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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요

1.1 사업목적 

○ 사업개요

  - 연구기간 : 2018.01.01. ~ 2018.12.31.

  - 과제형태 : 창의과제

  - 예산(직접비) : 451백만원(2017년 527백만원, 2016년 586백만원)

  - 협력기관(2018년) : 

국제협력기관 국내협력기관

미국 콜럼비아대 법대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법대/해양법연구소 

미국 하와이대 법대 /JVD 연구소

미국 하와이소재 동서센터

호주 울릉공대 호주국립해양자원안보센터 

캐나다 빅토리아대/법대 및 아시아태평양센터

유엔해양법사무국

극지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대

해양대

인하대

적도해양포럼 등 다수  

○ 해양활동, 독도영유권/영유권, 독도해양과학기지, 이어도 주변수역을 포함

한 해양경계획정, 동해지명, 관할권 중첩수역에서의 해양활동 등 UNCLOS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국제적 대응력 강화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과 

전통적 해양분쟁 요소에 대응하고, 아국의 이론적 지지세력 확보기반 구축

  - 해양을 둘러싼 해양분쟁을 단계적, 장기 전략적 차원에서 해결 추진 

  - 우리나라의 주도적 역량 및 역할 강화를 통한 국가해양권익 확보 및 국제

수준의 매개 역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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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해양법질서의 실무적, 이론적 흐름을 주도하는 세계적 석학 참여를 통

해 한반도 주변해역 경계획정에 대한 우리나라 주도형 이론형성과 확산

(위탁과제 포함)

  - 국제해양법 분야의 주도적 역량 강화를 통한 <국제해양질서유도 → 국가

정책 제시 → 연구사업화>의 단계화로 국내외 연구원의 인적/조직적 연구 

인프라 구축

○ UNCLOS 체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해양법 이슈(neglected Issues)의 국제적 

레짐 형성을 둘러싼 국제적 논쟁과 국제해양질서 재편 시도에 대응 기반 

구축. 新해양이슈를 둘러싼 질서와 레짐형성의 주도적 역량 강화 및 해양

활동영역(maritime domain) 확대를 위한 국제전문가 및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 세계적 권위와 역사를 가진 미국 해양법연구소(Law of the Sea Institute/미

국 버클리대 법대 소재, 1965년 설립)와 공동으로 국제해양법연차대회 개

최 → 우리의 당면 해양법 현안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이론을 국

제해양법학계에 전파하며, 우리에 유리한 학설형성 도모 추진  

  - 기후변화 등은 UNCLOS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슈이며, 해양과학조

사 등은 고의적 회피 요소임 → 단, 갈등의 복잡화에 따른 고질적 갈등과 

새로운 국제해양법적 규범 형성 움직임이 제기, 아국의 입장을 반영한 이

론 형성 추진 

  - 정부정책 결정･집행시 해양법 관련 문제에 대한 세계적 석학들과의 자문 

및 공동연구를 통한 사전･사후적 검증으로 정부 정책추진에 대한 학문적 

타당성 및 실효성 강화 추진   

  - UNCLOS 이행협정 등 해양질서 재편에서 아국의 국제적 매개 역량 강화

와 권익 확대를 위한 국내적 논리 개발과 손익분석, 해외 석학의 이론적 

해석방향에 대한 선행분석 진행

  - KIOST 자연과학 분야와 연계된 국제적 학술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해양분

야 인재 양성 → 국제적 역량의 해양인재육성 → 국가해양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발전 근간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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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으로의 해양활동 영역확대를 위한 지역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해

양외교적 영향력 확대기반 마련 

  - UN, UNCLOS, IMO, 국제해양법재판관 선거 등 국제무대에서의 투표권, 

풍부한 해양자원(유전자원, 수산자원, 광물자원, 공간자원) 등 태평양 14개 

도서국 진출 및 우호세력 형성을 위한 기반 구축이 시급

        * 태평양 도서국들은 EU,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중국, 대만, 

인도 등을 중심으로 해양활동기반 및 해양자원 확보를 위한 소리없는 

총성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1.2 사업내용(2018년)

○ 국제해양법연차대회 및 지역회의 공동개최 

  - 미국 해양법연구소와 공동개최하는 국제해양법연차대회는 대륙순환 원칙

을 기반으로 개최장소를 비롯한 회의 주제 및 분과주제 선정과 패널구성

을 통해 국제해양법학계에의 영향력 강화 추진

  - 한반도 해양현안에 대한 공동협력 활동을 위해서 미국 해양법연구소(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법대 소재) 연구진과 콜럼비아대 법대를 현지호스트

로 하여 진행하며 해양법 및 한반도 해양문제 현안 수요를 접목, 개최장

소, 현지파트너, 테마 및 패널과 발표자 선정 등 영역에 대한 협력

  - 지역회의는 하와이대 법대의 존반다이크연구소(JVD) 및 캐나다 빅토리아

대 법대 및 아시아태평양 센터와 협력하여 빅토리아대학교 법대에서 공동

개최하며 지역적으로 이슈화 되거나 지역적 해양질서 관련 소수의 분야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논쟁을 다루는 포럼위주의 지역회의로 개최하고 

현지 호스트 기관과 협력관계 구축을 추진하되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의를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지원  

  - 국제사회 해양 현안을 중심으로 유엔해양법사무국 등을 포함한 해양법분

야의 세계적 석학 등 선정, 국제적 이론 형성의 선행 연구현황과 우리나라 

적용의 손익을 분석, 우리나라 해양정책 설정의 객관성과 국제적 개입성 

강화, 우리나라 해양문제의 객관적 검토와 국익 부합형 해양질서 형성 유도 



     해양경제영역 확장을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사업(2018)

6  

  - 국제 학자 및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한 우호세력 확보와 비우호적 학자에 

대한 학술적 설득과 극복논리 개발 

  -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을 위해 국제 전문가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

도하여, 향후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발생가능한 해양분쟁의 적용가능성, 판

례의 형성 방향, 관련 국제분쟁 발생 시에 대비한 성향파악 등 사전 대처

방안 수립 추진 

  -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해양과학기술분과를 해양법연차대회에 설치하고 지

역대회에 포함시켜 개최국 및 참여국 관계기관 그리고 참여 전문가들은 

물론 해당분야 해양법 해양정책 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킹 강화 도모. 특히 

최근 국제무대에서 언급되고 있는 해양법/해양정책/해양거번넌스 이슈들

에 필수적인 해양과학적 전문성을 한국의 해양과학기술 전문지식을 통해 

접목시키는 네트워킹 추진 

  - 해양법 정책분야 신진학자 초청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국가현안과제 홍보 

및 우호적 관계 수립 및 한국에 우호적인 젊은 전문 학자 양성 추진

○ 미국 콜럼비아대 법대와 공동연구 수행 

  - 국가 해양법 현안에 대한 콜럼비아대 법대 연구진과 공동연구 수행 및 콜

럼비아대 법대 학술네트워크를 통한 전세계 해양법학자들의 참여를 바탕

으로 법적 타당성 검증

   * 콜럼비아대는 자체 국제법 전문가 역량과 국제기구 및 국제(해양)법 전

문가 운용에 적격

  - 미국 콜럼비아대 법대 연구진과 콜럼비아대 법대의 국제적 전문가 네트워

크를 활용하여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한반도 해양관할권 및 해양법 현안문

제에 관한 제3자 시각의 연구결과 도출 

  - 2013~2018년 동안 독도문제 및 독도해양과학기지 건설과 관련된 국제소송 

대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소송절차법 및 재판관할권 문제, 유엔해

양법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의 법 해석 문제 및 실체법적 대응방안 연구, 

서해 NLL의 법적 성격과 북한간 잠재적 분쟁 가능성에 대한 검토/북방한

계선의 역사적 배경 및 잠재적 법적문제 등에 대한 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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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대양)으로의 진출을 위한 지역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소도서국으

로의 해양활동영역확대를 위한 인식강화 및 해양활동공간확대/외교네트워

크 기반 구축 

  - 2013~2014년도에 수행한 태평양국가 현지연안 기반조사 결과 및 분석에 

따른 현지 정부대상 발표 및 정보공유를 통해 현지 해양관련 정부기관과

의 협력네트워크 기반 구축 

  - 태평양도서국 연안조사결과 환경도 작성 및 연안국 활용제안에 더불어 

LOSI 및 하와이 법대와의 해양법 대회 의제 상정, 신진학자 참여확대 등

을 통해 태평양 도서국들과 과학외교적 및 경제활동영역 확대기반 구축

  - 지속적인 태평양지역국가들과의 네트워크 활동유지 및 확대노력을 위해서 

현지 해양활동영역 국가적 차원에서 발굴 추진(e.g. ODA 사업 등) 

  - 현지활동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각 도서지역마다 특이한 문화와 역

사, 전통과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상생의 목표공유가 중요함. 이를 

위하여 국내 전문가 네트워크구축운영, 현지 이해향상을 위한 정보제공 

등을 위한 플랫폼 운영(e.g. 적도해양포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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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배경 

○ 우리나라는 독도영유권, 이어도, 동해명칭표기, 해양경계획정, 불법어업, 해

양과학조사, 해양자원개발 등을 둘러싸고 주변국과 지속적인 갈등관계에 

있음. 해양에 관한 국제적 ‘헌법전’인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발효에

도 불구하고, 협약의 다수 규정은 여전히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바, 

이는 각국이 협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원인으로 작용 

○ 이는 국제판례의 해석과 적용, 각국의 실천에 대한 국제적 수용 문제가 우

리 주변수역의 갈등구조를 해결하는 주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의미. 더욱

이, UNCLOS 채택시 국제사회가 인지하지 못했던 이슈(e.g., 기후변화, 해양

생물유전자원 등), 고의로 회피하였던 문제(MSR, 군사활동 등) 등에 대하

여는 현재 다양한 국제적 레짐 형성의 필요성 제기 

○ 우리나라의 경우, 한일간 북부대륙붕 경계를 제외하고 해양경계 미획정수

역에서 해양분쟁은 언제든 발생 가능. 중국과 일본이 국제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경험과 실무적 국제협력을 구축한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해양분쟁 

해결역량은 여전히 한계 존재. 이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확보한 LOSI, ICJ, 

ITLOS 등 국제적 이론 및 실무해석 역량을 가진 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이 

요구되는 배경 

○ 동시에, 우리나라의 해양권익 확보를 위해서는 다수의 투표권과 풍부한 자

원을 확보한 태평양 도서국과의 해양외교협력 네트워크 기반 구축이 시급. 

이는 해양과학의 이해력 증진 뿐 아니라, 해양경제영역 확대를 위한 실리

적 이유에 기인

○ 국제해양법학계에서 우리나라 주변해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주로 일본과 

중국을 통해 알려지고 있음에 따라 이를 시정토록 함과 동시에 해양법적 

논리 개발 

  - 한 예로, 일본의 오키노도리시마(암석)에 대한 200해리 주장의 불법성이 

해양법연차대회에서 제기되도록 하였으며, 중국의 이어도 주변수역 관할

권 주장에 대한 권리남용 금지원칙에 따른 부당성에 대한 내용도 해양법

연차대회에서 제기하며 토론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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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추진은 일본의 해양정책연구소가 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며 우리나

라가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 일본해양정책연구소가 개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향후 국제해양법학계에서 주변해양에 대한 해양법 현안문

제에서 우리나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해양법학적으로 일본의 영

향력을 저지할 학계적 기반이 약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첨부자료 1 참조)

○ 즉,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해석을 통해 형성되는 새로운 해양질서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한반도 주변국을 포함하여 외양에서의 해양활동 확보를 위

한 각국의 국제해양질서 재편 시도에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주도적 역할 

강화를 위한 국제수준의 매개 역량 확보 필요

○ 해양현안에 대한 단발적이고 국내 지향적 시각을 지양하고, 국제해양법질

서의 실무적, 이론적 흐름을 주도하는 세계적 석학 참여를 통한 새로운 해

양질서 패러다임 형성을 유도할 필요성 증가 

○ 특히, 우리나라의 해양질서형성 관련 현안 문제 중 핵심 과제들을 선정하

여 국내적 논리개발 뿐만 아니라 해외 석학을 통한 논리전개가 필수적 

  - 우리나라 관련 해양법 현안문제 및 동해명칭 문제 등에 단기적 그리고 즉

시적 대응만으로는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도출이 어려우며, 장기 그리고 

지속적인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한 노력이 있어야 함에 따라 네트워크가 

형성된 학계/기관(버클리대, 콜럼비아대, 하와이대, 호주 울릉공대, 유엔해

양법사무실 등)을 중심으로 국제해양법학계에 우호적 학설 형성 및 주도 

필요

  - 독도, 이어도 수역의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비롯한 한 중간, 한 일간 그리

고 남 북간 북방한계선 문제 등 해양현안에 대한 해외 석학들의 객관적 

평가, 아국 이해 반영 기반 및 학문적 지지 확보 필요 

  - 한반도 주변수역의 대외적 영향, 즉 동북아 정세를 고려한 거시적 해양질

서 변화 요소의 사전 분석과 법적 해석을 유도, 해양분쟁 요소에 대한 주

변국 학자, 국제석학, 국제판례의 경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대응 기반 

마련 

○ 해양경계획정 중심의 해양현안에 대한 주제발굴과 세계 석학들과의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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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형성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현황 및 논리

구성에 대한 검증이 요구 

○ 우리가 인지하고 적응하고 지내던 해양이 제 2차 세계대전 후 기후변화 및 

해양강국세력 변화 등으로 인해서 해양이 우리가 알던 해양은 더 이상 존

재 하지 않으며 해양환경적으로나 해양세력 측면에서 새로운 해양이 만들

어지고 있음. 이에, 방향성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이해 제고 및 대응준

비가 요구됨

○ 또한, 이러한 도전을 국익에 맞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 해양질서의 레

짐 형성을 주도하는 국제석학들과의 네트워크 강화, 우리나라 해양정책 및 

해양현안 대응 능력 강화, 국제적 무대에서 우리에 유리한 지지표를 줄 수 

있는 우리와 가까운 이웃 국가인 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노력도 필요(한 

예로, 해양법재판소의 재판관 투표활동에도 남태평양 도서국들의 지지 확

보 등)

1.4 사업추진의 기본내용

○ 사업의 기본특성 변화 

  - 국제협력네트워크를 위한 공동회의 개최 및 국가아젠다 개발이 주를 이루

었기 때문에 기관 인프라사업으로 진행되었던 해양법연차대회 사업과 

KIMST 국가 R&D 사업에서 부처 임무형사업으로 해양과학기술원에 이전

되어 단계별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개발도상 연안.소도서국 해양개발인프

라구축연구 사업이 1단계 완료로 중단

  - 사업의 특성상 필요성에 따라 두 과제의 일부분만을 합치면서 창의과제로 

2015년도 중반에 재계되었으며 전체적으로 과제가 축소되어 진행

  - 또한 국가정부정책의 예산 삭감에 따라 지속적으로 예산이 축소되어 진행

되고 있어 홈페이지운영을 통한 정보공유, 남태평양도서국들과의 해양과

학기반 협력활동영역 확대 등에 대한 연구내용 배제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고 향후 예산확대를 통해 배제된 내용의 점진적 포함노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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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도 사업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축소되었으며 관련 평가절차도 일반 

자연과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일반 기본사업 형식으로 진행되어 향후 관

련과제와 연관된 평가위원단 선정 및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사

업에 적절한 평가방식의 수정이 필요함. 이러한 축소로 인해 태평양 관련 

분석자료의 개별적 발간배제와 국내에서의 인식제고 활동은 극히 제한적

인 범위내에서 계획되고 진행됨

○ 사업의 기본목표(2018) 

  - 국제해양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1) 해양법연차대회, (2) 지역현안 중심 및 

신진학자 육성 중심의 지역회의, (3) 국가해양정책 현안 수요에 대한 공동

연구, (4) 태평양(대양)으로의 진출을 위한 성공적 해양협력 강화 필요성에 

따라 태평양지역 전문가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을 중심으로 추진 

  - (1)과 (2)는 국가 해양현안과 新해양이슈에 대한 국제적 이론과 레짐형성

의 방향을 이해하고, 아국의 해양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되며, (3)은 현재 

이슈화된 문제에 대한 국제적이고 객관적 해석과 판례적용 문제를 도출하

기 위해 추진, (4)는 문재인 정부의 대양으로의 진출을 기반으로 하여 태

평양(대양)으로의 해양이용과 개발 역량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해양과학기술의 적용과 활동영역을 확대, 장기적으로는 태평양(대양)으로

의 해양진출 가능성 다각화, 해양외교력 강화 지지세력 확보추진을 위한 

과제 개발 가능성 탐구 및 전문가네트워크 구축활동 등으로 진행   

  - 또한 관련된 사업의 기본목표에 적합한 성과로 그리고 홍보차원에서 논문, 

저널 특별호, 서적 발간 등을 통해 정보공유 및 성과확산/배포를 진행함

◾ 미국 해양법연구소와 국제해양법연차대회 공동개최 (첨부자료 2 참조)

  - 매년 정기적으로 국제해양법에 관한 국제 세미나 개최(연차대회) 및 이를 

통한 국익제고방안 도출, 그리고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거나 세부적 

자료가 확보되지 않고 있는 국제적 신흥 이슈들에 대한 동향 및 네트워크 

가능 전문가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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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제13차 해양법연차대회는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대 법대소

재 해양법연구소(Law of the Sea Institute, LOSI)와 미국 뉴욕시에 있는 

콜럼비아대 법대를 현지 호스트로 하여 공유물로서의 해양(Common 

Currents)를 주제로 현재 국제사회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 지고 있는 

심해서, 극지, 종다양성, 수산자원, 해양과학조사 등에 대한 이슈들을 

다루었으며 2018년 9월 19일(수)-21일(금)(본회의 일정 9월20일-21일) 공

동개최(본과제 활용). 2018년 회의에서는 극지연구소도 부지원자

(collaborating sponsor)로 참여함

   ∙ 2017년 제12차 해양법연차대회는 버클리大에 소재한 LOSI와 스웨덴 말

뫼에 있는 해사대학을 활용한 국제적 해양이슈(해양법 + 해양과학기술), 

SDG 14 등 신 해양질서 이슈에 대한 전반적 주제로 추진 /해양환경에 

강한 유럽국가들의 관점파악을 위해 유럽(스웨덴) 해사대와 말뫼에서 

2017년 8월13일(일) ~ 15일(화)(본회의 일정 8월 14일-15일) 공동개최(본

과제 활용)

   ∙ 2016년 제11차 해양법연차대회는 싱가포르국립대 국제법센터(Centre for 

International Law,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CIL)가 현지 호스트로

서 싱가포르(Grand Copthorne Waterfront Hotel)에서 2016년 8월 29일(월) 

~ 31일(수) (본회의 일정 8월30일~31일) 미국 해양법연구소와 공동개최

(본과제 활용)

   ∙ 2015년 대회는 해양법연구소 창립 50주년을 맞아 미국 해양법연구소가 

있는 캘리포니아대 버클리대학교 법대에서 2015년 10월8일 ~ 10일 공동

개최(본과제 활용)

   ∙ 2014년 대회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마드리드자치대 법대와 2014년 9월 

18일 ~ 21일 공동개최(본과제 활용)   

   ∙ 2013년 대회는 미국 해양법연구소가 있는 캘리포니아대 버클리대학교 

법대에서 2013년 10월 11일 ~ 12일 공동개최(본과제 활용)

   ∙ 2012년 대회는 여수 엑스포와 연계하여 한국 서울에서 5월 21일 ~ 5월 

24일 공동개최(타과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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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대회는 호주 울릉공대학에서 11월 28일 ~ 12월 2일 공동개최 (타

과제 활용)

  - 장소, 주제 및 분과주제, 패널구성, 발표자 선정 등을 통한 국제해양법학계

에서의 영향력 강화 

  - 해양법 정책분야 세계적 석학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등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우호세력 확보와 비우호적 학자에 대한 학술적 설득과 

극복논리 개발 및 향후 해양관련 국제분쟁 발생 시에 대비한 재판관 및 

재판소에서 마주칠 수 있는 세력들의 성향파악 및 대처방안 수립

  - 해양과학기술분과 설치를 통해 개최국 및 참여국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은 

물론 해당분야 해양법 해양정책 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킹 강화도모

  - 해양법 정책분야 신진학자 초청운용을 통하여 국가현안과제에 대한 홍보 

및 우호적 관계, 우리나라의 학문적 견해전달 등을 통한 인식제고 추진

  - 대회개최 시 개최지국 정부 및 관계기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향후 한

국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활용추진

◾ 지역별 학술회의 공동개최 추진(첨부자료 3 참조)

  - 국제해양문제와 관련 지역별 학술대회(Regional Conference) 주도 및 개최

를 통해 현안문제에 대한 국가적 이익을 대변하고, 향후 아젠다 선점에 있

어서 주도적인 역할 수행 추진

  - 태평양 동아시아 지역에 중점을 둔 지역회의로 자리매김한 동아시아 지역 

지역대회는 하와이대 법대소속의 존반다이크(Jon Van Dyke, JVD) 연구소

와 공동으로 개최를 주도하며 필요시 JVD 연구소와 협력하고 있는 하와

이대내에 있는 East-West Center 및 호주의 울룽공대 국립해양안보자원연

구센터(ANCORS)간의 협력도 추진

  - 특히, 도서지역의 이슈들과 동아시아지역 이슈들을 중점에 두고 젊은 연구

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젊은 학자들의 친한세력 확보노력 추진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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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빅토리아주에 있는 빅토리아대 법대와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가 현지 호스트로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지원으로 2018년 10월11일

에서 13일까지 Ocean Law and Policy Issues of Global, National and 

Regional Concern 라는 주제로 현지 빅토리아대 법대 국제회의실에서 

진행함.  동 년도에도 미국 하와이대에 설치되어 있는 동서센터가 협

력하여 회의를 진행함

   ∙ 2017

      - 피지에 있는 태평양위원회(Pacific Community, SPC)가 현지 호스트로

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지원으로 2017년 11월 16일(목) ~ 18(토)(본회

의는 2017년 11월 17일 ~ 18일) 동안 SDG14 and Ocean Issues for the 

Pacific Islands and the East Asia이라는 주제로 지역회의를 피지난디

에서 개최하였으며 이번에는 미국 하와이대에 있는 동서센터에서 추

가 협력자로 참여

   ∙ 2016년 

      - 호주 울룽공대 법대 국립해양자원안보센터(ANCORS)가 현지 호스트

로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지원으로 2016년 11월 02일(수) ~ 04일(금) 

