된다. 

3. 우리나라의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재정제도 

우리나라의 환경보호를 위한 재정제도는 ｢환경오염피

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상의 환경책임보험, ｢광

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상의 광해방지 사업

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이행보증금, 

｢해양환경관리법｣상의 해양환경개선분담금과 함께 ｢유류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유배법/허베이특별법｣ 등이 있다. 

이중에서 개발규칙 초안에서 말하고 있는 환경이행보증

금, 보험, 환경보상기금과 성격이 유사한 환경책임보험, 

광해방지사업금, 이행보증금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이 장에서는 이들 법률에서 담고있는 환경보호조치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 국내법상의 3개 유형에 대한 

성격이 보험인지, 이행보증금인지, 오염책임자의 한계를 

넘는 오염손해에 대한 것인지에 대해 교차분석함으로써 

향후 개발규칙초안에서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재정제도의 

정비방향을 위한 근거로 제시하고자 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상의 환경책임

보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약칭: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

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하고 있다. 우선 동 법에서는 사

업자의 환경오염에 대한 무과실 책임(제6조)을 천명하고 

있다. 이 무과실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고 하는 과실책임에 대한 특칙이다. 

두 번째는 인과관계의 추정(제9조)이다. 인과관계의 입

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동법에서는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고 

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발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의 상태와 그 밖에 피해발생

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세 번째는 배상책임의 한도(제7조)로 2천억원의 범위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은 한 번의 사고로 기업 

활동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점, 그 

기업 활동이 우리사회에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 자유로우

면서도 창의적인 기업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

함에 있다(유 2018). 이러한 배상책임의 한도는 개발규칙

의 환경이행보증금 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환경책임보험의 의무화(제17조)이다. 환경오

염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배상할 책

임을 보장하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를 명시(법 제17조 1항, 개발규칙은 제36조)하고, 환경책

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한 후가 아니면 시

설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법 제17조 제3항).6) 이 

규정은 환경이 아닌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한다는 점이 

특별하며 개발규칙의 보험제도와 유사하다. 그리고 다음

과 같이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비

하고 있는 바, ⅰ)환경책임보험에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 

ⅱ)환경책임보험이 개발･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ⅲ)해당 

환경책임보험의 거래조건 등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7)과 보

장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에 우

리나라는 운영기관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두고 있는

데 해저기구에도 이러한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왜

냐하면, 심해저광물자원에 대한 환경보험의 경우 아직 상

6)개발규칙에서도 개발활동시 환경이행보증금을 해저기구에 기

탁하도록 하고 있다.
7)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르면 운영기관이라 함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

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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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화가 이루어진 선례가 없기 때문에 보험이 개발 또는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보험제도가 완비될 때까지 적용

할 수 있는 특칙 마련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해저

기구와 유수보험사간 업무협약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다섯 번째는 환경오염피해 구제(제23조)이다. 환경부 

장관은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

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환경오염피해

의 구제를 위한 급여(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요건은 ⅰ)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ⅱ)제7조에 따른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이다. 

우리나라의 동 규정은 개발규칙상 환경보상기금의 설립

취지와 유사하다. 따라서 개발규칙상 환경보상기금에 이

러한 피해구제를 위해 구제급여의 종류와 한도금액, 구제

급여심사위원회, 구제급여의 신청 및 지급 등과 관련한 내

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동법 제14조에서는 자연환경에 대한 배상 

가능성을 명문화 하였다는 점이다. 제14조는 원상회복비

용 청구 등에 대한 사항으로 “시설로 인하여 발생된 환경

오염피해가 동시에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환경이나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의 침

해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원상회복

을 요청하거나 직접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피해자가 직

접 원상회복을 한 때에는 그에 상당한 범위에서 해당 사

업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개발규칙의 환경이행보증금과 유사하다. 그러

나 이 조항의 정확한 적용 범위, 적용 가능성, 구체적인 

책임의 구성 요건에 대해서는 환경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박 2019).