동안 Blue Challenges : Ocean Issues for the Pacific Islands and East Asia 

주제로 지역회의를 호주 울룽공대 ITAMS Building Innovation Campus

에서 하와이대 법대의 Jon Van Dyke 연구소와 공동개최   

   ∙ 2015년 

      - 하와이대 법대 동서센터(East West Center)에서 11월12일 ~ 13일 Maritime 

Diversity, Climate Change and Maritime Boundaries 지역회의 하와이대 

법대의 Jon Van Dyke Institute와 공동개최 

   ∙ 2014년

      - 한국 외교부 국립외교원에서 10월 1일 ~ 4일 동아시아국제법발전재단 

국제워크샵 공동개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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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극동연구소에서 10월 26일 ~ 30일 독도 및 북극정책에 관한 

남 북 러시아 국제학술 워크숍 공동개최 지원 

      - 하와이대 법대 동서센터(East West Center)에서 12월14일 ~ 16일 Our 

Ocean Planet-Governance for a Better Future 지역회의 공동개최 지원 

   ∙ 2013년 

      - 미국 하와이대 법대에서 1월 31일 ~ 2월 1일 Jon Van Dyke Institute 

Inaugural Symposium and Conference를 공동개최 지원 

◾ 정부수요기반, 주변수역 해양분쟁 요소관련 국제분쟁/소송절차 공동연구 

  - UNCLOS의 분쟁해결절차 관할권 및 수리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콜럼비아대 법대와 콜럼비아대 법대 국제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문가들과

연구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동 워크숍 개최

  - 독도해양과학기지, 영유권, 이어도 주변수역 해양경계획정, 관할권 중첩수

역에서의 해양활동 등 전통적 해양분쟁 요소에 대응하고, 아국의 이론적 

지지세력 확보 기반 구축

   ∙ 향후 통일 또는 남북한 협력 활동의 활성화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북방

한계선 등에 대한 문제가능성에 대비한 대응기반 마련 필요 

   ∙ 독도영유권과 한반도 주변해역 해양경계획정의 문제, 독도에 대한 관할

권 행사와 관련하여 일본의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절차 이용에 대

한 대응 연구 필요

   ∙ 독도해양과학기지와 독도입도지원센터 등의 독도 인근의 시설물 건설

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 학계와 부처간 합의 부재 

상황 발생

   ∙ 최근 이와 관련한 국제중재재판소의 판정이 연이어 내려짐에 따라 국제

사회에서도 유엔해양법협약상 법원 또는 재판소의 관할권에 관한 문제

가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음

  - UNCLOS 발효(1994)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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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해석, 적용하려고 시도 → 핵심 해양이슈는 국가간 분쟁의 장기화

에 따른 국제적 이론 형성과 주도력이 중요

  - 이어도 수역의 해양경계획정 문제 등 해양현안, 독도 영유권에 관한 실무

적 해석과 적용(ICJ/ITLOS/PCA), 이론적 해석(학계) 과정에서 아국입장 강

화, 객관성/합리성 확보 

  - 해양현안에 대한 단발적인 국내지향적 시각 지양, 국제해양법질서의 실무

적/이론적 흐름을 주도하는 세계적 석학 참여를 통한 새로운 해양질서 패

러다임 형성 유도 

  - 국제정세를 고려한 거시적 해양질서 변화 요소의 사전 분석과 법적 해석 

유도, 해양분쟁 요소에 대한 주변국 학자군, 국제석학, 국제판례 경향 선행

분석, 대응기반 마련

  - 2018년도에는 북방한계선 역사적 배경 및 잠재적 법적문제에 대한 심층적 

분석 필요에 따라 진행 (첨부자료  8 참조) 

   ∙ 2018.10.11. 비공개 소규모 전문가 워크숍

  - 국제협력/공동연구(위탁과제) 내용

   ∙ 국제공동연구의 최종적 목적은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영유권 및 해양경

계획정 등의 문제에 대한 국제소송 절차연구를 통한 주변해역 분쟁 대

응방안 수립 및 해양갈등 현안에 대한 국제(해양)법적 해석의 객관화를 

통한 아국 주도의 이론 형성 및 대응 전략 수립

   ∙ 미국 뉴욕에 위치한 콜럼비아대학 법대와의 협력을 통해 유엔해양법협

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분쟁의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

절차와 우리나라 해양갈등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자 콜

럼비아대 법대 한국법연구센터의 Jeong-Ho Roh교수와 협력 교수/ 인적

네트워크내에 있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위탁과제를 통해 공동연구 수행

   ∙ 연차별 목표 및 수행주체별 수행과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다

변화 하는 해양이슈들에 대처하기 위해 유연성을 가지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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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대상 : 미국 콜럼비아대 법대 한국법연구센터 

       - 위탁과제제목(2018) : 유엔해양법협약상 서해북방한계선 관련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분석

2017년 제목 :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에 규정된 세 가지 선택적 배제선언

2016년 제목 : UNCLOS의 분쟁해결절차 관할권 및 수리가능성에 대한 연구

2015년 제목 : ICJ 소송절차와 Forum Prorogatum 적용연구(*독도관련 국제재판소

에서 소송진행시 필요한 조치 기반 자료 확보 및 대응준비 추진)

  - 필요성 및 동기

   ∙ 북방한계선과 관련하여 남북 관계에서 발생 가능한 유엔해양법협약상 

법적 문제 검토와 문제발생시 즉각 대응을 위한 법적 쟁점 분석 필요

   ∙ 서해북방한계선 부근의 남한 영해기선 관련 정책 검토와 주권 실행에 

관한 검토

   ∙ 관련 문제에 대한 국외 전문가 서면 자문 및 워크숍 개최 필요

   ∙ 국외 전문가들에게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사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

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이론을 국제적 이론으로 발전, 확산시켜 우리나라 

입장의 객관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결과물의 정기간행물 발간 

  - 해외 유명 출판사 활용 영문도서/논문집 발간 내용(2013~2017) 

   ∙ 2011년 호주 Wollongong(울릉공)에서 11월 28일 ~ 12월 2일 개최된 해양

법연차대회를 통해 나온 논문들을 모아 Martinus Nijhoff/Brill사를 통한 

논문집을 책자로 발간(ISBN 978-90-04-26258-4, 2013년12월 발간)

   ∙ 2012년 한국 서울에서 5월 21일 ~ 5월 24일 개최된 해양법연차대회를 

통해 나온 논문들을 선별하여 버클리대 법대 온라인 논문집으로 2013

년 7월에 발간 및 책자로 버클리대 법대 출판사를 통해서 발간되어 

2014년 1월에 배포됨(ISBN 978-0-615-97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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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하와이대 법대에서 1월 31일 ~ 2월 1일 개최된 하와이 지역대회

를 통해 발표된 자료들을 논문집으로 하와이대 법대 출판사를 통해서 

2013년 12월에 발간(University of Hawaii Law Review, Vol. 35(2), Spring 

2013, ISSN 1942-9223)

   ∙ 2015년에는 2013년 미국 버클리대 법대에서 개최된 해양법연차대회를 

통해 나온 논문들을 선별하여 모아 Martinus Nijhoff/Brill사를 통한 논문

집을 책자로 발간(ISBN 978-90-04-29960-3, 2015년 8월에 발간)

   ∙ 2016년에는 2014년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해양법연차대회를 

통해 나온 논문들을 선별하여 Brill/Nijhoff 사를 통한 논문집을 책자로 

발간(ISBN 978-90-04-31143-5, 2016년 11에 발간)

   ∙ 2017년에는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에 2015

년 하와이에서 개최한 제3회 국제아태평양해양 정책지역회의 자료 포

함 Practical Implementation Issues for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Nagoya Protocol from a Korean Perspective 등 논문 3편 

등 게재 

     - 발간일자 : 2017년/Vol 5. No. 1

     - 출 판 사 : Brill/Nijhoff (www.brill.com)

     - ISSN : 2213-4476/e-ISSN2213-4484

   ∙ 2017년에는 추가로 Asia-Pacific Journal of Ocean Law and Policy에 2016

년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국제해양법연차대회 자료(권문상 특별공동편

집위원)가 포함된 논문이 특별이슈(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in 

Asia : Regional Implementation of IMO Convention)로 발간됨 

     - 발간일자 : 2017년/Vol 2. No. 2

     - 출 판 사 : Brill/Nijhoff (www.brill.com)

     - ISSN : 2451-9367/e-ISSN 2451-9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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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2017년에는 2015년 국제해양법연차대회(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법대에서 버클리대 LOSI와 공동 개최) 발표자료들을 선별하여 Brill/Nijhoff 

사와 계약을 통해 2018년 상반기에 발간됨

   ∙ Ocean Law Debates : The 50-Year Legacy and Emerging Issues for the 

Years Ahead(2018.03.29.)(ISBN:9789004343146) 

   ∙ 저자 : Harry N. Scheiber, Nilufer Oral and Moon Sang Kwon  

   ∙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분쟁해결절차는 분쟁당사국 간 합의가 없어도 일

방의 제소에 의하여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므로 관할권 및 수리가능성

에 관한 분석은 매우 중요

   ∙ 국외 전문가들에게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사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

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이론을 국제적 이론으로 발전, 확산시켜 우리나라 

입장의 객관성을 확립할 필요

1.5 사업의 기대효과 

○ 해양법 현안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이론을 국제해양법학계에 전파 →

아국에 유리한 학설형성 도모 → 독도영유권 강화, 해양관할권 확보 등 장

기적 해양정책 추진 지원

○ 국제적 해양네트워크를 통한 공동연구 수행 → 국가정책 추진의 타당성 및 

실효성 제고

○ 국제무대에서 아국 해양역량 강화를 위한 우호세력 확보 → 해양경제영역 

확대에 기여

○ KIOST와 LOSI간의 협력에 따른 기대효과 

  - KIOST 주도의 세미나가 안정화 단계 진입 시(대략 2015년 ~ 2018년, 예산

안정성 확보여부에 따라 진행 필요), 국제해양법 영역을 주축으로 해양과

기원의 활동분야별 Panel을 점진적으로 추가, 참여폭 확대 추진(해양종다

양성, BBNJ/ABNJ 활동, 대양에서의 해양활동, 해양과학조사, 자원탐사, 공

해에서의 해양활동, 군사활동, 항해의 자유, 극지분야, 기후변화 분야 등) 



     해양경제영역 확장을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사업(2018)

20  

  - 국제해양법과 해양과기원 주도 영역을 큰 테마로 추진하되, 후자의 영역별 

패널은 KIOST 핵심부서가 세부사항을 주도하여 추진 → KIOST의 대외 

인적/조직적 역량강화를 통해 자원확보, 지속가능한 환경, 도서국 활동, 해

양활동공간 확장, 해양에너지 등 책임부서/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해양관련 

외교활동무대에서 과학적 기반 논리전개 기반확충을 통해 해양과학외교활

동의 영향력 강화기여 기대 

  - 국제해양법/정책의 인적/조직적 네트워크 및 인프라 확보로 아국 주도형 

국제해양질서 형성 도출 → 해양영역별 사업화 → 해양갈등 현안에 대한 

친한 인사/조직의 확대에 기여

  - 국제해양질서를 주도하는 학계, 국제기구, 각국 유관기관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대정부 정책 방향 제시 및 대내외 해양과

기원 역량/네임벨류/기관 브랜드화 제고

  - 국제해양법/정책 분야에서의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전개가능한 해양질

서 형성의 예견과 KIOST 사업기획력 강화에 활용

○ 콜럼비아대 법대와의 국제협력연구에 따른 기대효과

  - 해양갈등 및 국제해양질서(국제판례 포함)의 변화에 부응하는 중장기 해

양갈등 발생 예측과 함께, 국제소송 발생시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해석태

도를 갖춘 국제적 인사를 중심으로 조기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

  - 국제법 영역에서의 이론적 틀과 국제석학들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

한 콜럼비아 대학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국제질서와 법적 해석 또는 논리 

변화를 반영한 정책대응 가능

  - 우리나라 중심의 해양갈등 현안 문제를 주제로 설정, 우리나라의 해양정책 

위기관리 및 해양분쟁(영유권문제)의 이론적, 실무적 대응방향을 설정하

여, 정부정책의 객관화와 단계적 대응력을 확보

  - 해양법과 국제법 영역에서의 이론적 틀과 국제석학들에 대한 인적 네트워

크를 보유한 콜럼비아 대학과의 협력연구를 통해 국제질서와 법적 해석 

변화를 반영한 정책대응 방향 설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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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익에 부합하는 전략방안 도출과 새로운 해양질서 패러다임 형성을 유도

하고, 해양법 영역에서의 국제적 이론을 주도 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 국제해양법질서의 실무적, 이론적 흐름을 주도하는 세계적 석학 참여를 통

해, 우리나라 해양갈등 현안에 대한 제3자로서의 객관적인 논리와 근거들

을 축적하여 국제재판소 및 기타 국제외교무대에서 우리의 의사를 논리적

이고 체계적으로 풀어나가고 반대의사에 대한 효과적인 반박을 할 수 있

는 근거들을 확보하고 토대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며 향후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되기 시작하면 해양법연차대회 사업과 연동하여 운용하며 사업추진의 

국제적 객관성을 확보 및 전파 

  - 해양관할권, 관할권 주장 중첩해역에서의 해양활동, 영유권 분쟁 등 정부

의 해양 갈등현안에 대한 정책 수반형 국제(법)적 해석 작업에 대한 제3자

의 객관적인 해석과 갈등의 전개 양상을 사전에 파악, 국가 대응정책 수립

에 기여

○ 국제해양법 및 해양정책 영역에서의 인적/조직적 인프라 확보로 우리나라 

주도형 국제해양질서 형성 도출 → 해양갈등현안에 대한 친한(親韓) 인사/

조직 확대에 기여 

○ 국제해양질서를 주도하는 학계, 국제기구, 각국 유관기관 전문가 네트워크

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한 중, 한 일간 해양경계와 해양갈등 현안에서 우리 

국익을 반영할 수 있는 국제해양질서 형성에 기여

  - 해양법/해양정책 분야 해외 석학과의 공동연구 수행으로 국익에 부합하는 

전략방안 도출 및 새로운 해양질서 패러다임 형성 유도 

  - 석학과의 공동연구와 국제적 논문집 게재 및 해양법 연차대회 등과 같은 

국제회의 개최를 통하여 한국의 해양경계획정 등 우리나라관련 이슈들에 

대한 논리의 국제학설 주도

○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향후 우리 연

구원이 추진해야 할 대형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기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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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해양질서의 방향성을 예측하여 이를 정부 및 연구원 내부의 정책에 반

영함으로써 연구원의 내부 역량강화 및 인지도 제고

  - 신진 해양법인력의 발굴 및 재교육을 통한 국내 해양법 연구인력 역량 강화

  - 국제 해양질서 주도에 영향력 있는 국내 외 전문가 및 기관과 한국해양과

학기술원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 태평양(대양)으로의 성공적 진출을 위한 국제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기반 

마련 

  - 다양한 환경과 문화, 전통과 역사, 정치시스템과 법체제를 보유한 남태평

양소도서지역에서의 우리의 활동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우호적인 상

생의 상호관계형성, 현지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그리고 각 국가별 서로 

상이한 부분에 대한 인지강화 필요에 따른 정보확보 및 공유   

  - 도서지역의 넓은 해양에서의 자원발굴 활동 및 개발 활동에 대한 협의기

반 마련 

  - 정부간의 인적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를 통한 해양분야 관련 현지 진

출의 수월성 및 확대 활동영역 확보

  - 국제무대에서의 지지세력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기반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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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2018년 사업활동

2.1 사업내용 

  2.1.1 사업개요 

○ 사업명 : 해양경제영역 확장을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사업(PE99692)

   ※ 2014년 인프라/부처임무형 사업 ⇒ 2016/2017/2018년 창의과제

○ 사업기간 : 2018.01.01 ~ 2018.12.31

○ 사업책임자 : 권문상 

○ 수탁처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총예산 : 451,000,000(직접비 기준)(위탁 : 부가세 제외 158,100,000원)(첨부

자료 7 참조)

   ※ 2016년 예산 : 586,000,000(직접비 기준, 부과세포함/위탁: 186,000,000원)

   ※ 2017년도 예산은 2016년도 대비 59,000,000원 삭감

   ※ 2018년도 예산은 2017년도 대비 76,000,000원 삭감

○ 주요목표 

  (1) 해양활동, 독도영유권, 해양경계획정, 동해지명 등 UNCLOS 해석과 적용

을 둘러싼 국제적 대응력 강화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 

  (2) UNCLOS 체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해양법 이슈(neglected Issues)의 국제

적 레짐 형성을 둘러싼 국제적 논쟁과 국제해양질서 재편 시도에 대한 

대응 기반 구축   

  (3) 태평양(대양)으로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한 지역전문가 네트워크 기반 마련

  2.1.2 세부적 사업추진 내용 

○ 정부수요 기반, 주변수역 해양분쟁 요소에 대한 국제분쟁 및 소송절차 공

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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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북한한계선의 역사적 배경 및 잠재적 법적 문제

  - (2017)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의 선택적 배제와 독도문제에 대한 연구

○ 전통적 해양법 해석과 적용이슈에 대한 아국 논리와 이론 주도형 

  - EEZ 내 군사활동, 해양과학조사와 유사개념

  - 국제판례연구, 관할권 중첩수역에서의 해양활동 범위와 한계

○ 新해양법 이슈 및 레짐 형성과 국제해양질서 재편 논의 주도

  - 어업문제, 유엔해양법협약에서의 해상 활동, 해양경계획정, 항행의 자유 

등 현안 관련 전통적 해양법 이슈 선정 및 관할권 이원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 기후변화협약과 해양법, 극지 레짐 등 현안 관

련 해양법 이슈 등

○ 태평양으로의 해양활동영역확대와 태평양연안국과의 관계파악을 위한 네

트워크기반 구축 

  - 기후변화, 관할권, 해양자원(생물, 광물), 기타 해양활동 및 개발에 관한 국

제적 논의 확대 및 신진학자 육성촉진(친한세력확보) 및 교류, 태평양으로

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한 현지 전문가네트워크 기반 구축

<세부활동 내용> 

□ 국가의 해양활동영역(maritime domain)의 확대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회의 

○ KIOST-LOSI(해양법연차대회), KIOST-JVD(해양법/정책 지역 전문가회의) 공동

으로 주제 및 발제자 선정

  - 전통적 해양법 해석과 적용이슈 ; 新해양법 이슈 및 레짐형성에 관한 국제질

서 논의 의제*
  * 기후변화, 해양(생물)자원, 해양과학기술, 해양의 이용과 개발, 북극레짐, UNCLOS

의 新이행협정 체제 형성 가능성 등의 의제 중 선정

○ 호스트기관과 연계하여 국제해양법석학 전문가 참여유도 → 아국의 해양현안 

및 장래 해양이익 요소의 전략적 주제 상정, 조기 정책 대응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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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제해양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KIOST-LOSI간 국제해양법연차대회 공동

개최(2018)

○ LOSI(Law of the Sea Institute) 대회는 과거 LOS(Law of the Sea) 대회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해양법 관련 회의 중 국제적으로는 가장 오래되고 권위있는 

해양법 회의로 성장하였음. 또한 올해 2018년도에는 유엔 및 유엔산하 해

양법사무국(DOALOS), 다수의 국제기구 사무실 등이 있는 미국 동부지역

으로 회의 장소를 옮겨 뉴욕에 위치한 콜럼비아대 법대를 지역 호스트로 

하여 최근 큰이슈가 되고 있는 공유물로서의 해양이라는 주요테마를 중심

으로 회의을 개최함

○ 실무자 회의 및 협의(전저메일/모바일메센저/tele-conferences 등의 방식을 

지속적으로 활용)

  - Tele-conference는 계속해서 Skype를 사용하고 통상적으로는 Whatsapp/facebook

의 messenger 등의 모바일 메신저와 이메일 등을 사용하여 3개국의 시간차 

등을 고려하면서 지속적으로 토의하며 회의준비를 진행함

○ 미국 UC 버클리대 해양법연구소(LOSI)와 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협력을 

통한 제13차 LOSI-KIOST 국제해양법연차대회 공동개최(첨부자료 2 참조)

  - 일시 : 2018.09.20. ~ 21. (본회의)

  - 주제 : 공유물로서의 해양(Common Currents-Examining how we govern the 

ocean commons)

  - 장소 : 콜럼비아대 국제하우스(International House at Columbia University)

  - 규모 : 13개국 27개기관에서 약 50여명 초청참석 및 현지 법대학생/관계자

  - 참여국가 : 한국, 미국, 스웨덴, 터키, 네덜란드, 자메이카, 이탈리아, 호주, 

뉴질랜드, 벨리즈, 캐나다, 프랑스폴리네시아, 폴란드 등 

  - 참여기관 및 관계자 : 국제해양법/해양관련 국제법학자, ITLOS (전)재판관, 

학계 전문가외 (전)미국국무부, 네덜란드, 유엔환경(UNEnvironment), 유엔

해양법사무소(DOALOS), BRILL사의 출판사장 등 참여 법률전문출판사 

BRILL사의 사장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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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활동내용 : 

   ∙ 버클리대 법대소재 LOSI(해양법연구소)간 긴밀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현지호스트기관 의뢰 및 선정 (미국 뉴욕 콜럼비아대 법대 및 콜

럼비아대 법대 사빈기후변화법센터 선정) → 회의일정 및 장소선정 →

아젠다선정 → 관련패널 및 발표자 목록협의 및 우선순위 선정 → 초청

장 발부  → 발표내용합의  → 회의개최관련 세부사항 협의 → 최종프

로그램 확정 → 회의개최 → 차년도회의 관련 운영위원회 개최 및 결과

물 도출에 대한 협의 완료

   ∙ 로컬호스터 의뢰, 선정, 합의 및 장소/일정 합의, 아젠다 합의 등은 국내

연구참여자 등과 우선 협의를 거치고 LOSI와 양자간 합의를 진행하였

으며 로컬호스트 접촉과 합의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진행 (2월-4월)

   ∙ 업무분담, 발표자선정 및 초청장 발부, 발표내용 합의 등은 참가의사를 

전달한 발표자를 기준으로 진행되었고 재확인과 발표내용협의를 다수 

거치면서 확정하였고 이에 대한 발표내용개요 확보 등을 진행 (5월-6월)

   ∙ 회의개최 관련 세부사항 협의 및 최종프로그램 확정은 현지로컬호스트

-LOSI-KIOST 등 3자간의 지속적 인터넷우편, skype 등을 통해 지속적으

로 협의를 통해서 진행완료(7월)

   ∙ 회의개최 최종검토 완료, 회의개최 완료 (8월-9월)

   ∙ 향후 개최지 후보지역, 패널에 대한 초안 내용 등에 합의(2019년도는 한

국 부산 해양과학기술원에서 개최 추진), 기타 저서/저널 발간 등이 12

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발간/계획 추진 (10월-12월)

  - 2018년도 해양법연차대회 개요는 다음과 같음 

2018년 회의 개요

▪ 규모 : 13개국 27개기관에서 약 50여명 참석

  - 참여국가 : 한국, 미국, 스웨덴, 터키, 네덜란드, 자메이카, 이탈리아, 호주, 뉴질랜

드, 벨리즈, 캐나다, 프랑스폴리네시아, 폴란드 등 

 ▪ 내용 : 이틀간 소개 및 최종토론회 등 제외 6개 메인패널로 구성(소개패널 1개, 
토론패널 2개, 환영식 및 폐회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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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회의에는 국제해양법/해양관련 국제법학자, ITLOS 재판관(전), 심

해저 기구, 유엔해사대학, NGO/민간기구(Planetary Resource &Commons 

Counsel, WWF, Sargasso Sea Commission, East West Center), UN 

Environment, 학계전문가, 유엔해양법사무소(DOALOS), 국제법위원회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UCN, 법률전문출판사인 BRILL사의 사

장 등 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였으며 LOSI-KIOST의 위상을 확인

할 수 있는 회의였음

   ∙ 한국인 세션발표 4명 및 극지연구소에서의 특별 코멘터리도 진행함

   ∙ 현지 호스트기관에서 콜럼비아대 법대 기후변화법 사빈센터에서 Michael 

Gerrard 교수 좌장운영 

  - 운영외원회 개최

 ▪ 로컬호스트 : 콜럼비아대 법대의 노정호 교수주도 

 ▪ 회의장소 : 콜럼비아대 국제하우스(International House of Columbia University)

 ▪ 테마 : Common Currents – Examining How We Govern the Ocean Commons

 ▪ 페널소개

주제

환영식
Joran Diamond(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법대 해양법연구소)
Moon Sang Kwon(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
Jeong-Ho Roh(콜럼비아대 법대 한국법센터)

Panel 0 테마소개(Introductions)

Panel 1 공유물로서의 심해저(The Seabed Commons)

Panel 2 공유물로서의 극지와 접근방법(The Approaches of the Polar Regions)

Panel 3 공유물로서의 수산자원의 관리(Managing Fish as a Common Resource)

Panel 4 공유물관리에 대한 체계적 접근방법(Institutional Appraoches to Managing a 
Commons)

Panel 5 공유물의 거번넌스를 지원하기 위한 해양과학조사(Marine Scientific Research 
Supporting Commons Governance) 

Panel 6 공유물로서의 생물다양성의 자원으로서의 관리 (Managing Biodiversity as a 
Common Resource)

토론 1 결론 보고 (Summation: Key Takeaways from the Sessions)

토론 2 토론 – 해양공유물의 미래(Discussion: The Future of the Ocean Commons) 

폐회식 결론 및 폐회(Wrap up & Adjou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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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회의결과는 2019년을 목표로 하여 발표논문을 모아서 특별호로 

Ecology Law Quarterly(ELQ, SSCI) 또는 백서 또는 서적(제출논문에 따

라 결정)으로 발간 추진하기로 함. 만일 제출논문의 성격에 따라서 프로

시딩으로 발간도 병행해서 추진가능성을 타진하기로 함

   ∙ 2019년 회의는 한국 부산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호스트로 하여 개

최하기로 하며 테마는 해양과학조사(MSR)를 기본으로 추진함

   ∙ 그 후 회의 장소는 버클리, 남아공, 페루, 아일랜드 등을 고려하기로 함

   ∙ 또한 향후 테마는 해양법의 분쟁해결절차와 해양/기후변화를 기본으로 

추진하기로 함

참고로 이전 회의 관련 내용은 아래 참조 : 

○ 2017년도 미국 UC 버클리대 법대 해양법연구소와 공동개최한 회의내용▪ 규모 : 14개국 

29기관에서 약 50명 참석

  - 참여국가 : 한국, 스웨덴, 미국, 터어키, 그리스, 네덜란드, 영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호
주, 덴마크, 노르웨이, 포루투갈, 아일랜드와 필리핀, 프랑스 독일, 베네주엘

라, 레바논, 도미니카 등

 ▪ 내용 : 이틀간 최종토론회 제외 7개 메인패널로 구성(소개패널 1개, 토론패널 2개, 환영

식 및 폐회식 진행) 

 ▪ 로컬호스트 : 스웨덴 말뫼(유엔 세계해사대학)의 Ronin Long 교수주도 

 ▪ 회의장소 : 스웨덴 말뫼(유엔 세계해사대학)

 ▪ 테마 : Ocean + Climate Change Governance - Integrating Regulatory Initiatives & 
Addressing Governance Gap

 ▪ 페널 : 8개 메인패널외에(소개패널 1개, 토론패널 2개, 기조연설 패널 그리고 환영식과 

폐회식으로 구성)

주제

환영식 해사대 부총장/해양법연구소 공동소장/해양과학기술원 대표대독(이미진)
Panel 0 개요: 해양과 기후변화(Oceans & Climate Change)
Panel 1 해양산성화(Ocean Acidification)
Panel 2 해양완화와 해양공학(Marine Mitigation & Ocean Engineering)
기조연설 점심기조연설 (해양법재판소)
Panel 3 해운과 기후프로그램(Shipping & Climate Initiatives)
Panel 4 연안적응과 인류전위(Coastal Adaptation & Human Displacement)
Panel 5 생물종다양성과 기후변화(Biodiversity & Climate Change)
Panel 6 수산자원과 기후변화(Fisheries & Climate Change)
Panel 7 분쟁해결과 해양복원(Dispute Resolution & Marine Restoration)
토론 1 패널 리포터보고(Rapporteur Panel Reports)
토론 2 최종평가 및 향후계획(Landscape Assessment & Next Steps) 
폐회식 폐회사(해사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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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미국 UC 버클리대 법대 해양법연구소와 공동개최한 회의내용

 ▪ 규모 : 14개국 32개기관에서 약 45명 참석 

  - 참여국가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중국, 영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

남, 덴마크, 그리스, 몰타, 탄자니아 등

 ▪ 내용 : 이틀간 최종토론회 제외 8개 패널로 구성 

 ▪ 로컬호스트 : 싱가포르국립대 국제법센터 

 ▪ 회의장소 : 싱가포르 Copthorn Waterfront Hotel

 ▪ 테마 :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in Asia - Regional Implementation of IMO 
Convention

 ▪ 페널 : 8개 패널/최종토론회로 구성, 해양법협약과 IMO협약간의 관계, MARPOL Annexes 
I to VI, 선박과 기후변화, 투기(dumping)/방오(anti-fouling)/평형수, 유류오염과 유해 

및 유독성 물질관련 체제의 지역적 이행, 유류, 유해 및 유독성 물질의 오염에 대

한 책임과 배상, 선박기인 및 산업적 오염으로부터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지역기

반 기구의 지역적 활용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

○ 2015년도 미국 UC 버클리대 법대 해양법연구소와 공동개최한 회의내용 

  ▪ 규모 : 14개국, 2개단체, 26개 기과능로부터 약 33명이 참석

  - 참여국가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아일랜드, 터키, 스페인, 포루투갈, 영국, 노르웨이 캐

나다 등 

 ▪ 내용 : 이틀간 4 세션/최종토의(기존/특별/기타발표 9회, 일반발표 18회 등)

 ▪ 테마 : Law of the Sea Institute 50th Anniversary Conference

 ▪ 패널 : 4개 패널로 구성, 해양법연구소 50주년 기념 주요인물과 역사, 해양법관련 추세 

및 동향, 최근 동향으로서의 국가관할권 이원해역에서의 생물다양성관리, 해양생

물자원의 보호와 접근방식의 진화, 그리고 최종토의로서 해양자원관련과 관리의 

새로운 이슈 등임

 ▪ 협력기관 : 캘리포니아대 법대 해양법연구소 

 ▪ 운영위원회 : 

    권문상, 해양과학기술원

    Harry N. Scheiber, LOSI/UC Berkeley Law

    John Briscoe, Briscoe Ivester & Bazel LLP

    Jordan Diamond, LOSI/UC Berkeley Law

    Holly Doremus, LOSI/UC Berkeley Law

    Nilufer Oral, Istanbul Bilgi University, Tur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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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KIOST-JVD-ANCORS간 국제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 공동개최(2018) : 해양 

법/정책/거번넌스 관련 지역회의(첨부자료 3 참조)

    ○ 제6차 국제 아･태평양해양정책전문가 지역회의

- 명칭 : 2018 Regional Conference on the Ocean Policy for the East Asia and the 

Pacific Islands

- 테마 : Ocean Law and Policy Issues of Global, National, and Regional Concern

- 일시 : 2018.10.11. ~ 13. (본회의 10.12. ~ 13.)

- 장소 : University of Victoria, Victoria, Canada

- 현지호스트 : University of Victoria, School of Law & Center for Asia Pacfic 

Initiatives

○ 2014년도 스페인 마드리드 자치대와 공동개최한 회의내용

  ▪ 규모 : 14개국, 26기관으로부터 약 32여명 참석 

  - 참여국가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아일랜드, 터키, 이탈리아, 스페인, 인도, 노르웨이, 포르투

갈, 가나, 영국, 스웨덴 등(캐나다 참가자는 건강상 이유로 불참)

 ▪ 내용 : 총 8개 세션으로 6개의 기조연설 및 19개(+1개 캐나다 논문취소)의 논문발표

 ▪ 테마 : Ocean Law & Policy : Twenty Years of Development Under the UNCLOS Regime

  - 패널 구성주제는 해양자원관리, 수중문화유산, 해양안보 I, 해양안보 II, 해양과학조사, 다
양한 포럼기구와 이들의 다양한 역할, 국제관계에서의 해양이슈들 (지구 및 지역적 부분)

  - 그리고, 최종토론이 이러한 이슈들을 논제로 전 해양법재판관이며 현재 활발한 국제재판

관련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Prof. Tulio Treves가 주도하여 진행함

○ 2013년도 미국 버클리에서 개최된 회의내용

 ▪ 규모 : 13개국, 27기관으로부터 약 70여명 참석 

  - 참여국가 : 미국, 싱가포르, 호주, 그리스, 한국, 아일랜드, 캐나다, 터어키, 호주, 피지, 이
탈리아, 중국, 스페인

 ▪ 내용 : 총 4개 기조연설, 22개 논문발표(한국인 : 2명 좌장, 2명 발표, 1명 환영사)

 ▪ 테마 : Science, Technology, and New Challenges to Ocean Law

  - 수산, 종다양성, 심해저, 해양활동의 환경/법적 도전, 해수면/수중구조물, 사례, 북극이슈, 

중국해양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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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 : 5개국, 14개기관(총 참석자 30여명) 

○ 참고로 2017, 2015, 2014년 및 2013년 지역대회 개요는 아래 참조(추가자료 첨부자

료 4 참조)

 ① 제5차 국제아･태평양해양정책전문가 지역회의

 ▪ 미국 하와이대 법대 JVD 연구소와 호주국립해양안보자원연구센터와 공동으로 

KIOST-JVD-ANCORS간 국제 아시아 태평양지역회의 공동개최 

 ▪ 명칭 : 2017 Regional Conference on the Ocean Policy for the East Asia and 

the Pacific Islands

 ▪ 테마 : SDG 14 and Ocean Issues for the Pacific Islands and the East Asia

 ▪ 일시 : 2017.11.17. ~ 18. (본회의)

 ▪ 장소 : Fiji, Nadi(Sofitel)

 ▪ 현지호스트 : Division of Geoscience, Energy and Maritime/Pacific Community 

(GEM/SPC)(담당 : Akuila Tawake)

 ▪ 규모 : 12개국, 17개기관(총 참석자 37명)   

 ② 미국 하와이대 법대 JVD 연구소와 공동으로 호주 울룽공대 호주 국립해양자원안

보센터(ANCORS - Australian National Centre for Ocean Resources & Security)

와 ANCORS에서 2016년 11월 02일 ~ 04일 (본회의)

 ▪ 규모 : 12개국, 17개기관 (총 참석자 37명) 

 ▪ 일시 : 2016.11.02. ~ 04. (본회의)

 ▪ 주제 : 태평양 및 아시아지역에서의 해양이슈(Ocean Issues for the Pacific 

and East Asia)

 ▪ 장소: 울룽공대 호주국립해양자원안보센터(ANCORS - Australian National Centre 

for Ocean Resources & Security)

 ③ 미국 하와이대 법대 JVD 연구소아 공동으로 EAST WEST Center에서 2015년 11

월 12일 ~ 13일 개최 

▪ 규모 : 5개국, 18개 기관, 약 28여명 초청인사들을 포함한 총 50여명참석 

  - 참여국 : 미국, 한국, 마이크로네시아 연방국, 중국, 일본, 필리핀, 호주, 사모아, 

뉴질랜드, 캐나다, 마샬  등 11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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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기관 : U Hawaii Law School, UN, Earth Justice, SPREP, US State Department, 

U Alaska, East-West Center, Hawaii State, ANCORS, U Wollongong, NOAA, 

Japan NIDS, Shanghai University,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등 다수 

 ▪ 일정 : 2015.11.12 ~ 2015.11.13

 ▪ 장소 : East West Center의  Imin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 Pacific Room  

 ▪ 내용 : 총 7개 패널, 23개 논문발표, 3개 기조연설 

 ▪ 테마 : Marine Diversity, Climate Change and Maritime Boundaries

 ▪ 패널구성 주제는 다음과 같음

  - 해양법/해양정책/해양거번넌스 관련 태평양 소도서지역 및 동아시아태평양지역 전

문가들과 도서지역의 기후변화, 해양생물자원(BBNJ), 해수면 상승 및 도서지역 해

양경계획정, 해양자원보호 등의 이슈들과 아시아해역의 남중국해, 수산업, 새로운 

해양이슈 등의 해양법내에서 도서지역과 관련된 이슈들과 해양과학조사 등이 포

함된 패널로 구성 

 ▪ 하와이 법대 및 동서센터(East West Center)는 해양법(정책) 및 태평양지역에 영향

력 있는 기관으로 지역거점 확보 및 젊은 학자 양성을 통한 우호세력 확대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또한 하와이대 JVD 국제법 연구소 이사회에 참석하여 하와이대 법대내에서의 해

양법련 젊은 학자, 특히 동아시아/태평양지역에 관심 독려와 향후 해양정책연구소

간의 협력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사와 주장에 대한 근거, 우호세력 확보 등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 진행을 추진. 특히 하와이대 지역 세미나를 통해 독도 영유

권, 동중국해/이어도 이슈 등에 대한 국제적 지지확보를 위한 최근추세 파악 및 

논리개발에 기여, 향후 주변해양 경계획정시 지원세력 확장이 가능한 유능한 학

자들과 연계 기반 확보

④ 미국 하와이대 법대 JVD 연구소아 공동으로 EAST WEST Center에서 2014년 12월 

14일 ~ 12월 16일 개최 

 ▪ 규모 : 5개국, 18개 기관, 약 28여명 참석 

  - 참여국 : 미국, 한국, 중국, 필리핀, 마이크로네시아 연방국

 ▪ 장소 : East West Center의 Burns Hall 1층 

 ▪ 내용 : 총 2개 기조연설, 15개 논문발표 

 ▪ 테마 : Our Ocean Planet - Governance for a Better Future



제2장 2018년 사업활동

 35

 ▪ 패널구성 주제는 다음과 같음

  - 해양 및 북극에 대한 동아시아의 주장, 아시아 인권, 해양보호와 해양자원의 보호, 

해양과학조사, 새로운 해양이슈들 

 ▪ 하와이 법대 및 동서센터(East West Center)는 해양법(정책) 및 태평양지역에 영향

력 있는 기관으로 지역거점 확보 및 젊은 학자 양성을 통한 우호세력 확대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특히 하와이대 지역 세미나를 통해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적 지지학자 파악 및 

논리개발에 기여, 향후 주변해양 경계획정시 지원세력 확보가 가능한 유능한 학

자들과 연계함

⑤ 미국 하와이대 법대에서 2013년 12월 13일 JVD Workshop 공동개최 

  - 2013년 12월 하와이대에서 개최된 워크숍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규모 : 20여명 초청인사 및 기타 하와이법대 교수/학생으로 구성

  - 미국, 한국, 터키, 호주, 네덜란드, (5개국)

 ▪ 내용 : 1개 기조연설, 15개 논문발표 

⑥ 미국 하와이대 법대에서 2013년 1월 31일 ~ 2월 1일 Jon Van Dyke(JVD) Institute 

Inaugural Symposium and Conference 개최 

  - 2013년 1월에 하와이대에서 개최된 회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규모 : 12개국/지역, 30개 기관, 약 100여명 참석 

 ▪ 참여국 : 미국, 한국, 중국, 대만, 일본, 캐나다, 호주, 터키, 뉴질랜드, 팔라우, 괌

 ▪ 내용 : 총 5개 기조연설, 29개 논문발표(한국인 : 2명 좌장, 3명 발표, 1명 환영사)

 ▪ 총8개 패널중 해양법/해양정책 관련 주요 패널 : 동아시아 대립의 평화적 해결, 

국제환경법, 기후변화/해수면상승, 환경영향의 새로운 레짐, 해양자원의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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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 개최 준비 및 진행내용

  ∙ 미국 하와이대 소재 JVD연구소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현지 호스트기관

을 캐나다 태평양 인접연안에 위치한 빅토리아시 빅토리아대 법대 그리고 

빅토리아대 아시아-태평양센터로 선정하고 의뢰 → 회의일정 및 장소선정 

→ 아젠다선정 → 관련패널 및 발표자 목록협의 및 우선순위 선정 → 초청

장 발부  → 발표내용합의  → 회의개최관련 세부사항 협의 → 최종프로그

램 확정 → 회의개최 → 차년도회의 관련 운영위원회 개최 및 결과물 도출

에 대한 협의 순으로 진행 완료 

  ∙ 로컬호스터 의뢰, 선정, 합의 및 장소/일정 합의, 아젠다 합의 등은 국내연

구진들과 우선 협의를 거치고 JVD 및 기타 관련기관들과 합의를 거쳐 진

행하였으며 로컬호스트 접촉과 합의와 승인을 거치면서 진행. 하와이에서 1

차-3차, 4차는 호주 울룽공대 ANCORS, 5차는 피지에서 진행되었는바 지역

회의의 역량, 태평양지역들간의 네트워크 확장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해 올해

에는 캐나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진행에 합의(3월-5월) 

  ∙ 업무분담, 발표자선정 및 초청장 발부, 발표내용 합의 등은 참가의사를 전

달한 발표자를 기준으로 진행, 지역적으로 제한된 회의로 진행되는 바 이에 

대한 전문가 협의 및 초청가능성 발표자 재확인, 패널 및 발표내용합의를 

다수 진행하면서 지속적인 수정에 따라 진행(6월-7월)

  ∙ 회의개최 관련 세부사항 협의 및 프로그램 확정은 현지 로컬호스트-KIOST- 

JVD 등 관련기관들간의 지속적 인터넷메일 및 메시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고 필요한 송금 및 내용진행 완료 (8월-9월)

KIOST-미국 하와이 법대(존반다이크 국제법연구소, JVD) 국제지역전문가회의 : 

(추가로 ANCORS(울룽공대 국립해양자원안보센터) 중점협력대상 포함)는 

태평양과 인펍한 지역중심으로 진행되고 지속가능발전목포(SDG)라는 새로

운 이슈가 태평양에 인접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 파악을 위해 그리고 특히 

캐나다 태평양지역의 전문가들을 집결하기 위해 캐나다 빅토리아대 법대와 

빅토리아대 태평양아시아센터와 협력하여 빅토리아대에서 개최. 태평양지역 

전문가의 활발한 참여유도를 통한 인적네트워크 구축 

지역회의는 하와이대학/호주 울룽공대학 중심으로 수행, 아시아·태평양지역 학자/

학생/신진연구자 참여, 캐나다에서의 태평양해역 전문가들을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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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개최 최종검토 완료, 회의개최 완료, 제출/선정 프로세스에 따라 논문

집 또는 백서발간 계획 추진(자료수집 진행)(10월-12월) 

  ∙ 논문집 발간시 2019년 상반기 발간 예정 협의

  ∙ 2019년도에는 하와이 동서센터에서 진행하기로 협의함      

  (3) 정기간행물/논문발표자료 발간 

  - 국제 해양법연차대회 개최 후 발표문들을 토대로 영문서적 또는 논문집 

등을 세계 유명출판사를 통하여 발간 추진

  - 2018 에는 보다 빠른 시간에 정보공유를 위하여 서적보다는 논문집(special 

issues 등)을 발간함  

 ① 서적제목 : Ocean Law Debates 

- 출판사 : Brill/Nijhoff (네덜란드)

- Editors : Harry N. Scheiber, Nilufer Oral, 권문상 

- 발간일자 : 2018년 3월22일(온라인 게재일자)(p. 1-570)

- 발간내용 : 2015년 국제해양법연차대회 발표자료 기반 자료 영문서적화  

   (한국저자 3명 포함 19개 chapters)

    

  ② 저널발간 

- 저널명 : Ecological Law Quarterly(Special Issue) (SSCI급)/Vol. 45/ No.1 

- 출판사 : University of California

- Co-Editors : 권문상, Ronan Long, Jordan Diamond, Holly Doremus



     해양경제영역 확장을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사업(2018)

38  

- 발간일자 : 2018.03

- 발간내용 : 2017년 국제해양법연차대회 발표자료 기반 자료 저널로 발간  

 

 ③ 저널발간

- 제목 : Asia-Pacific Journal of Ocean Law and Policy

- 출판사 : Brill/Nijhoff (네덜란드)

   - Editors : Seokwoo Lee, Clive Schofield, Moon Sang Kwon  

   - 해당저널 : 2018년/Vol 3. No. 2

   - 출판일자 : 공식출판 2018. 12월초 

   - ISSN : 2451-9367/e-ISSN 2451-9391

   - 발간내용 : 2017년 피지에서 개최한 제5회 국제아태평양 해양정책 지역회

의 자료 4편 논문 특별호로 발간 

        논문 1 : Oceans of Opportunity and Challenge – Towards a Stronger 
Governance Framework for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 in Marine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논문 2 : Management of Tuna Fisher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Pacific Islands : Regional Cooperation in a Shared Fishery 
as a Means of Achiev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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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3 : Can the South China Sea Tribunal’s Conclusions on Traditional 
Fishing Rights Lead to Cooperative Fishing Arrangement in the 
Region?