광산피해방지법상의 광해방지 사업금

우리나라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약

칭: 광산피해방지법)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하여

금 광산개발에 따른 광해방지와 산림(토지) 복구를 위해 

광업권자로부터 광해방지사업 부담금과 산림(토지) 복구

사업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광해방지사업

은 광산개발로 인해 국민 건강생활에 미치는 피해요인의 

분석·제거·예방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생태적 환경 및 친

환경적 광산(이후)개발을 도모하는 것이다. 아울러 광해 

요인을 제거하고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해 국민의 건강 

보호,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어 등 2022).

동 법에서는 광해방지사업의 범위를 ⅰ) 가행광산･휴지

광산 및 폐광산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

으로8)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 ⅱ)폐광산에서 사

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시설물･자재 등의 철거 및 처리, ⅲ)

가행광산･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시설의 설

치･운영 및 관리, ⅳ)광해방지를 위한 조사(토양정밀조사

를 포함한다)･연구･기술개발 및 교육, ⅴ)광해방지에 관한 

국내･외 기술협력, ⅵ)토양오염의 개량 등 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항이다(광산피해방지법 제11조).

광해방지사업 부담금은 환경 관련 규제 일원화로 광해

방지에 대한 광업권자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당

해연도 광해방지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20~40%를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광해방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유

도하도록 하고 있고, 부담금 산정 요율은 기업(광산)규모

에 따라 부담금 부과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한국광해광

업공단 2022). 

산림(토지)복구사업 부담금(채무이행보증)은 광업권자

가 광산개발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위해 산림청 또는 시·

군청에 복구예치금(또는 보증서)을 예치하는데, 예치금의 

30~60%를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공단이 산림복구 채무이

행보증을 해줌으로써 광업권자의 부담완화 및 안정적인 

광해방지사업 추진을 유도하는 것이다. 공단은 산림(토지)

복구사업 부담금을 광산개발기간(20년~최장 50년)동안 

매년 분할부과·징수하며, 산림청 또는 시·군청에 예치금 

전액에 대한 산림복구채무를 보증한다. 

동 법에서 말하는 광해방지사업 부담금은 개발규칙의 

환경이행보증금과 일맥상통한다. 광해방지사업금은 광해

방지의무자가 납부하는 부담금, 관련법률에 따른 정부출

연금 또는 보조금9)으로 조성한다(광산피해방지법 제22

조). 이러한 납부금을 보면 개발자 이외에도 정부 등의 보

증금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에게 모든 책임을 부

8)가. 광산개발 중에 발생하는 폐석

 나. 광물을 선광 및 제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물찌꺼기･

광재 및 침출수

 다. 광물을 채굴한 자리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표

의 함몰 및 지반의 균열

 라. 갱에서 유출되는 오염수 및 선광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마. 광업활동으로 인한 소음･진동 및 먼지

 바. 그 밖에 광업활동에 의한 산림 및 토지훼손(토양 및 농경지

오염을 포함한다)
9)｢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 ｢석탄산업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사용되는 

조성사업비 및 동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폐

광되는 광산의 광해방지를 위한 비용을 위하여 지급되는 폐

광대책비,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

전협력금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금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출연금 또는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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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고 있는 개발규칙의 환경이행보증금의 설립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광해방지사업금의 용도는 ⅰ)광해방지사업의 시행, ⅱ)광

해에 따른 손해배상, ⅲ)휴지광산･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

의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ⅳ)광해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조사(토양정밀조사

를 포함한다)･연구･기술개발･교육, ⅴ)국내･외의 광해방지

를 위한 협력, ⅵ)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

의 운영, ⅶ)가행 중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한 광

해방지사업을 위한 융자, ⅷ)그 밖에 광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등이다(광산

피해방지법 제23조).