        논문 4 : Achieving Sustainable Fisheries in the Pacific Islands

  

  ④ 논문발표 

     - 제목 : 적도태평양 도서국 해양관련 주요법제에 관한 소고 

     - 발표저널 : 해양정책(2권 2호 p.1 ~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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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국문서적 발간 

  - 제목 : 마지막 블루오션 –태평양국가와 지도자들  

  - 출판사 : 자연과 생태

     - 저자 : 권문상, 박흥식 외 6인

     - 출판일자 : 공식출판 2017. 12. 29일 

     - 발간내용 : 태평양도서국들의 지도자들과의 인터뷰자료를 기반한 태평양 

현황분석 자료 (p.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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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해양과학기지, 영유권, 이어도 주변수역 해양경계획정, 관할권 중첩수역

에서의 해양활동 등 전통적 해양분쟁 요소에 대응하고, 아국의 이론적 지지

세력 확보 기반 구축

○ 지금까지 기타 정기간행물/논문발표자료 발간 활동사항     

  - 2011년 호주 Wollongong(울릉공)대학에서 11월 28일 ~ 12월 2일 개최된 해양법연

차대회의 결과를 토대로 나온 논문들을 모아 약 2년간의 수정 및 편집 등을 통해

서 Martinus Nijhoff/Brill사에서 “The Limits of Maritime Jurisdiction”이라는 제목의 

책자로 2013년 12월 발간(ISBN 978-90-04-26258-4, 2013년12월 발간)

  - 2012년 한국 서울에서 5월 21일 ~ 5월 24일 개최된 제7차 LOSI-KIOST 해양법연

차대회를 통해 나온 논문들을 선별하여 온라인 논문집(Web Symposium)으로 2013

년 7월에 게재(ISBN 978-0-615-97522-1, 버클리대 법대 발간)

  - 2013년 미국 버클리에서 개최된 제8차 LOSI-KIOST 해양법연차대회 발표자료는 

2015년에 발간완료(ISBN 978-90-04-29960-3, 2015년 8월에 발간)

  - 2014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9차 LOSI-KIOST 해양법연차대회 발표자

료는 “Ocean Law and Policy : 20 Years under UNCLOS라는 제목으로 Brill/Nijhoff

사를 통해 발간(ISBN 978-90-04-31143-5, 2016년 11에 발간)

  - 2013년 하와이대 법대에서 1월 31일 ~ 2월 1일 개최된 하와이 지역회의를 통해 

발표된 자료들을 논문집으로 2013년 12월/2014년 1월에 University of Hawaii Law 

Review(Vol 35. Issue 2)를 통해서 발간(University of Hawaii Law Review, Vol. 35(2), 

Spring 2013, ISSN 1942-9223)

  - 2015년 하와이에서 개최한 제3회 국제아태평양해양 정책지역회의 자료 포함 Practical 

Implementation Issues for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Nagoya 

Protocol from a Korean Perspective 등 논문 3편 게재(발간일자 : 2017년/Vol 5. No. 1, 

출판사 : Brill/Nijhoff (www.brill.com), ISSN : 2213-4476/e-ISSN2213-4484)

  - 2016년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국제해양법연차대회 자료 포함(권문상 특별공동편집

위원) Asia-Pacific Journal of Ocean Law and Policy 저널에 특별호로 발간( 특별편

집위원 : David Freestone, 권문상, 이석우,  제목 :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in Asia : Regional Implemetnation of IMO Convention, 발간일자 : 2017년/Vol 2. No. 2, 

출 판 사 : Brill/Nijhoff(www.brill.com), ISSN : 2451-9367/e-ISSN 2451-9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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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제목 : 유엔해양법협약상 서해북방한계선 관련 법적 분쟁 발생 가

능성 분석

  - 최종목표 : 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 등의 분쟁에 대한 국제소송 절차연구

를 통한 주변해역 분쟁 대응방안 수립

  - 외국전문가가 바라본 관련이슈에 대한 전문가간 소그룹 워크샵개최 

  * 공동연구 위탁 및 거점활용 기관 : US 콜롬비아 대학

2017년 활동내용 참고 :
○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 선택적 예외와 독도문제

  - 유엔해양법협약의 강제절차를 이용한 독도문제 해결 실현 가능성 검토

  - 유엔해양법협약과 영토문제의 실체법적, 절차법적 분석

○ 외국전문가가 바라본 독도관련 소송이슈에 대한 전문가간 소그룹 워크샵개최 

  * 공동연구 위탁 및 거점활용 기관 : US 콜롬비아 대학

2016년 활동내용 참고 : 
○ UNCLOS의 법원 또는 재판소의 관할권 및 수리가능성

  - 유엔해양법협약의 강제절차 관할권 관련 국제판례 분석

  - 독도 주권 실행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 강제절차 이용 가능성 검토

○ 외국전문가가 바라본 독도관련 소송이슈에 대한 전문가간 소그룹 워크샵개최 

  * 공동연구 위탁 및 거점활용 기관 : US 콜롬비아 대학

  (1) 국제공동연구(첨부자료 6 및 8 참조)

  - 초기단계에서의 공동연구분야는 국제분쟁해결절차부분에서 국제재판관련 

기관(국제사법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및 다수의 조정기관 등)에서 소송

절차를 살펴보면서 세부적으로 잠정조치에 따른 절차상의 시나리오 구상

  - 참고로 2015년에는 ICJ의 소송절차와 Forum prorogatum(응소관할권, 확대

관할권) 적용에 관한 연구를 콜럼비아대 법대와 위탁과제를 통해 수행

  - 2016년도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나 ICJ 등 UNCLOS의 법원 또는 재판소의 

관할권 및 수리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콜럼비아대 법대와 위탁과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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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도에는 유엔해양법협약의 제298조와 선택적 예외 부분과 독도문제

를 연계하여 강제절차를 이용한 독도문제 해결 실현 가능성 및 실체법적, 

절차법적문제를 검토하고 분석

  - 2018년도에는 남북통일 등의 이슈들이 부각되면서 해양부분에서 북방한계

선에 대한 이슈에 대비한 공동연구를 진행함 

구분 목표
내용

수행주체 연구내용

1 
단
계

창
의
과
제

1차
년도

(2015)

ICJ의 사례 접근 
해석에 관한 연구

KIOST-
콜럼비아大

- ICJ의 소송절차
- Forum prorogatum(응소관할권,

확대관할권) 적용

2차
년도

(2016)

유엔해양법협약의 
법원 또는 재판소
의 관할권과 수리
가능성

KIOST-
콜럼비아大

- 유엔해양법협약의 강제절차 관할권 
관련 국제판례 분석

- 독도 주권 실행에 대한 유엔해양법
협약 강제절차 이용 가능성 검토

3차
년도

(2017)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 선택적 예
외와 독도문제

KIOST-
콜럼비아大

- 유엔해양법협약의 강제절차를 이용
한 독도문제 해결 실현 가능성 검토

- 유엔해양법협약과 영토문제의 실체
법적, 절차법적 분석

4차
년도

(2018)

유엔해양법협약상 
서해북방한계선 
관련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분석

KIOST-
콜럼비아大

- 북방한계선 설정 배경과 법적 성격 
연구

- 유엔해양법협약상 발생 가능한 법
적쟁점에 관한 연구

 ․평시 및 전시 국제법과 해양경계
획정

 ․북방한계선 관련 국제분쟁 가능성
- 북방한계선의 평화적 이용 방안

2
단
계

계속
(2019~
계속)

- 새로운 해양법 구성 대비 
-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로의 중 일 통일한반도 진출로 인한 충돌대비 

협력전략 및 러시아/미국/인도 등의 대국의 해양/수중 인터벤션, 기
후변화 등 해양환경변화에 따른 레짐변동에 대한 대응 전략

- 통일대비 

 

  - 사업 추진 필요성 및 동기

  • 북방한계선과 관련하여 남북 관계에서 발생 가능한 유엔해양법협약상 

법적 문제 검토와 문제발생시 즉각 대응을 위한 법적 쟁점 분석 필요

- 북방한계선의 법적 성격에 대한 문제 제기와 남한의 관점에서 바라본 

다양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으나 객관적 시각에서 바라본 분석연구 부족

- 북한이 특히 서해북방한계선에 대한 지속적인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국제법적 절차와 내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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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북방한계선 부근의 남한 영해기선 관련 정책 검토와 주권 실행에 관

한 검토

- 일반적인 방법으로 영해기선을 선포할 경우 서해북방한계선 이남 부

근에 EEZ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현재 영해기선의 선포를 유보

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영해기선을 선포하는 않는 현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만약 영해기선을 선포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검토

- 서해북방한계선 이남에서 한국이 법적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실행 가능한 주권 활동의 범위에 대한 검토

  • 관련 문제에 대한 국외 전문가 서면 자문 및 워크숍 개최 필요

- 국내 해양법학계의 논의가 합의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제적 석학, 국제

재판 실무 경험자(재판관)들의 객관적 견해 분석이 필요함

- 국내외 학자 및 전문가들의 학문적 연계성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해양

정책 현안에 대한 국제적 논쟁을 유도함으로써 국가정책 수립과 추진

력의 합리성과 논리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국외 전문가들에게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사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

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이론을 국제적 이론으로 발전, 확산시켜 우리나라 

입장의 객관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참조 : 

2017년 사업 추진내용 

 • 정부수요 기반, 주변수역 해양분쟁 요소에 대한 국제분쟁 및 소송절차 공동 위탁

연구-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 선택적 예외와 독도문제

 • UNCLOS의 법원 또는 재판소의 관할권 관련 현안 문제에 대한 국외석학자문 

 •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UNCLOS 소송절차 진행 가능성 검토 및 대응방안 연구, 
올해 주제는 “UNCLOS 제298조의 선택적 배제와 독도문제”로 추진 예정

 • 미국 콜럼비아대 법대와의 위탁과제결과 기반 전문가 소그룹 협의진행을 통한 외

국전문가가 바라본 소송 절차 현안 문제 이슈 논의

 • 최종합동보고서 제출(2015/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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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업 추진내용

    한반도 해양현안에 대한 공동연구 및 국제재판 소송관련 대응 논리형성 준비를 

위해 미국 콜럼비아대 법대 연구진과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한반도 해양관할권 및 

해양법 현안문제에 관한 위탁연구 

→ 콜럼비아대학 네트워크를 활용한 관련 석학 자문 

→ 중간점검 워크숍(2016년 6월 워크숍 개최 추진) 
→ 연구 결과 발표 및 의견 취합을 위한 워크숍(2016년 9월 워크숍 개최)
→ 위탁연구 보고서 

→ 연구 결과 분석(2016년도에는 UNCLOS의 법원 또는 재판소의 관할권 및 

수리가능성 분석) 단계로 진행

          * 국가정책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도 연구주제와 추진 방법은 변동 

될 수 있도록 조정력을 확보하면서 추진

 • 해외 출장비 절감을 위하여 위탁연구 사전준비회의를 서신 교환에 의한 논의로 전

환하여 콜럼비아대 법대 연구진과 협의하여 세부주제 선정 및 전문가 선정에 합의

하고 원고 의뢰 진행하여 예정대로 수행(3월~4월)
 • 전문가 선정 완료, 우리원 연구자를 콜럼비아대 법대에 단기 파견하여 공동연구 

수행의 정합성 제고에 기여 및 중간점검과 하반기 워크숍 개최를 위한 회의를 개

최하여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수행(5월~6월)
 • 콜럼비아대 법대 연구의제 분석 및 관련 판례 연구, 전문 보고서 취합완료(7월~8월)
 • 전문가 연구 결과 발표 및 의견 취합을 위한 워크숍 개최, 워크숍 결과 보고서 반

영 중, 원래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하여 콜럼비아대의 보고서 보완 및 수정에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함(9월~10월)

2015년도 사업추진내용

  • (주제범위) KIOST-콜럼비아 법대와의 공동연구는 정부부처 현안 대응수요를 중심으

로 선정하며, 현 단계에서는 해양분쟁(갈등)에 대한 국제분쟁해결절차 연구에 주력

하며 2015년도에는 응소관할권과 확대관할권에 대한 소송절차에 대한 연구 수행

  • (사업추진) 콜럼비아대 법대와의 공동연구(위탁)에서 선정된 주제는 중주제에 대

하여는 연차의 제한 없이 수행하고, 장기 수행이 필요한 사항은 5차년 단계사업

으로 편성 추진진행

  • (주제선정) 연차별 수행 목표는 KIOST와 콜럼비아 대학이 협의하여 선정하되, 해
양현안 사안 중 (1) 해양갈등/분쟁 사안, (2) 동북아 해양갈등의 영향력, (3) 국제

질서변화에 따른 아국 파급력을 우선 고려 

  • 우선 수행과제로 우리나라 현안이면서 국제분쟁화 확대 일로에 있는 독도영유권

문제, 해양갈등 요소에 대한 국제분쟁해결절차를 선정, 추진 진행

  • 단, 추진의 단계화와 현안문제 도출을 위하여, 해양법연차대회사업을 통해 도출된 

영역에서의 과제 수요와 연계하여 조정력을 확보 추진

  • 국가 아젠다는 국제해양법의 영역별 주제를 중심으로 도출된 국제해양질서 현안 

문제 중, 아국 관련 현안과 연계하여 별도 도출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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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5년도 사업세부사항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선행연구 현황 

  제2장 ICJ의 소송절차

   제1절 소송 절차의 흐름과 실무

    1. 소제기 방법 및 기한

    2. 법정대리인 및 소송참가자 선정 방법 및 기한

    3. 준비서면, 답변서 등 작성과 제출 방법 및 기한

    4. 재판관 기피신청

   제2절 ICJ 관할권

    1. 특별협정에 의한 관할권

    2. 양자 및 다자 조약의 재판조항

    3. 일방적 선언에 의한 관할권 수락

    4. 선결적 항변

     (1) 관할권 항변

     (2) 수리가능성에 관한 항변

     (3) 기타의 항변

   제3절 서면 및 구두절차

    1. 서면절차

    2. 구두절차

   제4절 궐석재판 및 제3국 소송참가

    1. 궐석재판

    2. 제3국 소송참가

   제5절 판결 및 재심

    1. 판결

    2. 재심

   제6절 부수절차(Incidental Proceedings)
    1. 잠정조치

    2. 반소제도(Counter-claims)
  제3장 ICJ 판례에서 확대관할권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

   제1절 ICJ 확대관할권의 기원 및 발전

    1. 확대관할권의 기원

    2. 확대관할권의 성문화

   제2절 ICJ의 확대관할권 해석 및 적용사례

    1. 확대관할권 적용 사례 분석

    2. 확대관할권 성립 유형 분석

     (1) 일방적 제소후 공식적 합의

     (2) 비공식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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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KIOST-콜럼비아대 해양법 국제협력 사업은 해양법연차대회 사업

과 연동하되, 국제적 이론 분석의 객관성과 외국 석학 접근성 제고를 위

해 매년 US$200,000 위탁과제형태로 지급, 운용하기로 하였으나 과제형

태가 인프라 과제에서 창의과제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예산삭감 및 새로 

생긴 부과세 비중이 커지면서 예산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2018년

도에는 158,100,000원(2017년도는 167,400,000원, 2016년도에는 186,000,000, 

2015년도에는 200,000,000원)을 위탁과제수행 예산으로 지급 운용 

  • 연구 추진방법 : KIOST-콜럼비아 대학 외에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자들에 

대한 자문의견 수렴을 중심(원고 위탁 포함)으로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

하는 방향으로 설정

  • 국제협력은 사안(주제)별 전문가 그룹을 사전 구성하고, 원고위탁계획을 

공동으로 수립 → 연구진행의 단계적 추진 확보

  • 3/4분기에서 4/4분기 동안 전문가들을 콜럼비아대 법대명으로 초청하여 

전문가자문회의를 실시하고 자문내용을 확보함으로써 연구사업의 내실 

확보 추진

  • 일정별 추진 

구 분
2018년도

2분기 3분기 4분기

연구 추진방향 확정    

KIOST-
콜롬비아 
연구수행

공동워크숍

국제전문가
활용

추진진도(%) 30 70 100

     (3) 묵시적 동의

   제3절 확대관할권에 대한 국제적 이론과 해석의 비교 분석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한국에의 시사점

   제2절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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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결과활용) 위탁기관의 보고서는 과제는 12월말까지 제출/ 수정필

요시 완료후 2개월(2018년 2월까지)내에 제출로 합의

   • (추진체계) 해양갈등 현안 및 국제해양갈등 현안 중 우리나라 적용 가능 

요소를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 → 국내 및 콜럼비아 대학이 공동 추진방

향 설정 → 보고서 및 세미나 작업을 완료 → 최종 국가정책방향 제언

2.2 사업결과

  2.2.1 제13차  해양법 연차대회 개최

○ 제13차 국제해양법연차대회가 미국 콜럼비아대 법대를 현지 지역 호스트

로 뉴욕 콜럼비아대 국제하우스에서 해양법연구소와 공동개최

○ 회의 소개 

  - 주제 :공유물로서의 해양

  - 회의내용 : 공유물로서의 해양에 대한 개념이 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고찰과 해양법적 해석

공유물로서의 해양 – 공유물로서의 해양에 대한 우리의 거번넌스에 대한 검토 
Common Currents – Examining How We Govern the Ocean Commons

  - 회의목적(Objective) : 국제해양법, 정책, 경제 및 과학 분야의 전문가들과

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해양을 인류의 공유물(global commons)로서 어느 

정도로 관리하고 있는지 논의하고자 함. 해양자원 또는 해역(areas)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인류공동의 유산으로서 관리되었는지 파악하고, 관련 노력

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함. 중점 해역에는 해양관할 경

계해역도 포함되며, 공유물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여러 분야 전문가의 지

식을 필요로 함에 따라 전문가들간의 토론에 중점을 둠

요소기술 1-2월 3-4월 5-6월 7-8월 9월 10월 11월 12월 Target 성과물

• 북방한계선 
역사적 배경 및 
잠재적 법적 
문제(콜럼비아대 
위탁/공동연구) 

3월~4월
- 위탁연구 세부내용 

협의
- 전문가 선정 및 섭외
- 워크숍 개최 계획 

5월~8월
- 북방한계선 

관련 문서 및 
지도 조사

- 전문가 보고서 
집필

9~10월
- 전문가 

보고서 
취합

- 전문가 
워크숍 
개최

11~12월
- 워크숍 결과 

반영 보고서 
작성 및 발간

• 현안이슈: 
북방한계선 
역사적 배경 및 
잠재적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보고서 1건 
(영문, 2018)• 워크숍(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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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로서의 해양자원을 어느 정도로 관리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만약 

이러한 관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 해양자원의 지위 평가가 필요

하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공동의 자원에 

대한 거버넌스 향상의 방법을 고찰하고, 기존의 자원관리를 통해 습득한 

사례가 다른 자원관리에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며, 공유물로서의 관리

가 적용될 수 없는 해역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 결과로는 우리가 

해양을 어느 정도로 공유물로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도출하고자 함  

  - 일시 : 2018.09.20. ~ 21. (본회의)

  - 주제 : 공유물로서의 해양(Common Currents-Examining how we govern the 

ocean commons)

  - 장소 : 콜럼비아대 국제하우스(International House at Columbia University)

  - 주최기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버클리대 법대 해양법연구소(Law of the 

Sea Institute, School of Law,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Prof. Holly 

Doremus/Jordan Diamond 해양법연구공동소장)

  - 현지호스트기관(Local Host) : 콜럼비아대 법대(Roh, Jeong-Ho 교수)

  - 주관위원회 : 

    Jordan Diamond 공동소장(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법대 해양법연구소, 법/에

너지/환경센터(Center for Law, Energy, and the Environment(CLEE) 소장)

    Holly Doremus 공동소장(교수,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법대 해양법연구소)

    권문상 박사(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

    Jeong-Ho Roh 교수(콜럼비아대 법대 한국법연구센터) 

  - 실무운영(Conference Coordinator): 

    이미진(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책연구소)

 Joan Wargo(콜럼비아대 법대 한국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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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인원 : 13개국 27개기관에서 약 50여명 초청참석 및 현지 법대학생/관

계자. 국제해양법/해양관련 국제법학자, ITLOS (전)재판관, 학계 전문가외 

(전)미국국무부, 네덜란드, 유엔환경(UNEnvironment), 유엔해양법사무소

(DOALOS), BRILL사의 출판사장 등 참여 법률전문출판사 BRILL사의 사

장 등 참여하였으며 LOSI-KIOST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였음

  - 참여국가로서는 : 한국, 미국, 스웨덴, 터키, 네덜란드, 자메이카, 이탈리아, 

호주, 뉴질랜드, 벨리즈, 캐나다, 프랑스폴리네시아, 폴란드 등

   • 현지 호스트기관에서 콜럼비아대 법대 기후변화법 사빈센터에서 Michael 

Gerrard 교수 좌장을 진행함

   • 한국인 세션발표 4명 및 극지연구소에서의 특별 코멘터리도 진행함

   • 한국에서는 인하대에서 1명, 극지연구소에서 1명, 로드아릴랜드 및 KMI 

한국연구진도 초청하여 참석 발표함 

  - 회의구성 : 이틀간 공유물로서의 해양에 대한 소개패널과 6개 개별패널 그

리고 둘째날 점심후에는 3시간동안 개별 페널 보고와 최종토론회, 최종 결

론으로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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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환영식
Jordan Diamond-UC Berkeley, 해양법 연구소
권문상-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
Rejong Ho Roh-콜럼비아대 법대, 한국법연구센터 

Panel 0 개요 (Ocean Commons)

Panel 1 공유물로서의 심해저(The Seabed Commons) 

Panel 2 극지지역으로 접근(The Approaches of the Polar Regions)

Panel 3 공유물 자원으로서 수산자원의 관리(Managing Fish as a Common Resource)

Panel 4 공유물관리를 위한 법적체계적 접근방식

Panel 5 해양과학조사-공유물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Panel 6 공유자원으로서의 생물다양성 관리 

토론 1 리포터 보고 

토론 2 해양공유물의 미래 

폐회식 회의 폐회알림 

  - 주요 초청자 : 

no. 이름 국적/기관위치 소속 기타 
1 권문상 한국 KIOST 환영사
2 이미진 한국 KIOST 회의진행지원
3 Holly Doremus 미국 UC Berkeley 토론좌장
4 Jordan Diamond 미국 UC Berkeley 환영사/사회 및 진행
5 Jeong Ho Roh 미국 콜럼비아대 법대 환영사/회의진행 지원
6 Tullio Treves 이탈리아 밀란대/ITLOS 패널 1 좌장

7 Gwenaelle Le Gurun 자메이카(프랑스) ISA 발표자(패널 1)

8 Seokwoo Lee 한국 인하대
빌표자(패널 1)/
좌장(패널 2)

9 Clive Schofield 스웨덴(호주) 유엔해사대 발표자(패널 1)

10 Leonardo Bernard 호주(인도네시아) 울릉공대 
ANCORS 발표자(패널 1)

11 Brian Israel 미국
Planetory Resources 
Commons Counsel 발표자(패널 2)

12 Karen Scott 뉴질랜드 Uni Canterbury 발표자(패널 2)
13 Young Kil Park 미국(한국) Naval War College/KMI 발표자(패널 2)
14 Hyunkyo Seo 한국 극지연구소 발표자(패널 2)
15 Michael Gerrard 미국 콜럼비아대 법대 좌장(패널 3)
16 Lorna Inniss 벨리즈 UN Environment 발표자(패널 3)
17 David VanderZwaag 캐나다 델하우지 대학 발표자(패널 3)
18 Katrina Wyman 미국 NYU 발표자(패널 3)
19 William Eichbaum 미국 WWF 좌장(패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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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주변 학교/기관에서 참여함

○ 주요 회의결론 내용(세부내용은 첨부자료 2 참조)

  - 해양이슈 관련 국제적 우호세력 확보 및 관리, 우리의 논리개발전달 그리

고 국가해양정책 아젠다 발굴 등을 위하여 KIOST는 LOSI 회의를 국제적 

토론의 장을 마련코자 2009년부터 LOSI 회의를 공동 주관, 수행하고 있음. 

특히 우리의 아젠다 공유를 위해 일본재단의 기금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2012년 회의부터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동개최자(major 

sponsor) 로서 회의를 주도함

  - LOSI는 가장 오래되고 권위있는 해양법 회의로 성장하였음. 또한 2012년 

후 아시아에서 다시 2016년 회의가 개최되었고 2017년에는 Paris Agreement

와 SDG의 시작을 계기로 하여 해양환경/기후 분야에 전문가들이 많은 유

no. 이름 국적/기관위치 소속 기타 

20
Gabriele 
Goettsche-Wanli

미국(유엔) UNDOALOS 발표자(패널 4)

21 Seline Trevisanaut 네덜란드 Utrecht Uni Law 발표자(패널 4)

22 David Freestone 미국(영국)
George Washing 

Uni./Sargasso Sea 
Commission

발표자(패널 4)

23 Sherry Broder 미국 하와이대/동서센터 좌장(패널 5)

24 Nilufer Oral 터어키
이스타불 

필지대/International 
Law Commission

발표자(패널 5)

25 Neil Davies 플랑스폴리네시아
(영국)

UC 버클리 
검프남태평양연구기지

발표자(패널 5)

26 Seung Shin 미국 로드아일랜드 대 발표자(패널 5)
27 Kristina Gjerde 폴란드 IUCN 좌장(패널 6)
28 Cymie Payne 미국 Rutgers Uni 발표(패널 6)
29 Elizabeth Mendenhall 미국 로드아일랜드 대 발표(패널 6)

30
Harriet 
Harden-Davies

호주 울룽공대(ANCORS) 발표(패널 6)

31 Charisa 
Gowen-Takahashi 미국 UC Berkeley 법대 Rapporteur(패널 4/6)

32 Adena Peckler 미국 콜럼비아대 법대 Rapporteur(패널 3)
33 Henri Feron 미국(프랑스) 콜러미바대 법대 Rapporteur(패널 2)
34 Elizabeth Glusman 미국 UC Berkeley 법대 Rapporteur(패널 1/5)
35 Sheldon 네덜란드(미국) Brill observer
36 조아영 미국(한국) 콜럼비아대 법대 observer
37 최용진 미국(한국) 뉴욕주립대 알버니 ob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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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유엔세계해사대학에서 개최하였고, 2018년도는 

국제적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국제전문가들이 뉴욕과 워싱턴을 위주로 모

여 있는 뉴욕과 세계유명법률집단의 콜럼비아대 법대를 현지 호스트로 하

여 뉴욕에서 개최함

  - 이번 회의에는 13개국 유엔해양법사무소를 포함한 27개 기관 등에서 약 

50여명이 참석하였음. 국제해양법/해양관련 국제법학자, ITLOS 재판관

(전), 학계전문가, NGS 등 참여를 통해 LOSI-KIOST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였음

  - 특히 최근 Paris Agreement, SDG 발표, ISA와 CBD/BBNJ 등 국제적 활동과 

관련하여 공유물로서의 해양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대양”이라는 해역이 좁아질 수 있음. 이러한 추세

에 대한 현황파악과 전문가 의견 분석 그리고 이러한 추세에 대한 전망, 

해양법적 해석, 우리의 입지 반영, 특히 해양과학연구기관으로서의 관점을 

국제법률전문가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공유물로서의 해양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해양법연구소와 연차대회를 개최함

  - 우리의 의견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협의들이 해양법에 명백하게 고

시한 해양과학조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하며 지금같이 해양

과학조사자체를 규제하거나 과학자들이 해양과학조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법률학자들이 다시 한 번 인지해야 함. 현지 법학자 등은 이러한 부분

을 해양과학자들로부터 실질적으로 듣지 못하고 있어 향후에는 해양학자들

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국제적 포럼 등의 기회를 마련해야할 필요성을 

언급함

  - 참여국가로서는 : 한국, 미국, 스웨덴, 터키, 네덜란드, 자메이카, 이탈리아, 

호주, 뉴질랜드, 벨리즈, 캐나다, 프랑스폴리네시아, 폴란드 등에서 관련기

관을 대표하여 참여함

  - 한국인 세션발표 4명 및 해양법재판소 (전)재판관인 Tulio Treves가 기조연

설을 함. 또한 콜럼비아대 법대의 사빈 기후변화법 센터에서도 협력기관

으로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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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물로서의 심해저 

UNCLOS에서 Area가 인류의 공통 유산인 중요한 장소로 간주되었다는 점을 중시하

였다. 연안국은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권리가 주어진다는 생각은 협상에서 

급진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그 이유는 다수의 사람들이 넓은 해양면적은 국제사회를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륙붕 경계 위원회는 CHM(common 
heritage of mankind)의 보호를 기본으로 그 역할을 위해 만들어졌으나, 동 위원회의 

대부분의 위원들은 대륙붕에의 확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 출신이며 자금을 

지원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대륙붕 경계 위원회는 Area 을 보호하는 역할로부

터 국가들이 더 큰 지역을 요구하는 것을 장려하는 역할로 그 역할이 변화되었다. 

Area 에서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평하게 분배할 것을 요구하는 82조를 

실행하는 것의 어려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ISA는 북극과 관련하여 어느 부분에 

가장 중요한 모호함이 존재하는지를 알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ISA는 조건과 

이익공유방법에 관하여 국제사회 전체에 통일성을 제공하기 위해 연안국들과의 모

범 계약양식을 개발하는 것을 구상했었다. 하지만 개별국가들은 자국의 법적 전통 

및 현재의 정부구조에 따라 이익공유에 대한 더욱 복잡하거나 정확한 조건을 필요

로 할 수도 있다. ISA 가 이익공유를 관리하는 방법 및 ISA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UN사무총장에게 제출한 자료의 한계 및 국가들의 제출물에 대한 위원회의 느린 처

리로 인해 ISA는 Area에 대한 분명한 공간적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이것은 겉

으로 보이는 것보다 ISA의 관리에 커다란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멤버국가들에 의한 활동들의 대부분은 국가들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확대 대륙붕

의 가장자리에 가깝지 않은 Area 이내에서 행해진다. 이러한 동향은 시간이 경과함

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모호한 관할권 경계의 실제적 영향은 

아주 적다. 

2) 극지지역으로 접근(The approaches of the polar region)

패널 토론에 뒤이어 거행된 논의는 북극에 대한 남극과 북극 이사회의 지배라는 복

합적 체제의 다양한 성공과 실패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북극이사회는 “질투” 또는 

주권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경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회원국들이 새로운 해양 전

문가 집단을 자신의 권한을 잠식하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질투”는 새로운 해

양 전문가 연구 집단이 결실을 맺는 것을 못하게 만들었다. 서로간의 질투는 북극 

공해에서의 무제한적인 어획을 방지하기 위한 북극 5 + 5 (EU, 아이슬란드, 중국, 
일본, 한국)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힘이 되었으며 타성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남극의 복합적 체제는 다양한 정부기관, 비 정부기구, 국제기구가 의사결정에 참여

하도록 만들어 투명성을 증가시키는데 성공적임이 입증되었다. 비 위계적이며 중복

되는 시스템의 불리한 점은 동일한 공간에서 상이한 지역 기구들이 상이한 목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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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조약들은 갈등이 발생할 시 갈

등해결장치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국제환경법의 다른 영역들도 공유지 자원관리에 

대한 조정과 협력 모델로서 사용되거나 특정한 생물다양성 집단들에 대한 태스크포

스를 실행할 수 있다. 다양한 관리 기구들을 연결하는 공식적인 관계가 소수에 불과

하므로 소통을 향상시키는 것은 필요한 첫 번째 단계로 보인다.

극지는 이제 더 이상 극지 주위에 존재하는 국가들에게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많은 

비 극지 국가들은 기후변화와 극지 얼음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할 뿐만 아

니라 연구, 어업, 관광 등의 활동을 한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은 방법에 있어서의 변

화를 요할 뿐만 아니라 극지를 공동 목표와 원칙을 가지고 관리할 것을 요한다.

3) 공유물 자원으로서의 수산자원의 관리 

어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첫째, 어업은 환경단체들과 어떻게 의견을 교환하고 공통된 견

해를 찾아낼 것인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업과 환경단체 

간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민간부문이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

가? 민간부문은 관리에 얼마만큼 관여해야 하는가? 최근 국제연합은 민간부문을 활

용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민간부문을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

는 민간부문이 취한 조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RFMOs(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내에서 책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인가? 책
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넷째, 모든 사람이 의사결정과정에서 한 

자리씩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개발도상국가들과 육지로 둘러싸

인 국가들을 어떻게 협상 테이블로 불러낼 것인가? 어떤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가?

4) 공유물관리를 위한 법적/체계적 접근방식

해양관리에 대한 제도적 접근법에 대한 논의는 관념적 차이에 대한 논의보다는 기

술적, 합헌적 문제에 관한 논의로 진행되었다. 발표들의 공통주제들로는 제도적 관

리를 수립하기에 적절한 수준과 기존의 법적 제도를 약화시키지 말아야 할 필요성

이 강조되었다. 글로벌 관리 제도가 실행 불가능할 수도 있으나 글로벌 차원에서의 

소통은 필요하다. 사람들로 하여금 토론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일 것이다. 이것은 BBNJ 협의의 긍정적인 결과들 가운데 하나라고도 볼 수 있

다. 많은 사람들은 BBNJ 협의의 결과가 기존의 제도를 약화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기존의 제도를 지원하고 수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

의 기관과 과정에서 집단은 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이럴 경우, 새로

운 기관들을 설립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다. 

UN Oceans는 해양관리 조정에 있어서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분열을 다루는데 적임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UN Oceans 등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여겨 분열을 다루기 위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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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기관으로서 UN Oceans 이 강화될 수 있는 방법은 무

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언급된 차이를 다룰 수 있도록 수많은 활동들을 가진 영

역들을 보여주는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무

엇보다도 주요한 문제는 자금부족이다. 

5) 해양과학조사(MSR)-공유물관리지원

논의 내용은 기술적 난제보다는 해양과학연구자료관리에 있어서의 사회학적 난제에 

중점을 두었다. 정보를 공유하는데 수많은 난제들이 존재한다. 

첫째, 과학계에서 조차, 금전적 보상이나 학술적 인정과 같은 보상 없이 연구의 산

물을 공유하는데 소극적이다. 자료는 중요한 자산이므로 어느 누구도 연구자에게 자

료를 공유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연구자에게 어떠한 보상도 제공하지 않고 연구자

가 자료를 타인들과 공유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다. 과학자는 자료를 

공유하면 나중에 연구를 발표하는 자신의 능력이 저해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

질 수도 있다. 자료공유 네트워크는 민간부문에서 바람직한 행위를 장려하는데 성공

적이었다. 자료공유네트워크에 함께 한 사람들이 자신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와 공

유하고 타인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유익함을 체험함에 따라 자료공유네트워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해양과학연구분야의 모든 참가자들에게 상호이익

을 제공하는 자료공유네트워크는 보상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자료조작처리를 방

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연구자들은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자료와 연구결과를 

공유하는데 주저할 가능성이 있다. 자료를 공유한다는 것은 프로젝트가 완전하게 진

행되었고 자료도 타인이 조사(검정)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신호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자료공유와 관련된 세 번째 난제는 연구자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라는 장애

물을 극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학자는 개인의 국적형편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 

또는 공유하거나 과학자들과 협력하는 것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상이한 규정들을 

준수하는 것이 자료공유를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 

연구자들이 메타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지 않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그렇게 하

는 것이 연구에 상당한 비용을 추가시키기 때문이다. 메타데이터 수집에 보상을 제

공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

이나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료나 메타데이터를 조작하도록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해양과학연구를 수행하는 국제기관이나 연구자 네트워크가 사람들이 

메타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들려고 시도한다

면, 사람들이 인센티브 시스템을 악용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방법도 추가로 필요하다.

해양과학연구에서의 자료관리/자료공유와 관련된 문제들은 진행 중인 BBNJ 협상에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다. 협상의 최종 결과물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람들이 표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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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수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지원과 장려책이 필요하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떤 파일을 사용하며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실시요강이 해양과학연구를 지원하는 유용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자료관리 해결책은 부담과 이익 모두를 분배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분배되지 

않는 자료는 자료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단체에게 부담이 된다. 분배된 시스템에 자

료가 통합되면, 개인의 부담이 감소되고 다양한 공동체가 자료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다. 법률 전문가는 공동체가 자료를 사용할 시 법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어떤 권리로 공동체가 자료를 사용해야 하

며 특정한 자료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분명히 해야 한다. 

6) 공유자원으로 생물다양성 관리 

이 분야에서 관심논의 내용은 공익신탁원칙에 따라 국가가 해양에 대한 신탁관리자

가 되는 것이 얼마나 적절한가 하는 것이다. 법적인 면에서 말하자면, 국제연합과 

같은 국제기구가 신탁관리자가 되기보다 국가가 신탁관리자가 되는 것이 더 용이하

다.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는 국가들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국가가 신탁

을 설립하는 자일 경우, 국가가 또한 신탁관리자가 되므로 언뜻 납득이 되지 않는

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제기구가 관여해야 한다. 국제연합 회원이 국가회원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회원은 국가들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적이다.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부터 시야를 확대하여 해양보호라는 더

욱 광범위한 이익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은 어렵다. 이럴 경우 국가의 이익은 

더 커다란 집단의 이익의 일부가 된다. 생태계의 붕괴는 개별 국가들과 글로벌 공동

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공익신탁원칙은 인정되는 법적 체제이므로 국가들이 이 

접근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가들이 시

행을 할 외부 당사자 없이 공익신탁원리를 따를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의문은 여전

히 남아 있다. 공익신탁원리에 따라 개발을 방지하는 책임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신탁이라는 개념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의무를 창설하는 것이다. 지식은 

고갈됨이 없이 재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다. 그러므로 과학적 연구와 과학적 지식의 

공유는 신탁에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해양 유전자 자원에 대한 지식을 많이 획득할

수록 우리는 그것에 더 많은 가치를 추가할 수 있으며 미래 세대를 위한 관리의 중

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된다. 여기에서의 관심사는 자료와 정보 접근성이다. 

BBNJ 협상을 포함한 모든 부문들에 걸친 해양관리논의는 갈등을 빚는 이해관계를 

수반한다. 산업체와 국가는 적합성 및 보호와 상반되는 경제적 이익을 원한다. 지속

가능성과 보호를 추구하고 특정한 결정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부문적 

또는 국가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발과 추출은 가능하다면 가장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속가능성과 생물다양성을 경제적 

이익에 연결시키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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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연차대회의에 대한 추가시사점>

- 국제해양법학계에서 영향력 강화라는 인식하에 직접적 예산확보를 통한 해

양법연차대회 공동운영을 지속되면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법연차대

회의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파트너로서 해양법 및 국제법 학자들에게 공신

력 있는 기관으로 위치확보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법연차대회의 공동기획 및 운영자의 역할도 수행

하면서 국제해양법 아젠다 선정유도 

  ∙ 2018년도 주제, 패널 구성, 개최 장소 선정에 있어 해양법연구소는 한국

해양과학기술원의 협의를 통해 진행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공신력 향상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진이 국제

해양법 학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향상으로 발전 

- 이러한 영향력 향상은 국내연구진의 위상 향상 효과를 동반하고 있어 親韓 

네트워크 구성이 용이

- 국제해양법학계에서의 親韓 네트워크 강화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위상 강

화는 한반도 주변해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주로 일본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상황을 전환시키는데 기여  

- 본 사업이 중단될 경우 중국 또는 일본 해양정책연구소가 국제해양법연차대

회를 공동개최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국제해양법학계에서 주변해양에 대

한 해양법 현안문제에 부정적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우려 

- 본 사업을 통하여 국제해양법의 논의분석 작업과 동시에 우리나라와 한국해

양과학기술원의 연구 업적을 국제해양법 학계에 제시하는 작업을 동시에 수

행하고 있어 사업의 지속성 유지와 확대가 필요

- 2017년 해양법 연차대회를 포함하여 지난 해양법 연차대회는 한국에 우호적

인 전문가 그룹의 노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외곽 세력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였으며, 우리나라 해양이익의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계

속하여 확대해 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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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과학연구, 환경보호, 대양환경 등 해양법적 연구 및 정책적 연구 분야를 

해양과학기술과 접목하여 확대해 감에 따라 우리원의 역할 증대와 함께 우

리나라 해양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력을 고양하였음

- 우리나라 주요 해양 이슈에 관한 우리측 논리를 개발하여 발표함으로써 해

외 전문가에 대한 한반도 주변 수역의 해양갈등에 대한 올바른 사실 전달과 

우리측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전파하였음

<2018년 국제해양법연차대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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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지역회의 개최(첨부자료 3 참조) 

○ 제6차 KIOST-JVD 국제아시아태평양 해양정책전문가 지역회의 개최

   - 회의명칭 : 2018 Regional Conference on the Ocean Policy for the East Asia 

and the Pacific Islands  

   - 일시 : 2018.10.11. ~ 13.