동 법에서는 광해방지 및 자연환경의 원상회복을 위하

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해방지의무자로 하

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ⅰ)전년도 광물

의 생산실적, ⅱ)광해의 요인･발생정도 및 범위, ⅲ)광산의 

가행연수 및 정도, ⅳ)연도별 광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ⅴ)

휴광･폐광 후 광해의 진행 가능성 및 그 종료 예정기간, 

ⅵ)광해방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총액, ⅶ)전년도까지 적립

된 부담금의 적립금 총액, ⅷ)광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

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에 필요한 비용총액(손해배상금

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ⅸ)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중부담하고 있는 광해방지비용의 감면, 

ⅹ)그 밖에 광해방지에 필요한 비용에 따라 광산별로 산정

한다(광산피해방지법 제24조 제2항). 개발규칙의 표준과 

지침에서는 환경이행보증금을 계약자가 제안하고 법률기

술위원회가 이러한 부담금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는

(ISA 2022b) 점에서 부담금 산정비용을 표준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표준화는 앞에서 설명한 ISO의 광해관리 국

제표준 사례를 참조하여 심해저 광업에 따른 광해관리 표

준화 논의를 제안해 본다.

광해방지를 위한 주요국들의 대응방식은 다소 상이하

나 공통된 내용을 살펴보면, 광산개발 전후 광해복원 계획

에 대한 법제도화, 추진기관의 설립, 광해방지기술 적용, 

광해방지 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복원계획 이행의 완결성 

확인을 위한 사후관리 등이다(이와 양 2018).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개발규칙상의 환경이행보증금은 

광업생산시에 부과하고 있는 바, 이 보증금을 전년도 생산

실적, 해양오염 발생 정도, 해양오염 방지시설 설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개발자의 초기개발에 따른 재

정적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이행보증금

우리나라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인 이용을 위해 ｢국토기본법｣과 이에 기반을 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을 두어 관

리하고 있다(이 2021).

동 법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

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

위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법 제60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

의 이행담보 행위의 대상은 ⅰ)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ⅱ)토지 굴착으로 인하

여 인근의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ⅲ)토석의 발파

로 인한 낙석･먼지 등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ⅳ)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

로 인하여 통행로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

우, ⅴ)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

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다(국토계획법 시

행령 제59조 제1항).

동법에서는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고 있으나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발행하는 이행

보증서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

서 등을 제출하면 이행보증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국토

계획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이행보증금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

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

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

록 하고, 그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방법은 특

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

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

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

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국토계획법 시

행령 제59조 제2항).

국토계획법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반시설의 설치나 환경오염방지와 같이 개발행위

자가 개발에 따른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한 보증금

을 예치하도록 한 제도로서 개발행위가 종료되면 반환되

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이행보증금이 부담스러울 경우 

SGI 서울보증에 예치금의 1%에 해당하는 보증보험료를 

납부하여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국

토계획법상 개발행위자에게 부과하는 이행보증금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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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끝날 경우 이를 개발행위자에게 반환한다는 측면

에서 개발 이후 모니터링 및 잔류 환경영향관리까지 포함

하는 환경이행보증금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국토계획법상의 이행보증금은 개발규칙상의 환경이행

보증금과 적용범위가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나 설립 취지

면에서 보면 유사하다. 동 법률의 규정을 볼 때 개발규칙

에서 참고할만한 점은 환경이행보증금의 총금액의 설정

이 필요하고 현금이외의 보증조치로 해저기구가 이를 보

증할 수 있는 특별 기관의 설립이나 다른 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환경이행보증금 설립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 심해저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재정제도의 

정비방향

심해저 광물자원의 상업적 개발은 해양법협약에서 규

정하고 있는 인류공동유산의 이익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에 따른 환경피해가 

필수적으로 유발되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도 그 방안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심해저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해저기구는 계약자들에게 

환경이행보증금, 보험을 들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자나 보

증국의 능력을 넘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보상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육상에서의 개발에 따른 환경을 보호하

기 위해 우리나라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의 환경책임

보험, 광산피해방지법상의 광해방지 사업금, 국토계획법

상의 이행보증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들 개별법에

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부담금은 개발규칙초안에서 말하

고 있는 환경이행보증금, 보험, 환경보상기금과 비교하면 

Table 2와 같다.