   - 주제 : Ocean Law and Policy Issues of Global, National, and Regional 

Concern (지구적, 국가적 및 지역적 해양법과 정책)

   - 규모 : 5개국 14개 기관에서 약 30여명이 초청참석 및 현지 캐나다 대학 

관계자 다수가 한국, 미국, 캐나다, 중국, 영국 등에서 참석하여 기후변화

와 공해에서의 행위 규제/ 북극해와 해협통항 문제 등 역내 태평양국가로

서의 관점에서 현안 문제에 관한 토의를 진행함

   - 장소(현지호스트) : 빅토리아 대학교 국제회의실 

        캐나다 빅토리아대학교 (University of Victoria, Canada) 법대 (School of Law)

        아시아태평양 이니셔티브센터(Centre for Asia-Pacific Initiatives) 

   - 주요 파트너 및 협력개최 기관 

        존 반다이크 연구소 (Jon Van Dyke Institute)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미국 하와이대 소재 동서센터(East-West Center, Honolulu, Hawai`i)

        한국 적도해양포럼 (Korean Tropical Ocean Forum, Korea)



제2장 2018년 사업활동

 61

- 주요 초청 참여자 

no. 이름 
국적/
위치

소속 기타 (역할)

1 Sherry Broder USA Jon Van Dyke Institute  Executive 
Director

2 Susan Breau CAN University of Victoria professor

3 Helen Lansdowne CAN Centre for Asia-Pacific 
Initiatives professor

4 David Freestone USA/U
K

George Washington U/
Sargasso Sea Commission

professor/Chair
person

5 Richard Wallsgrove USA University of Hawai’i Assistant 
professor

6 Anna-Maria Hubert CAN Calgary Law School professor
7 Victoria Keener USA East-West Centre Fellow

8 Karen Dunmall CAN Fisheries and Oceans 
Canada Arctic Biologist

9 Calvin Sanborn CAN University of Victoria Legal Director
10 Suzanne Lalonde CAN Universite de Montreal professor
11 Guifang Xue CAN KoGuan Law School professor
12 Anastasia Telesetsky USA Idaho Law School professor
13 Ted McDorman CAN University of Victoria professor
14 Kim Jupiter CAN University of Victoria Chief Scientist

15 Warwick Gullett AUS Shcool of Law, 
University of Wollongong professor

16 Nong Hong CHN Institute for 
China-America Studies professor

17 Deborah Curran CAN University of Victoria professor
18 Robert Hage CAN University of Ottawa Ambassador
19 Will Greaves CAN University of Victoria professor
20 Nigel Bankes CAN University of Calgary professor

21 Michael Byers CAN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ofessor

22 James Boutilier CAN University of Victoria professor

23 Miranda Steed USA Richardson Law School, 
University of Hawai’i Student

24 Tolu Kolawole CAN University of Victoria Student
25 이미진 한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공동개최

26 이석우 한국 인하대 교수

27 서현교 한국 극지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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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1일)
기조연설 : Stewarchship of global ocean resources
(전지구적 해양자원에 대한 관리)

그룹 사진 촬영 
Panel 1: Climate change and ocean pollution (기후변화와 해양오염)
- Regulating Geoengineering Research(지오엔지니어링 연구의 규제)
- UN National Climate Assessment-Hawaii and Pacific Territories(유엔국가기후평가-하와이와 태

평양 도서지역)
- Biodiversity shifts of fishes in the canadian arctic(캐나다북극에서의 어류종다양성의 변동)
- Plastics(플라스틱)

Coffee Break
Panel 2: Marine Protected Areas (해양보호구역)
- An analysis of marine protected areas in china(중국해양보호구역에 대한 분석)
- Fishing for food security-best practices from nearshore fishery management(먹거리 안보를 위한 

어업활동-연근해 어족자원 관리의 최적행위)
- Pacific blue national monuments, environmental protection or drain on the economy(태평양에서

의 청색국가기념보호지역, 환경보호 또는 경제적 고갈)
점심

Panel 3: ABNJ science, issues & negotiations(국가관할 이월지역에 대한 과학, 이슈 및 협의)
- The BBNJ negotiations-a big picture viewpoint(some thoughts from the cheap seats)(관할이원해

역에서의 생물종에 대한 협상-큰 그림의 관점)
-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 reality check(관할이원해역에서

의 해양유전자원-실무적 검토)
- Addressing potential conflict between marine scientific research and exploration activities in the 

deep seabed (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와 탐사활동간의 분쟁요소에 대한 검토)
Coffee Break

Panel 4: Vessel traffic in straits (해협 내에서의 선박항해)
- Canada’s views of straits(캐나다 관점에서의 해협)
- Oil spill preparedness and response –canada’s evolving approach in a muti jurisdical oceanscape

(유류유출사고준비와 대응-캐나다의 접근방식의 진화)
- Canada and the law of the sea-Looking to the past and the future(캐나다와 해양법 – 과거와 

미래에 대한 고찰)
개회식(2일)

기조연설 – Canada and the law of the sea : Stormy seas and prosperous voyage
(캐나다와 해양법-험란한 해양과 순조로운 해양)
Panel 5: Artic Ocean, New Developments (북극해, 새로운 이슈들)
- Relations in the Barents Sea (바렌츠해에서의 관계성)
- Indigenous peoples and arctic ocean management (원주민과 북극해관리)
- The perspectives on East-asia’s national arctic policy (동아시아 국가 북극정책 고찰) 

Coffee Break
Panel 6: Asian regional sea conflicts, navigational rights and security (아시아지역해 분쟁, 항해의 

권리 및 안보)
- Maritime disputes in northeast asia: challenges and prospects (동북아시아의 해양분쟁 – 도전과 

전망)
- Law and politics in the south china sea (남중국해해서의 법과 정치)
- Canada and the south china sea (캐나다와 남중국해)
- Where do we go from here? Can we trust china anymore? (중국에 대한 신뢰가 계속될 수 있

는가?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
점심

Panel 7:  종합토론 
회의토론 및 결론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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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지역회의는 우리나라 정부의 태평양으로 진출을 위한 국가정책에 따른 

해양환경, 해양생태계, 생물다양성, 남중국해 문제 등 해양을 둘러싼 정책 

현안사항에 대해 해외 전문가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로서 특히 지역적, 

국가/지역적 그리고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지구적 이슈들이 포함됨으로써 

캐나다서부 태평양 중심의 전문가들의 생각들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네트

워킹을 진행하였음 

  - 또한 1.5일 간 6개 패널+토론패널로 구성하여 되었으며, 전문가 발표와 그룹

토론으로 진행됨. 또한 하와이대 법대/빅토리아대 법대 학생들을 참여를 

유도함

○ 회의내용(첨부자료 3 참조)

  - 이 회의의 목적은 태평양을 접하고 있는 해역을 중심으로 하여 관련된 국

가들이 태평양으로의 진출과 해양이슈, 정책/정치, 거버넌스 등에 대한 동

향과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이해, 그리고 태평양 해역으로의 해

양활동 확대에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 이슈들에 대한 지역 전문가 네트워

크를 구축하고자 함

  - 또한 지역 일반 인문사회학적 전문가들과 해양과학/정책 전문가들이 서로

가 다른 다양한 해양분야에서의 보유한 관점의 차이점과 접근방식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하여 해양이슈들에 대하여 보다 현

실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전문가들의 

성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네트워크 구축을 진행하고자 함 

  -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공유될 수 있

도록 토론을 활성화 하는 것을 지원함. 특히 전체론적(holistic) 토론을 통

해서 가장 적합한 모범적 실무활동을 파악하고 타 체제와의 연결고리 여

부 또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하고 법률적, 기

술적, 과학적, 정치적, 이슈들을 협력을 통해 풀어보고자 함

  - 또한 이러한 전문가들의 모임과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인접한 태평양해역

이 보다 전략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으며 지역적으로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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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SDG 14의 이행과 태평양으로의 진출이 보다 수월하고 효과적이며 상

호 호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기후변화와 해양오염 

- 인간에 의해 유발된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해양생태계를 변화

시키기 위한 해양 기반 지구공학 대책들이 제안되었다. 이 대책들은 대기로

부터 이산화탄소나 기타 온실가스를 제거하여(‘온실가스제거’), 대기 중 온실

가스농도를 감소시키고 햇빛을 우주로 반사하여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것이

다(‘태양 지구공학’). 지구공학 대책들은 상반되는 두 면을 갖는다. – 지구공

학 대책들은 병폐와 치료법으로서 간주되고 있다. 해양기반지구공학 대책은 

해양 온난화,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의 규모와 속도를 상당히 완화시킬 가

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해양기반지구공학 대책은 해양 온난화, 해양 산성

화, 해수면 상승이 지역사회와 해양 생태계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해양기반지구공학 대책은 인간의 활동에 의

해 이미 위협받고 있는 해양환경에 심각하고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지구공학 대책들의 실행가능성, 장점, 위험과 관련하여 커다

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 지구공학은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해양기반지구공학 대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해양환경에서의 간섭

주의 스타일의 실험은 기존의 규제체제로는 포착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환경

문제, 윤리적 문제, 법적 문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한다. 신생 과학관리와 지

구공학 혁신에 국제법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분석하였다. 해양기

반지구공학 제안들에 대하여 법적 전망의 맥락에서 1982년 LOSC는 전술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사법권적 틀과 법적 틀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특정한 

해양 도구들도 –특히, 해양 지구공학에 관한 1996 런던 프로토콜에 대한 

2013 수정- 역시 적용 가능하다. 체계적인 통합원칙 아래, 해양 지구공학연구

의 교차 체제 영향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기타 관련된 영역들로는 국제환경

법(특히, 기후체제)과 국제인권법이 있다. 신생과학과 혁신이 다양한 경합하

는 이해관계들과 트레이드오프 그리고 위험수준 측면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 기후영향에 대한 미국의 권위 있는 평가인 4차 국가기후 평가 Volume II: 미
국에서의 영향, 위험, 적응(NCA4 Vol. II) 부분이 2018년 후반기에 발표될 예

정이다. 4차 국가기후 평가는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300명 이상의 저자들

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기후변화의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 중점을 둔

다. 300명의 저자 가운데 하와이와 태평양 섬에서의 위험과 적응을 다루는 

10명의 저자가 포함되어 있다. 팀은 협력하여 챕터의 핵심적인 메시지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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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만들었다. Webinars 와 비공식적 설문조사가 정보를 제공하였다. 다양한 

지역과 전문지식을 포함시키기 위해, 저자들이 핵심 분야들에 대한 여섯 차

례의 워크숍에 모였다. 60명 이상의 기고자들도 참여하였다. 다음을 포함하여 

주요한 위험 지역과 지난 평가 이후 획득된 새로운 지식을 검토하였다: (1) 
믿을 수 있고 안전한 물 공급, (2) 바다와 육지에서의 생태계 건강, (3) 해수

면 상승과 해안 영향, (4) 지역사회의 생계 및 웰빙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공
식출판에 앞서, 여덟 차례에 걸쳐 검토하였다. 대중, 연방기관, 미국 국립 과

학원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개발 과정, 연구결과가 지역과 미국에 대하여 갖

는 중요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 북극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따뜻해지고 있는 온도는 새로운 기회를 발생

시키고 종의 추가와 상실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변화시킬 것이다. 생물다양성

을 보호하려는 전 세계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들은 변화하고 있는 북

극에 반응하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 북극은 매우 넓고 지리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 분포와 서식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변화를 평가하

기가 용이하지 않다.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혁신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어
려운 문제들에 대응하고 변화의 성질, 방향, 속도를 기록하기 위해 캐나다 북

극해의 해양생태계, 해안생태계, 민물생태계에서 많은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이

다. 선박을 기반으로 한 연구, 계류된 기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모니터

링 활동은 현지의 생물종, 생물종의 분포, 서식지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킨다. 
연구 등을 통해 획득된 지식은 북극에서의 미래 개발에 대한 국제적 이해관

계를 뒷받침하고 북극을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해양보호구역 

- 중국에 있는 해안생태계와 해양생태계는 커다란 생물지리학적 및 사회경제적 

중요성을 갖는다. 중국은 매우 풍부한 해양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풍부한 해

안 자원과 해양 자원은 예를 들어, 어업, 해상운송, 석유탐사, 가스탐사(이것

들은 중국 총 GDP의 약 10%에 기여한다)와 같은 중요한 산업들을 뒷받침한

다. 수많은 인력과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중국 경제성장의 지역들은 –특히, 
해안 생태계와 해양 생태계- 급속한 발전, 도시화, 인구 증가(중국의 인구는 

13억으로써 세계 총인구의 20%을 차지하고 있음)로 인한 위협들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의 생태계와 천연자원에 가해지는 압력은 전례가 없을 만큼 심하

여 1950년대 이후 해안습지면적의 50%, 맹그로브의 70%, 산호초의 80%가 사

라졌다. 중국은 다양한 종류의 MPAs 설립을 검토하고 MPA 관리의 지정, 모
니터링, 평가절차에 관한 중국의 운영경험에 중점을 두어 MPA 시스템의 보

호활동을 평가한다. 중국의 4가지 종류의 MPAs를 통해 해양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난제들을 풀어나가고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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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백질을 공급함에 있어서 양식 어류가 점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연
안어장에서 직접 잡은 물고기와 해산물은 전통적인 어촌의 생계에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남획되고 있는 어류 자원의 다수는 전통적인 어촌이 

잡을 수 있는 범위 너머에 있지만, 고도 회유성 어류자원과 연안종을 포함하

여 지역사회의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어류 자원에 대한 남획이 행해지고 

있다. 전통적인 어부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Article 2(3)에 따라 미국이 부

담해야 하는 의무들을 검토하였다. 어업과 관련된 전통적인 공동체 가치와 

현대의 경제적 가치 사이의 증가하고 있는 단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하와

이의 전통적인 어업방법을 보호하기 위한 하와이 주에서의 법적 발전과 기관

적 발전 및 다른 주들에서의 혁신적인 어업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연안 어

장의 보호와 회복을 우선하는 법적 개혁과 규제 개혁을 통해 연안 어업과 어

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들에서 다양한 법적 

관행과 관습적 관행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연안 어장의 관리

자와 사용자들이 다음의 것들을 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1)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할 수 있고, 해양 풍부성을 증가시키는 연안 생태계 관리를 위한 회복목

표를 설정한다; (2) 회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학과 생태계 지식에 근거하

여 관리계획을 채택한다; (3) 어장 회복 구역 내에 있는 연안자원 사용자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만든다; (4) 지역사회관리계획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견실한 모니터링 및 시행방법을 도입한다(또는 재가동한다).

- 미국의 태평양 해양 국립 기념물들은 크기가 감소하고 있으며, 상업적 어업

에 노출되어 있다. 많은 과학자들과 환경 보호 활동가들은 해양보호구가 마

지막으로 남은 훼손되지 않은 생태계이자 감소되고 있는 종들과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해 플랑크톤 밀도가 감소하고 있는 적도로부터 이주하는 생물체

에게 안전한 피난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업계는 과학자나 환경 보호 활

동가들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호놀룰루에 본부가 있는 서태평양 어업 

관리 위원회(The Western Pacific Fishery Management Council, Wespac)는 140
개의 연승어업 선박들이 참치와 꽁치를 포함한 물고기를 잡는 수역에 관할권

을 갖는다. Wespac의 임원들은 태평양의 해양 기념물이 “경제성장을 저해하

고 국가의 식량안보를 약화시켰다”고 주장한다. 보호구역에서의 no-take 조항

(물고기나 기타 생물을 잡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과 관련된 조항)은 생태

계에 도움이 되는 반면 어업관계자들이 선호하는 도구들은 소수의 생선만을 

목표로 삼아 의도하지 않은 어획물(다른 생선들을 잡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잡힌 생선들)이 얻어지게 된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해양 기념물 내에서의 금지를 재평가하여 자신에게 

권고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은 국가유물관리법에 의거하여 태평양 열도에 세 개의 해양 국립 기념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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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하였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유물관리법에 의거하여 해양 국립 기념

물들의 크기를 상당하게 확대하였다. 태평양 원거리 도서지역 해양국립기념

물(The Pacific Remote Islands Marine National Monument (PRIMNM))의 면적은 

약 313,941,851에이커이다. 태평양 원거리 도서지역 해양국립기념물에는 일곱 

개의 섬과 환상 산호도가 있다: Baker(베이커), Howland(하울랜드), Jarvis 
Island(자르비스 섬); Johnston(존스턴), Wake(웨이크), Palmyra Atoll(팔미라 환

초); Kingman Reef(킹맨 환초). 태평양 원거리 도서지역 해양국립기념물에는 

세계에서 가장 원시적인 산호초들이 있다. PRIMNM를 지정한 주된 목적은 

태평양 원거리 도서지역 해양국립기념물 주위에 있는 산호초와 종을 보호하

기 위한 것이다. 태평양 원거리 도서지역 해양국립기념물에는 세계 최대의 

검은등제비갈매기 군집, 멸종위기에 처한 Phoenix Petrels과 White-throated 
Storm-petrels(흰멱폭풍바다제비)가 있다. 태평양 원거리 도서지역 해양국립기

념물의 지정과 확장 시, PRIMNM 내에 상업적 어업과 예를 들어 심해 채광

과 같은 자원추출활동이 금지되었다. 태평양 원거리 도서지역 해양국립기념

물이 지정 및 확장되기 전에, 해당 수역에서는 주낙어선들과 건착망 어선이 

조업하고 있었다. 

  Rose Atoll Marine National Monument(Rose Atoll 해양 국립 기념물)은 미국령 

사모아의 영토에 속하며 남태평양에 있는 13,393.18 sq. mi을 포함한다. PRIMNM
와 마찬가지로 Rose Atoll Marine National Monument를 지정한 목적은 다양한 

육지종과 해양종에게 서식지 역할을 하는 원시적인 암초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Rose Atoll 가 지정되었을 당시 상업적 어업은 금지되었다. Rose 
Atoll가 지정되기 전, 미국령 사모아 어부들은 Rose Atoll 근처 수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였다. PRIMNM에 대하여, 내무부 장관 Zinke는 2017년 12월 7일 매

그너슨-스티븐스 어장 보호와 관리법에 의해 허가된 대로 확장지역에서의 어

업에 대한 결정을 지역 어업 관리 위원회가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동법의 조

항들과 의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확장된 경계가 감소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

다.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 내무부 장관 Zinke는 Rose Atoll 의 경계를 감소시

킬 것을 권고하였다. 

  2017년 4월 28일 행정명령인 “미국우선주의 연안 에너지 전략실행”에 따라, 
통상부는 2007년 4월 28일 이후 해양국립보호구역과 해양 국립 기념물의 지

정과 확장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PRIMNM, Rose Atoll, Papahānaumokuākea
를 포함하여 11개의 해양국립보호구역과 해양국립 기념물이 검토 중에 있다. 
그 보고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태평양에 있는 세 번째 해양 기념물이며 

북서 하와이 열도에 있는 Papahānaumokuākea 해양 국립기념물의 면적은 국가

유물관리법에 따라 582,578 제곱 마일이다. Papahānaumokuākea는 혼합(천연과 

문화) 세계문화유산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상업적 어업과 자원 추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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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금지되었다. Zinke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WESPAC은 

해양 기념물 지정이 서태평양 지역에 있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관리에 불필요

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WESPAC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고: 
미국의 어부들이 미국의 수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와이 연

승어업 협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연승어업 선박들은 확장된 

지역으로부터 연간 약 2백만 파운드의 물고기를 잡았다”. 트럼프는 국가 기

념물의 지정과 확장에 대한 재평가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에 Papahānaumokuākea
를 추가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3) 국가관할 이월지역에 대한 과학, 이슈 및 협의

- 해양 생물다양성에 대한 상업적 이용 - 특히, 해양유전자원(MGRs)에 대한 상

업적 이용- 은 20세기에 매우 소박한 출발을 하였다. 해양생물을 상업적인 면

에서 성공적으로 개발한 사례는 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제약분야에서-. 21세
기 초 20년 동안의 기술적 발전은 새로운 해양생물과 생체분자를 발견하고 

해양생물의 게놈 기반을 이해하는 우리의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해양유전자

원(MGRs)의 상업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해

양생물로부터 추출한 최초의 약들이 상업화되었으며, 해양천연물의 기능식품 

및 기타 비의료적 사용에 있어서 상당한 성장을 하였다. 신기술들은 해양 생

물다양성이 활용될 수 있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생체분자추출을 위한 

바이오매스의 대량 수확은 각 유전자에 대한 복제, 모델로서 생체분자를 사

용한 화학합성, 폐기물 바이오매스의 재사용이 대신하고 있다. 최근, 지구표

면의 47%를 차지하는 해양면적인 국가 관할 이원해역에 존재하는 영역

(ABNJ)에 있는 해양 유전 자원을 개발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프레임워크를 개

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가 UN에서 시작되었다. 협의와 관련하여 아

래의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i) MGRs의 발견과 상업화를 위한 능력은 소수의 선진국들만이 MGRs의 발견과 

상업화를 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ii) ABNJ에서의 생물다양성과 유전자원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탐구되지도 않았다. 

iii) ABNJ에서의 해양과학연구는 해양 생물다양성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고 해

양 생물다양성이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해양 생물다양성이 빠르게 상실되고 있으며 해양 유전자와 생체분자가 가져

다 줄 수 있는 이득과 지구 생물 시스템에 해양종이 갖는 기여에 대한 연구

가 이제 막 시작된 이 시대에 기초연구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MGR-ABNJ 
규제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들이 있었다.



     해양경제영역 확장을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사업(2018)

70  

- 국가 관할에 속하지 않는 지역들에서의 심해저 자원개발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해채광기술의 발전과 코발트, 구리, 니켈, 망간과 같은 광물의 가

격상승은 자원추출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심해저에서의 15년 개발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많은 후보자들이 국제해저기구에 지원하도록 만들었다. 2011
년 이후 20개 이상의 계약이 수주되었다. ISA가 수여한 개발계약의 특징은 

계약자가 지정된 지역에서의 광상을 탐사하고 분석하며 시스템과 장비를 사

용하고 테스트하며, 환경조사를 수행할 독점적인 권리를 계약자에게 수여한

다는 것이다. 적절한 때에, 자원개발계약에 따라 비슷한 권리들이 계약자들에

게 수여될 것이다.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권리들로 인해 계약자에게 수여된 

독점권에는 자격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것들에는 위에 있는 수역에서 “과
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공해상에서의 자유, 배타적 경제수역(LOSC arts 
256 & 257) 너머 존재하는 수역에서 국가와 국제기관이 “해양과학연구”를 수

행할 수 있는 권리, 공해상에서 물고기를 잡고 해저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

는 자유가 포함된다. LOSC는 “적절한 고려”(art 87), “합당한 고려”(art 147) 
또는 “바다에 대한 합법적인 사용을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는다”(art 240(c))와 

같은 모호한 표현으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화해시키는 것에 대하여 최소의 

지침만을 제공하고 있다. 또 하나의 복잡한 문제는 예를 들어, sonar mapping
(수중음파탐지)과 같이 계약자들에 의한 개발활동이 과학연구권리에 따라 수

행되는 활동과 동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환경 모니터링 의무와 영향

평가 의무가 상당한 오염이나 환경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계약자나 연

구자에 의한 활동에 대하여 LOSC, ISA 규정이나 국제법에 따라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 부합하지 않은 활동들에 대하여 계약자들은 ISA 권고

에 따라 추가적인 환경의무를 져야 한다. 연구자의 활동이 계약자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방해할 시 연구자가 언제 계약자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확실하게 명시되지 않았다. 이 논문은 계약자와 연구자의 활동과 권리 사이

의 갈등, 경쟁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적 난제, 문제를 다

루기 위한 ISA의 노력을 지켜봐야할 것이다. 

4) 해협 내에서의 선박항해 

- 2014년 캠브리지 대학교 출판사가 출판한 Caminos와 Cogliati-Bantz의 중대한 

연구인 “해협의 법적 체계 - 현대의 난제와 해결책”은 Henri Matisse(앙리 마

티스)의 “내가 꿈꾸는 것은 바로 균형의 예술이다” 인용으로 시작된다. 서문

에서, 저자들은 3회 유엔해양법협약의 “위대한 과제들 가운데 하나는” 해협 

주위에 있는 국가들, 상업적 단체, 군사기관들 간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

정하는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것에 있다고 선언하였다. 

  1982 유엔해양법협약의 Part III에서 규정된 해협들에 대하여 약술하고, 동 협

약이 해양환경보호와 같은 새로운 난제를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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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행해진 방법은 LOSC 에서 해결되

지 않은 문제들에 대한 균형 있는 해결에 도움이 되었는가? 등에 대한 것도 

생각해야 한다. 예로서 북서항로, Head Harbour 항로, 환드퓨카 해협을 사용

하여 해협체제에 대한 캐나다의 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캐나다 해양경관(243,797킬로미터의 해안선과 3백만 제곱 킬로미터 관할)은 

기름 유출에 취약하다. 가혹한 환경의 크기, 지리적인 고립, 다양성은 정부와 

해당 지역사회에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야기한다. 기름유출대응은 

주로 연방의 책임에 속하지만, 지역의 수역, 지역적 기름유출대응기금, 운영

센터 등에 있어서 복잡성이 발생한다. 생계를 위해 해안에 의존하는 토착민

들은 해양관리와 기름유출대응에 있어서의 역할증가를 요청하고 있다. 캐나

다 원주민은 해양경관 전체에 걸친 원주민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캐나다 서

해(태평양 연안)안에서의 대응에 (주로 해협에서의) 기름유출에 대한 캐나다

의 대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제3회 국제연합해양법회에 캐나다 대표단 가운데 일원으로서 해양 거버넌스

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볼 때 캐나다의 연안에서 고기를 잡는 이

웃국가들과 (미국, 프랑스, (St. Pierre and Miquelon) and EU) 캐나다 사이의 

LOS 관련 분쟁들은 이전이나 지금도 진행 중인 부분이지만 캐나다는 심해 

대륙붕 탐사를 포함하여 대륙붕 탐사와 해양 구역에 대한 조항들로부터 이득

을 얻으며 어업 활동중단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한 해결을 향해 나아가는 “순
조로운 항해”를 즐겼다. 캐나다와 같이 UNCLOS로부터 이득을 얻는 국가들

은 전 세계의 해양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에 있어 솔선해야 할 도

덕적 의무가 있다.

5) 북극해, 새로운 이슈들 

- 북극해의 온난화는 극지 부근의 지역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도록 유발하고 

있다. 북극해의 온난화는 북극지역의 안보 조건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

가 북극의 안보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기후변화는 안보와 관련된 

난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가 계속되면, 이는 북극의 

소구역들에서의 상이한 안보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안보 조건에 있

어서의 이러한 변화는 북극 주위지역의 침식에 기여하며 북극지역의 관리 능

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주장은 Euro-Barents 지역으로부터 

예시로 볼 수 있다. 

- 캐나다의 북극 해양 지역으로부터 얻어진 사례들에 중점을 두면서 북극해 관

리에 있어서 원주민의 법적 이익이 검토되어야 한다. 국제법(북극 위원회와 

북극해 어장 협정을 포함하여), 북극해 관리에 대한 이누이트족 선언과 제안

(Pikialasoruaq 위원회의 연구를 포함하여), 국내법(토지 요구 협정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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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누나부트준주 협정과 권력이양에 대한 누나부트준주 법과 제안) 등을 

검토하였다.

- 캐나다 등 외에도 동북아 국가에서도 북극해에 관심이 많다. 한국, 일본, 중

국은 2013년에 북극 이사회의 옵서버(참관인)이 되었으며, 뉘올레순에 있는 

북극 기지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AFops(아시아극지과학포럼)에서 협력하고 있

다. 최근 한중일 간의 두 번째 쇄빙 연구선을 건조하는 것을 포함하여 극지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북극 정책(2018), 일본의 북

극 정책(2015), 한국의 북극 정책(2018) 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전략적 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고 한, 중, 일의 특징을 알아내었다. 각 주제의 내용을 비교하

기 위해 키워드별로(1. 기후변화+ 환경+ 생태계, 2. S&T, 3. 자원, 4. 북극해 

루트, 5. 국제협력, 6. 북극 토착민. 7. 안보) 한, 중, 일의 북극정책과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한, 중, 일의 북극관련 활동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비교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각 국가들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6) 태평양아시아지역해 분쟁

- 경제발전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동북아시아는 국제무역뿐만 아니라 

해양활동과 자원 면에서 해양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바

다는 사용량과 강도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 취약한 해양자

원과 환경 파괴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해양에서는 주목

을 요하는 중요한 많은 문제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전략적 중요성으로 인해 복잡한 지리적, 환경

적, 역사적, 정치적, 사회경제적, 법적 성격을 갖는다. 전술한 문제들은 동북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해양

과 관련된 분쟁에 의해 유발된 문제들로 인해 동북아 지역은 혼란에 빠져 있

으며, 이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관련성을 갖는다. 동북아 지역에서

의 긴장이 증대함에 따라 동북아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할 목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의 해양분쟁 문제들을 순조롭게 풀어나가야할 것이다.

- 남중국해에서의 육지분쟁과 해양분쟁은 수 십 년 동안 미해결인 채로 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에서의 수 십 년 

동안에 걸친 분쟁의 해결은 정치적으로 교착 상태에 있다. 협상과 관련하여 

인내와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는 필리핀은 2016년 7월 12일 판결이 있기 전에 

3년 이상 동안 계속되었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 1월 22일 중국을 상

대로 하여 중재절차를 활용할 것을 제의하였다. 국제법에 대한 중국의 태도

라는 앵글을 통해 분쟁해결에 대한 중국의 정책 접근법을 분석할 필요가 있

다. 특히, 국제적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제3자 분쟁강제해결방식의 역할 등

을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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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남중국해 중재 사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펼쳤는데 중재 사건

에 대한 법적 관련성 및 남중국해에 대한 정치적 영향과 안보영향에 대해서 

분석해야 한다. 남중국해에서의 분쟁을 다루는데 있어서 분쟁강제해결이 남

중국해에서의 분쟁을 다루는 최상의 선택은 아닐 수도 있다. 남중국해 지역

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해양분쟁관리 모델이 제안되었다. SCS에 있어

서의 해양분쟁관리의 4단계 모델을 제안할 수 있다. 이는 환경안보를 남중국

해 협력의 추진력으로 삼고 어업협력을 남중국해 분쟁 해결의 출발점으로 삼

고 UNCLOS를 남중국해에서의 해양관리를 위한 틀로 삼고 사고방식의 변화

를 정책과 연구 방향을 이끄는 토대로 삼는 것이다. 

- 서구의 언론은 북극에 대한 중국의 증가하는 관심과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요구를 자주 연관시킨다. 하지만, 북서항로의 법적 상태에 관한 캐나다와 미

국 사이의 분쟁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 미국 및 기타 다수 국가들 사이의 

분쟁과는 다르다. 북서항로분쟁은 수로가 캐나다의 수역인가 아니면 국제 해

협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역사적 소유권에 대한 캐나다 주장의 유효

성을 - 즉, 1985년 북극의 섬들에 대한 직선 기준선을 긋기 전에 캐나다의 동

의와 통제 없이 수로가 국제 항해를 위해 사용되었는지의 여부- 중심주제로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남중국해에 대한 분쟁은 다음의 것들에 관련 된다: 
(1)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대만의 배타적 경제구

역과 겹치는 지역인 이른바 “남해 9단선” 내의 수역에 대한 중국의 주장; (2)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대만도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지역에 존재

하는 섬, 암석, 암초, 모래톱에 대한 중국의 소유권 주장; (3) 중국,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대만 사이의 해양경계. 이 분쟁들 

가운데 어느 것도 법적 문제 -북서항로 분쟁에서 내수인가 아니면 국제해협

인가 하는 문제- 를 포함하거나 법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지 않다. 북서항로분

쟁과 남중국해 분쟁 간의 분명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남중국해 분

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비판하는 것을 회피하였다. 중국도 북서항로분쟁에 

대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양 국은 2017년 북서항로를 통한 중국 쇄빙선 

Xue Long의 항해에 협력하였다.

- 중국은 군사력과 국제관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 강국이다. 그러므로 중국

의 해양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베이징의 노력을 설명하는 설득력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다.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중국이 다른 

국가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지역적 운영선언(2002)을 존중하지 않으며, 남중국

해에 대한 중국 주장의 적법성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의 2016 판결을 무시하

고 해상 군사력을 확장시키고 있는 이때 전술한 논쟁들은 중국의 행위들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회의적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상대론자 주장

을 참고하여 이러한 터무니없는 행위를 무시하거나 비난의 강도를 약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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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이번 회의에서는 캐나다를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5개국 14기관에

서 총 30여명 이 초청참석 하였으며(참석자들 중 60%가 캐나다에서 참석

함) 및 6개 패널과 2개의 토론 패널로 진행됨 

  - 공식주제는 Ocean Law and Policy Issues of Global, National and Regional 

Concern 으로 다양한 범위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함. 특히 태평양에서의 지역적 중요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됨

  - 처음으로 캐나다를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새로운 전문가들을 파

악하고 네트워크를 형성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됨 

  - 또한 태평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19년에는 태평양(필요시 대앙)에 구

축된 해양과학기지(e.g. tropical field station)간의 네트워크를 따로 구축하

는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에 첫 회의를 하와이 동서센터에서 개최를 추진

하기로 함

  - 전통적 해양관련 이슈 외에 태평양으로의 보다 효율적인 진출을 위해 아

시아태평양지역이 당면한 해양관련(법, 정책/정치, 거버넌스 등) 지역적 이

슈들을 살펴보고 이 지역으로의 성공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전문가

들과의 네트워크구축을 위해 하와이대 존 반다이크(JVD)연구소와 지속적

으로 2013년부터 소규모 지역전문가들간의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함

고 있다. 중국의 행위는 사소한 것이 아니다. 북극에서의 국제법을 지키겠다

는 중국의 약속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중국 공산당은 중국이 타

국의 내부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따르면 이

러한 주장은 명백하게 거짓이다. 중국이 자신의 영향력을 중국 본토로만 한

정시켰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중국은 자신의 영향력을 전 세계에 걸쳐 확대하

려 하고 있다. 중국이 타국들과 갖는 상호작용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법 문제

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이 제공하는 교훈에 대하여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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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적 협력활동 확대를 위해서 전문적인 연구기능과 인적자원 그리고 네

트워크를 보유한 호주 울룽공대 호주국립해양자원안보센터(ANCORS), 하

와이대내에 위치한 동서센터(East-West Center), 그리고 싱가포르국립대 국

제법센터 등과도 같이 협력하여 국제아시아태평양 해양정책 지역대회를 

개최하고 있음. 2017년도에는 SDG의 14을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태평양위

원회 (Pacific Community, SPC)를 현지 로컬호스트로 정하여 2017년도는 피

지 난디에서 개최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태평양과 접한 서부 캐나다의 

빅토리아대 법대와 빅토리아대 법대 아시아태평양센터(Centre for 

Asia-Pacific Initiatives)를 현지 호스트로 해서 빅토리아대 법대에서 개최함 

  - 이틀 동안 태평양에 접한 캐나다의 해양이슈들에 대한 캐나다 전문가들의 

의견과 그들이 바라보는 지역적/국제적 관점에 대한 토론을 나눔. 특히, 캐

나다가 중요시 하는 해협에 대한 이슈, 북극, 기후변화 등의 분야에서 발

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캐나다의 세계적 해양연구/관측네트워크

프로그램인 Ocean Networks Canada(ONC)의 Chief Scientist가 발표한 해양

유전자원개발에 대한 지나친 규제, 로드아일랜드대의 신승균 교수의 해양

과학분야에서의 메타데이터의 중요성, 그리고 중미연구소의 Nong Hong교

수와 브리티시콜럼비아대의 Michael Byers 교수의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활동 등에 대한 발표는 많은 토론시간을 가졌으며 캐나다에 우리나라에 

보다 우호적인 법학자/정책학자 들을 유출할 수 있음을 파악함

  2.2.3 국제협력연구 수행 

○ “유엔해양법협약상 서해북방한계선 관련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분석

(2018)”에 관한 콜럼비아대 법대 위탁연구

○ 미국 뉴욕에 위치한 콜럼비아대 법대는 방대한 자료와 인적자원, 저명한 

국제법관련 법률 학자, 국제적 사회에서의 명성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

라 자체적 국제법 전문가 역량과 국제기구 및 국제(해양)법 전문가 운용이 

가능하여 협력연구를 통해 유엔해양법협약상 법원 또는 재판소의 관할권 

수리 가능성에 대해 객관적이고 권위있는 의견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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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주변 해역 관련 해양법 현안에 대한 콜럼비아대 법대 연구진과 협력

연구를 통해 미국 동부 해양법학자들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장려하면서 콜

럼비아대 학술네트워크를 통한 전문가를 활용하여 법적 타당성 검증 수행 

○ 콜럼비아대 법대와의 협력활동은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로 2013~ 

2017년 동안은 독도해양과학기지 건설 등과 관련된 국제소송 대비 국제사

법재판소(ICJ),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및 중재재판소(Arbitral Tribunal)에 

대한 소송절차법 및 실체법적 대응방안 수립, 재판 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 

추진

○ 또한 콜럼비아대 법대 명칭아래 우리나라의 견해와 학술적 논리를 전파하

여 현재 국제해양법학계에서 주변해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주로 일본을 통

해 알려지고 있는 것을 시정토록 노력

○ 2018년 최종보고서는 영문보고서로서 제출되었음(세부내용은 첨부자료 8 

참조, 주요 민감한 내용이 들어 있는 쪽은 제외 하고 기재함. 필요시 열람

가능)

  2.2.4 해양법 연차대회 및 지역회의 관련 논문/논문집/논문발표    

○ 2018년 발간자료   

     1. Ecological Law Quarterly(Special Issue)(SSCI급) (캘리포니아대 발간)

     2. APJOLP : Asia-Pacific Journal of Ocean Law and Policy (Brill사 발간)

     3. 해양정책 2(2): 1-17. 적도태평양 도서국 해양관련 주요법제에 관한 소고 

     4. DILA-Korea (p.67-95) : 유엔해양법협약 전통적 질서의 변화 

○ 저서/단행본 

 1. Ocean Law Debate(Brill/Nijhoff 출판)

    2. 마지막 블루오션 –태평양국가와 지도자들 (자연과 생태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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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발간된 해양법 연차대회 및 지역회의 해양법/정책관련 자료

① Ocean Law Debates : The 50-Year Legacy and Emerging Issues for the 

Years Ahead

   - A Law of the Sea Institute Publication
   - 출판사 : Brill/Martinus Nijhoff Publishers 
   - 출판년도 : 2018. 07. 17.(www.brill.com)
   - 편집저자 :Harry N. Scheiber, Nilufer Oral and Moon Sang Kwon  
   - ISBN : 9789004343146
   - 목차

Introduction
Acknowledgments
Part� I:� Fifty� Years� of� Ocean� Law� Debates:� The� Law� of� the� Sea� Institute�
� Chapter� 1.� The� Law� of� the� Sea� Institute:� A� New� Forum� for� Debate� of� Ocean� Law� in� the�
1960s� “Decade� of� Uncertainty”
� Chapter� 2.� The� losi� in� Hawai’i:� Ocean� Law� and� Policy� Debates,� 197796�
� Chapter� 3.� A� Legacy� of� Stewardship� for� the� Public� Order� of� the� Oceans:� A�Memorial� Tribute�

to�William� T.� Burke�
� Chapter� 4.� Lewis�M.� Alexander,� Modern�Master�Mariner� of� the� Law� of� the� Sea�

Part� II:� Perspectives� on� unc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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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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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 of� unc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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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ure� in� the� European� Union�

Part� IV:� Debates� on� a� Regime� for� Biodiversity� in� the� Area�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bnj)�
� Chapter� 10.� Freedom� of� the� High� Seas� or�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 False�

Dichotomy�
� Chapter� 11.� Perspectives� on� a� Developing� Regime� for� Marine�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 Chapter� 12.� Promoting� a� New� Convergence:� Developing� New� Regulatory� Paradigms� for�

Marine�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in� the� Pacific� Ocean�
� Chapter� 13.� Governance� of� the� Arctic� Ocean�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Cooperative�

Currents,� Restless� Sea�
� Chapter� 14.� Changes� in� the� Law� of�Marine� Genetic� Resources� in� the� abnj� and� under� unclos�

Part� V:� New� Developments� (and� Challenges)� in� the� Arena� of� Ocean� Law�
� Chapter� 15.� Defining� “Serious� Harm”� and� “Harmful� Effects”� for� Deep� Seabed� Mining�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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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16.� Regula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Ships:�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Chapter� 17.� Perspectives� on�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Ruling� in� the� “Whaling� in� the�

Antarctic”� Case�
� Chapter� 18.� Conservation� or� Claim?� The�Motivations� for� Recent�Marine� Protected�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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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Ocean Law and Policy : Twenty Years of Development under the 

UNCLOS Regime

   - A Law of the Sea Institute Publication
   - 출판사 : Brill/Martinus Nijhoff Publishers 
   - 출판년도 : 2016. 11.(www.brill.com)
   - 편집저자 : James Kraska, Carlos Esposito, Moon-Sang Kwon, 

Harry Scheiber
   - ISBN : 9789004311435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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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3.� Climate� Change,� Sea� Level� Rise� and� International� Law� in� the� Anthropocene

� Chapter� 4.� The� Rules� Concerning�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 Chapter� 5.� A� Study�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Policy� of� Korea’s�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Part� II:�Maritime� Security

� Chapter� 6.� Civil� Disobedience� in� the�Maritime� Domain

� Chapter� 7.� Anti-Piracy� Operations� in� the� Gulf� of� Guinea

� Chapter� 8.� Liability� for� Wrongful� Acts� by� Private� Military� and� Security� Companies� on�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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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9.� Maritime� Security� Laws� and� Practices� of� Australia,� India,� Singapore� and� South�

Africa

� Chapter� 10.� Black� Sea� Security� under� the� 1936�Montreux� Treaty

� Chapter� 11.� The� Conceptualization� and� Construction� of� a� Northeast� Asian�Maritime� Security�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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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17.� Ever�More� Lines� in� the�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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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19.� International� Navigation� in� the� Arctic�Waters

③ Science, Technology & New Challenges to Oce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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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경 : 2011.11.28.~12.2.동안 해양과학기술원의 첫 주요지원 공동개최 해양법연차대

회 회의였던 호주 울룽공대학에서 개최된 제 6회 국제해양법연차대회에 발표된 논

문들을 모아서 테마들을 chapter로 분리하여 법률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저명한 출판

사인 Brill사를 통해서 약 2년간의 논문수정, 심사, 수정 및 편집 등을 통해 발간

 - 목차  

-Introduction: Exploring the Limits of Maritime Jurisdiction
-A Jurisprudence of Pragmatic Altruism: Jon Van Dyke’s Legacy to Legal 
Scholarship

PART I: ON THE LIMITS OF MARITIME JURISDICTION
 Chapter 1: The Limits of Maritime Jurisdiction
 Chapter 2: The ‘Territorialisation’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 Requiem for the 

Remnants of the Freedom of the Seas?

PART II: DISPUTED LIMITS 
 Chapter 3: The Role of Islands in the Generation of Boundaries at Sea
 Chapter 4: The El Dorado Effect: Reappraising the ‘Oil Factor’ in Maritime Boundary 

Disputes
 Chapter 5: Oil and Water: Assessing the Link betwee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nd 

Hydrocarbon Resources
 Chapter 6: Adriatic Blues: Delimiting the former Yugoslavia’s Final Frontier
 Chapter 7: The Scope for Unilateralism in Disputed Maritime Areas

PART III: ENDURING DISPUTES IN EAST AND SOUTHEAST ASIA
 Chapter 8: Sovereignty as an Obstacle to Effective Oceans Governance – The Case of the 

South China Sea
 Chapter 9: The South China Sea: Competing Claims and Conflict Situations
 Chapter 10: Politics, International Law and the Dynamics of Recent Developments in the 

South China Sea
 Chapter 11: The Notion of Dispute in the Contemporary International Legal Order: 

Qualification and Evidence
 Chapter 12: Perspectives on East China Sea Maritime Disputes: Issues and Context
 Chapter 13: The China-Japan Dispute Over Entitlement in the East China Sea: Legal Issues 

and Prospects for Resolution

PART IV: MARITIME SECURITY AND THE LIMITS OF MARITIME JURISDICTION
 Chapter 14: Maritime Security in the post-9/11 World: A New Creeping Jurisdiction in the 

Law of the Sea?
 Chapter 15: Maritime Security and Jurisdiction over Pirates and Maritime Terrorists
 Chapter 16: Korea’s Trial of Somali Pirates
 Chapter 17: A Missing Part of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Addressing Issues of State 

Jurisdiction over Persons at Sea”

PART V: PUSHING THE LIMITS OF OCEANS GOVERNANCE – ENVIRONMENTAL AND 
MARINE LIVING RESOURCE CONCERNS
 Chapter 18: Distributing a Conservation Burden across Multiple Jurisdictions: A Case Study 

of the Western and Central Pacific Tuna Fisheries
 Chapter 19: In Combating and Deterring IUU Fishing: Do RFMOs Work?
 Chapter 20: “Good Faith” Obligations to Protect and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 A 

Proposal on Uniform High Seas Fisheries Management
 Chapter 21: The Legacy and Fate of Bluefin Tuna under International Law

PART VI: POLAR LIMITS
 Chapter 22: The Southern Ocean, Climate Change and Ocean Governance
 Chapter 23: Whaling in the Antarctic: Protecting Right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through International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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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24: Marine Protected Areas in Antarctic Waters: A Review of Policy Option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Law

 Chapter 25: Evaluating Canada’s Position on the Northwest Passage in Light of Two 
Possible Sources of International Protection

 Chapter 26: The Practicalities of Ecosystem Approach in the Barents Sea: The ECOBAR 
Project

PART VII: NEW CHALLENGES IN OCEANS GOVERNANCE – CLIMATE CHANGE AND 
THE OCEANS
 Chapter 27: Sea Level Rise and the Law of the Sea: How Can the Affected States be Better 

Protected?
 Chapter 28: Ocean Energy Development in Response to the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The Case of Korea 
 Chapter 29: Exploiting the Oceans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Case Study on Iron 

Fertilisation 
 Chapter 30: Through the Back Door: A Critical Appraisal of the UN Law of the Sea 

Convention’s Usefulness as a Tool to Combat Climate Change
 Chapter 31: Principles and Normative Trends in EU Ocean Governance

PART VIII: BEYOND THE LIMITS – EXPLORING AND MANAGING NEW FRONTIERS
 Chapter 32: Governing the Blue: Governance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Chapter 33: Beyond Delimitation: Interaction Between the Outer Continental Shelf and High 

Seas Regimes
 Chapter 34: Addressing the Marine Genetic Resources Issue: Is the Debate Heading in the 

Wrong Direction?