우선,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의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이

행보증금, 보험, 환경보상기금(설립취지 측면)과 유사하

며, 광산피해방지법상의 광해방지 사업금은 환경이행보

증금과 유사하며, 국토계획법상의 이행보증금은 환경이

행보증금(설립취지 측면)과 유사한 성격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험의 경우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서 환경

책임보험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다. 현재상황에서 개발규

칙에서 말하고 있는 보험의 적용범위를 추정해 보면, 해저

기구의 설문조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보험의 적용대상은 

개발에 투입되는 집광기, 양광기, 채광선과 같은 장비와 

함께 환경피해가 포함되어야 하고 개발에 투입되는 인적 

피해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법률기술

위원회가 말한 바와 같이 사무국이 보험요건과 시장에서

의 가용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구체적인 보험의 보

장범위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개발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재

정제도 중에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환경이행보증금의 경

우 보증금의 상한선 설정이 필요하며, 심해광업의 상업화 

선례가 없기 때문에 개발자가 은행보증서나 보험보증을 

받기 위해 해저기구의 역할이 필요하다. 보험의 경우에도 

해저광업이 상업화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보험의 적용범

위, 보험액 산정과 보험금의 지급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환경이행보증금과 보험금

이 환경보호 부분에 있어서는 중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험의 적용범위에 환경피해를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고

민이 필요하다. 

한편, 환경보상기금의 경우 그 설립 취지에 모두 동감

하지만 이들 기금을 어떻게 얼마나 조성하여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것에 여전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보상기금 설립이 계약자나 보증국으로부터 환경피해 

또는 손상을 보상받을 수 없을 정도의 피해 발생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임을 상기할 때 보상기금의 용도가 환

경피해에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심해저광업시 해양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심

Table 2. Comparison of domestic laws and exploitation regulations (Environmental systems)

Act On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And Relief Thereof

Mining Damage 

Prevention And 

Restoration Act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Remark

(Supplemental item)

Environmental 

performance gurantee
〇 〇

△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Establishment of the 

ceiling, role of the 

authority

Insurance 〇
Whether to include 

environmental damage

Environmental 

compensation fund

△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Limitation of use 

(Environmental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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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광업에 따른 광해관리에 대한 국제표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육상광업의 경우 그 역사가 엄청나게 길지만 광해

관리업무는 조사, 시험방법,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이 정립

되지 않아 기관별, 시기별로 상이한 방법들이 그간 사용돼 

왔다. 따라서 이를 표준화하여 광산지역 환경복원 사업의 

일관성을 꾀하고, 나아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광해방지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광업의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광해관리 국가표준은 특정기술을 표준화하기 보다

는 광해관리 절차와 시스템을 표준화함으로써 광산지역 

환경복원이라는 공익의 실현에 초점을 둔 표준화사업이

라고(이 2016) 한 점에 주목하여 보면 심해저 광업으로 인

한 해양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기준 마련과 환

경･광산 지리정보 시스템 도입을 제안해 본다.

이상과 같이 심해저 광물자원의 상업적 개발을 위해 개

발규칙에서는 계약자들에게 환경이행보증금, 보험, 환경

보상기금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인 논의와

는 별개로 개별국가들도 광물자원 개발을 위해 국내법으

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광물

자원개발을 위해 3가지 정도의 법률에서 환경관련한 의무

를 부과하고 있다. 이들 3가지 국내법상의 관련 내용을 분

석한 결과 향후 개발규칙초안에서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재정제도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규칙의 정비방향은 ⅰ) 심해저 광업의 이익보

장과 해양환경보호의 적절한 균형, ⅱ) 해양환경보호를 위

한 재정의무의 중복성 해결, ⅲ) 보험과 다른 보증금과 보

상기금간 구별을 명확히 할 것, ⅳ)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재정제도의 단계적 운영 필요, ⅴ)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재

정제도의 표준화를 위한 국제보험협회나 기타 관련기관

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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