⑤ “Securing the Ocean for the Next Generation” 

  - A Law of the Sea Institute Publication

   - 출판사 :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법대 

   - 출판년도 : 2013년7월(인터넷으로 최초발간)

   - ISBN 978-0-615-97522-1

   - 논문 편집 및 제작 등 책임자 : 미국 UC 버클리대 해양법연

구소(LOSI)

   - 주편집자 : Harry N Scheiber, 권문상

   - 서적출판은 시간이 많이 소모됨에 따라 그리고 회의에서 토의된 내용들은 현재 발

생되고 있는 아젠다들로서 빠른시간내에 알리는 것이 중요시 되어 우선적으로는 

UC Berkeley 대학의 법대 온라인 웹심포지움 발간으로 우선 2014.07에 게재하였고

(http://www.law.berkeley.edu/15589.htm), 서적으로는 2014.12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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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Part I. Looking Back, and Looking Ahead
-The Final Frontier: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and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 
David Freeston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The EEZ Regime: Reflections After 30 Years / Robert Beckman and Tara Davenport,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Part II. Fisheries Regimes
- Enforcement Cooperation in Combatting Illegal and Unauthorized Fishing: An Assessment of 

Contemporary Practice / Stuart Kaye,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the Living Resources in the EEZ: How Far Can We Go? / 

Zhen Sun, University of Cambridge(United Kingdom)
- Going Once, Going Twice -- Sold to the Highest Bidder: Restoring Equity on the High Seas 

through Centralized High Seas Fish Auctions / Anastasia Telesetsky, University of Idaho
- Key Issues on the Commercial Development of Deep Seabed Mineral Resources / Seong 

Wook Park, KIOST

Part III. International Tensions and Multilateralism
- Understanding the Recent U.S. and Mexico Treaty on Shared Hydrocarbons: Moving Toward 

Transboundary Marine Energy Security in the Gulf of Mexico / Richard McLaughlin, Texas 
A&M University-Corpus Christi

- Maritime Delimitation and Joint Resource Development in the East China Sea / Seokwoo 
Lee, Inha University and Young Kil Park, Korea Maritime Institute

- Seabed Activities and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in 
Disputed Maritime Areas of the Asia-Pacific Region / Vasco Becker-Weinberg, University of 
Hamburg(Germany)

Part IV. Marine Boundaries and Resource Use
- Securing the Resources of the Deep: Dividing and Governing the Extended Continental Shelf 

/ Clive Schofield, University of Wollongong (Australia)
- The Effect of Historic Fishing Rights in Maritime Boundaries Delimitation / Leonardo 

Bernard,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Part V. Ecosystem, Climate Change, and Cultural-Property Issues
- International Legal Challenges Concerning Marine Scientific Research in the Era of Climate 

Change / Alexander Proelss, University of Trier (Germany)
- Why International Catch Shares Won’t Save Ocean Biodiversity / Holly Doremu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Marine Biodiversity, Ecosystem Services and Better Use of Science Information / Betsy 

Baker, Vermont Law School
- The Liability and Compensation Mechanism under International Marine Environmental Law: 

Adopting the Polluter Pays Principle to Control Marine Pollution under International Law 
from the Aspec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 Chen Ju Chen,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Taiwan)

- Ensuring the Preservation of Submerged Treasures for the Next Generation: The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n International Law / Lowell Bautista, University of 
Wollongong

⑥ 하와이대 JVD 지역대회 논문집 

   - University of Hawaii Law Review, Vol. 35(2), Spring 2013)

   - ISSN 1942-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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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와이대 법대 출판사 

   - 발간형식 : University of Hawaii Law Review Vol 35 Issue 2

   - 발간일 : 2013년 하반기 발간 

 ⑦ 저널발간 

   - 저널명 : Ecological Law Quarterly(Special Issue) (SSCI급)/Vol. 45/ No.1 

   - 출판사 : University of California

   - Co-Editors : 권문상, Ronan Long, Jordan Diamond, Holly Doremus

   - 발간일자 : 2018.03

   - 발간내용 : 2017년 국제해양법연차대회 발표자료 기반 자료 저널로 발간 

 ⑧ 저널발간

   - 제목 : Asia-Pacific Journal of Ocean Law and Policy

   - 출판사 : Brill/Nijhoff (네덜란드)

   - Editors : Seokwoo Lee, Clive Schofield, Moon Sang Kwon  

   - 해당저널 : 2018년/Vol 3.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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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일자 : 공식출판 2018. 12월초 

   - 발간내용 : 2017년 피지에서 개최한 제5회 국제아태평양 해양정책 지역회의 

자료 4편 논문 특별호로 발간 

       논문 1 : Oceans of Opportunity and Challenge - Towards a Stronger 
Governance Framework for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 in Marine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논문 2 : Management of Tuna Fisher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Pacific Islands : Regional Cooperation in a Shared 
Fishery as a Means of Achiev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논문 3 : Can the South China Sea Tribunal’s Conclusions on Traditional 
Fishing Rights Lead to Cooperative Fishing Arrangement in 
the Region?

        논문 4 : Achieving Sustainable Fisheries in the Pacific Islands

   - ISSN : 2451-9367/e-ISSN 2451-9391

  



제2장 2018년 사업활동

 85

2.3 최종 시사점 

- KIOST-콜럽비아대법대간 협력 : 콜럼비아대와 우리원 간 북방한계선의 법적 

문제에 관한 주요 쟁점을 논의함, 이를 통하여 남북한은 휴전협정을 체결한 

상태로서 아직 전시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시국제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남한의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며 여전히 불법정부 또는 단체에 불

과하고 단지 평화통일을 위한 협상의 상대방이라는 우리나라의 관점을 공유

하였고, 외국 학자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북방한계선에 관한 사실들을 평

가하고 현재의 국제법 판례의 법리와 학설과 연계하여 분석하였음. 이를 통

하여 북방한계선이 남북한의 해양경계로의 법적 성격을 가지기 어렵다는 점

을 도출하였고 북방한계선에 대한 법리를 사실상의 군사분계선으로 보고 해

양경계에 관하여 계속하여 협의해야할 문제로 접근할 필요성이 제시되었음. 

남북한이 휴전상태라는 특수한 지위로 인하여 사실상 평시국제법에 비추어 

다룰 사항이 많지 않으나 평시를 가정하여 남북한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 

분쟁수역에서 발생 가능한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이는 기존에 수행

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콜럼비아대 법대와 북방한계선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평가와 그 법적성격에 

대한 연구를 외국 전문가와 공동으로 수행하였음, 이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국내의 시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참조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

의 상황을 평가함. 이에 따라 추후 남북 관계가 국제사회의 화두가 될 경우 

국제적 시각에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사전에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남북한의 문제의 사전 차단 및 조기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에 기여함, 콜럼비아와 우리원의 이번 공동연구를 통하여 두 명의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여 주요쟁점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워크숍 결과를 반영하고 두 명의 전문가에 의한 자문의견서

를 포함하는 북방한계선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이는 관련 문제

에 대한 정부 정책 건의에 활용할 계획임. 이번 연구보고서는 북방한계선에 

대한 향후 우리나라의 기본입장 정립과 남북관계 수립의 법적 틀 형성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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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SI-KIOST 회의 : 최근 해양법협약에서의 기후변화 및 해양환경분야 관련 

협약 등에서 공유물로서의 해양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시도되고 있음. 이는 

우리나라가 대양으로 진출하는 목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세임. 이러

한 추세에 대한 적용사례와 문제점, 해석의 차이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

과, 우리의 대양진출권에 대한 권리확보 등과 이러한 부분에서의 서로간의 

상생의 부분과 차이점 등을 파악하고, 분석과 해석의 관점을 이해하며 해양

법과 또한 대양으로 진출에서 해양과학의 중요성 등에 대한 국제적 추이를 

공유하고자 함.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의 의견과 특

히 해양과학기관으로서의 우리나라의 노력 등을 공유하고 우리의 활동에 대

한 인식제고와 우호적 성향을 확보하고자 함. 

- KIOST-JVD 회의 : 우리의 대양으로의 진출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태평양으

로의 진출을 위한 태평양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함. 특히 미국과 유

럽위주의 전문가그룹에서 추가로 캐나다의 우수한 해양법/해양거버넌스 관

련 전문가들을 파악하고 그들의 시각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캐나다의 태평

양에 위치한 과학자들 중 우리와 유사한 시각에서 세계적 추세를 이해하는 

학자들이 있음이 파악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네트워크관리를 통해 우리나

라에 우호적인 전문가 그룹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정책제안 :

  ① 해양법대회개최시 정부기관/외교부 참여를 통한 국제전문가들과의 교류

제안(피지 한국대사관 참여)

  ② 해양수산 과학기술 ODA 실행계획 수립에 대한 정책건의(2015년도 건의)

  ③ 태평양도서국으로의 외교적 진출을 위한 SPREP, IOC 등과의 관계구축 

및 활용제안

○ 정책채택 :

  ① 해양법연차대회 외무부 대사급참여 정책 수용 및 외교부에서 발표 1건 진행

  ②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시에는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 

소장(전주일대사), 호주대사관 등에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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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해양수산부 미래유망기술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실행계획 수립 결의가 수

용되어, KIMST 기획과제 완료(2016.03.22. 완료) → 관련하여 해양 ODA 

사업 2개 진행(2017) 

  1) 태평양도서국 해양산성화 관측 및 대응 네트워크 

구축사업

  2) 마이크로네시아 열대관상어 자원개발 및 기술전수

  ④ 해수부주관 여수엑스포재단 주최 여수엑스포국제

해양포럼에 적도해양포럼네트워크 활용 및 SPREP, 

IOC 담당자 참여/발표 유도

  2.3.1 해양법연차대회 관련 2019년 활동 계획 추진 

○ LOSI의 지난 주제들을 분석하고 향후 주제를 예측하여 우리의 필요에 맞

도록 주도적으로 LOSI운영 기획 추진

연도 대주제 분류

2018 Common Currents-Examining How We Govern the Ocean Commons 분야

2017 Oceans + Climate Change Governance: Integrating Regulatory Initiatives & Addressing 
Governance Gaps 분야 

2016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in Asia - Regional Implementation of IMO Conventions 분야 

2015 Law of the Sea Institute 50th Anniversary Conference 기념

2014 Ocean Law and Policy - Twenty years of development under the UNCLOS regime 기념

2013 Science, technology and new challenges to ocean law 분야

2012 Securing the ocean for the next generation 분야

2011 The Limits of Maritime Jurisdiction 분야

2010 Institutions and regions of ocean governance 분야

2009 Law of the Sea and Ocean Policy Issues Related to the Pacific Ocean and the Pacific Rim 지역

2009 Changes in the Arctic Environment 지역

2008 Ocean governance-structures, functions, and innovation 분야

2007 A Half Centuary After the Geneva Conventions 기념

2007 Law of the Sea in the Gulf of Mexico and Carribbean: Unresolved issues and  challenges 기념

2006 Towards a Framework for the New order of the Sea 분야

2006 Oceans in the Nuclear Age : Legacies and Risks(A Conference to Examine the Legacies and 
Future Implications of the Nuclear Age for the Oceans) 분야

2003 Multilateralism and International Ocean-Resources Law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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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년간 세부주제는 관할권이원지역(ABNJ), 분쟁해결, 경계획정, 해양

자원, 기후변화, 해양환경, 극지방(지역) 등이 주요이슈들로 진행 참고

연도 세부주제 키워드

2018

해양법연구소 공동소장/해양과학기술원/콜럼비아대 법대 환영사 환영식
테마소개(Introductions) Panel 0

공유물로서의 심해저(The Seabed Commons) Panel 1
공유물로서의 극지와 접근방법(The Approaches of the Polar Regions) Panel 2

공유물로서의 수산자원의 관리(Managing Fish as a Common Resource) Panel 3
공유물관리에 대한 체계적 접근방법(Institutional Appraoches to Managing a 

Commons) Panel 4

공유물의 거번넌스를 지원하기 위한 해양과학조사(Marine Scientific Research 
Supporting Commons Governance) Panel 5

공유물로서의 생물다양성의 자원으로서의 관리 (Managing Biodiversity as a Common 
Resource) Panel 6

결론 보고 (Summation: Key Takeaways from the Sessions) 토론 1
토론 – 해양공유물의 미래(Discussion: The Future of the Ocean Commons) 토론 2

결론 및 폐회(Wrap up & Adjournment) 폐회식

2017

해사대 부총장(Neil Bellefontaine)/해양법연구소 공동소장/해양과학기술원 환영사 환영식
개요: 해양과 기후변화(Oceans & Climate Change) Panel 0

해양산성화(Ocean Acidification) Panel 1
해양완화와 해양공학(Marine Mitigation & Ocean Engineering) Panel 2

점심기조연설 (해양법재판소 재판관-네덜란드) 기조연설
해운과 기후프로그램(Shipping & Climate Initiatives) Panel 3

연안적응과 인류전위(Coastal Adaptation & Human Displacement) Panel 4
생물종다양성과 기후변화(Biodiversity & Climate Change) Panel 5

수산자원과 기후변화(Fisheries & Climate Change) Panel 6
분쟁해결과 해양복원(Dispute Resolution & Marine Restoration) Panel 7

패널 리포터보고(Rapporteur Panel Reports) 토론 1
최종평가 및 향후계획(Landscape Assessment & Next Steps) 토론 2

폐회사(해사대 총장) 폐회식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UNCLOS and IMO Conventions IMO와 
UNCLOS

MARPOL Annexes I to VI Regional Implementation Of IMO’s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Framework—MAROL Annexes I To Vi MARPOL

Ships & Climate Change—IMO and Port State Initiatives Related to Energy Efficiency, 
Consumption Data & More

선박과 
기후변화

Regional Implementation Of IMO’S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Framework - 
Dumping, Anti-Fouling, and Ballast Water

선박과 
환경보호

Regional Implementation Of IMO’S Oil Pollution & Hazardous & Noxious Substances 
Framework - Preparedness, Response, & Cooperation

유류/독성
물질오염

책임과배상Liability & Compensation for Pollution by Oil, Hazardous & Noxious Substances 
Regional Use of Place-Based Authorities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from 

Ship-Source & Industrial Pollution
지역기반

기구

2015

Evolution and leading figures in the history of LOSI 주요인물 

Key Topics in LOSI History 주요토픽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Managing Biodiversity 관할권이원, 
생물다양성

Protection of Marine Living Resources : Evolution of Approaches 생물다양성

2014

Ocean Issu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 Global and Regional Context 국제관계

Multiple Fora and Multiple Roles 다양한 포럼

Marine Scientific Research 해양과학
조사

Maritime Security 안보

Protecting Underwater Heritage 수중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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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원의 업무와 관련된 주제 파악을 통한 2019년 회의계획에 포함 추진 진행 

  - 해양과학조사(채택) 

  - 공해상 항해의 자유 

  - 군사해양활동 및 연안국의 권리 등 

  - 관할권 중첩수역에서 연안국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

  - 공해 생물자원탐사와 해양과학조사의 개념 정립(BBNJ/ABNJ 회의에서의 

우리나라 입장 정립)

  - 공해 보호구역 설정과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문제

  - 기후변화와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의 관계

  2.3.4 기타 시사점 

○ 지난 8년간 미국 해양법연구소와 간접적으로 협력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

연도 세부주제 키워드
Managing Ocean Resources: Rising Challenges & New Responses 자원

2013

Enforcement in ocean management regimes 이행 및
강제

Regional issues: The Arctic and the South China Sea 지역

Resource challenges above and below the oceans 자원

Ecosystem management and sustainability in ocean resources use 자원, 환경

2012

Ecosystem, climate change, and cultural-property issues 환경

Marine boundaries and resource use 경계, 자원

International tensions and multilateralism 분쟁

Fisheries regimes 수산

2011

Beyond the limits - Exploring and managing new frontiers 관할권이원

New  challenges in oceans governance - Climate change and the oceans 기후변화

Polar  limits 극지방

Pushing the limits of oceans governance - Environmental and marine living resource concerns 환경

Maritime security and the limits of maritime jurisdiction 안보

Enduring disputes in East and Southeast Asia 분쟁

Disputed limits 분쟁, 경계

On  the Limits of Maritime Jurisdiction 경계

2010

Blue water and "Green Oceans": Climate change & Marine environment 기후변화 
환경

Europe and the Mediterranean 지역

Ocean Issues in the Polar Regions 지역

Institutions Governing Ocean Activities 거버넌스

Regional Issues and Ocean Law - The African, Latin American, & Indian Ocean Areas 지역

ITLOS Procedures and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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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기여도를 확장하였으며 직접적 예산확보를 통한 활동은 올해 2018년

이 6년째로서 인적네트워크 구축 시작 및 국제이슈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견해 전달 진행

○ 해양법 현안문제 및 동해명칭 문제 등에 단기적 즉시적 대응만으로는 국익

에 부합하는 결과도출이 어려우며, 장기 지속적인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한 

노력 필요

○ 버클리대 법대(미국 해양법연구소), 콜럼비아대 법대, 하와이대 법대, 영국

런던대 법대, 호주 울릉공대 법대, 싱가포르국립대 등을 중심으로 국제해양

법학계에 우리에게 우호적인 학설 형성 주도 추진

○ 국제해양법학계에서 주변해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주로 일본을 통해 알려

지고 있어, 이를 시정토록 함은 물론 해양법적 논리개발과 전파도 절실히 

필요

  - 일본의 오키노도리시마(암석)에 대한 200해리 주장의 불법성 제기(’10년, 

’11년 대회시) 

  - 중국의 이어도 주변수역 관할권 주장에 대한 권리남용 금지원칙에 따른 

부당성 제기(’14년 대회시)

  - 우리나라의 심해저탐사는 국제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해양영향평가 

및 장기적 기반자료 확보를 기반으로 한 모델링 등을 통해 심해저자원 개

발시 더욱 엄격하고 최소한 환경피해를 위해 노력(’16년, ‘13년 대회시)

○ 본 사업이 중단될 경우 일본 해양정책연구소가 국제해양법연차대회를 공

동개최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국제해양법학계에서 주변해양에 대한 해

양법 현안문제에 부정적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우려

○ 또한 최근 남중국해, 동중국해, 상충해역에서의 문제발생, 권력이동 및 이

슈들에 대한 세력 및 의견이동이 정치적이며, 논리전개에 따라 이동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구축해 놓은 인적 네트워크 기반과 해양법 전문가 네트

워크의 국제적 무대에서 학술적 이론을 근거로 한 실속있는 논리전개를 바

탕으로 보다 공격적인 정보전달과 네트워크 확장을 실시하여 빠르게 다가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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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도 있는 우리나라 해역에 대한 관할권 및 주권의 실질적 지배에 대한 도

전에 방어하고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저변 확보 필요

○ 사전 수행된 해양환경의 실태자료를 현지 남태평양소도서국 정부에 제공

하고, 당면한 해양관련 이슈파악 정보제공, 대응방안 개발을 위한 정책결정

에 필요한 지원제공 등의 추진

  - 소도서국 정부대상 홍보활동과 연구결과 발표/자료제출을 통해 신뢰확보

  - 향후 대양에서의 활동전개시 협력네트워크 기반 구축 및 홍보활동 등을 

통한 현지에서 향후 경제활동 영역 확장에 기여

  - 추가적 예산확보/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해양조사 지원 제공 및 해양활동

영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 계속 필요   

  - 현지정부와 협력조사 활동을 통해 확보한 기초 해양정보를 적도태평양 도

서국에 제공함으로써 대상국 관광자원 개발 및 보존, 환초 내 안전해상 운

송로, 생태계 보존, 위협요소 파악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어 우리나라와 적

도태평양 도서국과의 경제 산업ㆍ활동 협력기반 구축시 기여 

  - 또한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해양개발진출의 기반 마련과 우리나라의 국

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 수행. 궁극적으로, 도서국들의 당

면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신뢰확보 등은 적도태평양 해

양 유용자원 탐구와 공동개발 가능성 확보를 통해 국익창출로 이어지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며 또한 국제적 무대에서 우리와의 공통관심사에 대

한 협조 가능

  - 소도서국들과의 연계고리 확보 및 관계구축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현장조사 진행

  - 확보된 정보 제공을 통해 현지 정부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추가요구시 어

렵지 않게 요구사항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 조사활동 추진 필요 

2.4 해양법연차대회 결과정리 

○ 목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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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해양질서의 대응) 해양법연차대회 및 지역대회 개최와 발표 토론 참

여를 통하여 국가해양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논리를 전파하

고, 연차대회 참가를 통한 국내 연구자들의 인적네트워크 확장에 기회

  - (해외 신진연구자 발굴) 해양법연차대회 및 지역대회 참가자 구성시 유망

한 해외 신진연구자를 물색 및 초정하고 이후 지속적 교류를 통하여 친한 

해외 연구자 그룹 형성에 기여

○ 과거사업 해양법연차대회 연혁

     (1) 준비기- 한국의 이해관계를 보다 용이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LOSI와 단독

으로 공동주최 추진 협의 및 공동주최 회의 시범 운영 성공적 개최

     가. 2010년

      : 미국 버클리 법대 해양법연구소(LOSI) 주최 및 여러 기관(일본 해양재단 

포함)의 공동후원으로 독일 함부르크에서 “해양 거버넌스에 관한 기구와 

지역”을 대주제로 개최하였으며, 2010년 회의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공동후원으로 참여시작 약 43개국에서 14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  

     나. 2011년

      : 2011년 회의부터 일본 해양재단의 후원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LOSI와 해양

과학기술원 두 기관의 공동주최 회의로 개최, 이 회의는 호주 울릉공에서 

“해양관할권의 범위”를 대주제로 개최하였으며 18개국에서 90여명의 전문

가가 참가

     다. 2012년

      : 2012년 회의는 여수엑스포와 연계를 위하여 한국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며, 

“다음 세대를 위한 해양확보”를 대주제로 20개국에서 50여명의 전문가가 

참가, 특히 동 회의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 체결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세션을 마련하였음

     (2) 과도기 - 주제, 프로그램 및 참가자 선정에 있어 우리원의 주도적 역할 확

대와 한국의 해양과학기술과 해양법 및 해양정책 현안 문제에 대한 우리

측 논리 전파의 장소 마련

     가. 2013년

      : 2013년도 회의는 미국 버클리법대에서 “과학, 기술, 그리고 해양법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라는 대주제로 개최하여 13개국에서 70여명의 전문가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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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 7개의 세부 주제를 선정하였고, 이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한국의 심

해저 개발 진행 현황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여 우리나라의 해양과학기술중

심의 해양법정책 이슈들을 소개하였음

     나. 2014년

      : 2014년도 회의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해양법과 정책”이라는 대주제로 

개최하여 14개국에서 32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음, 총 6개의 세부 주제를 

선정하였고, 이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수중문화유산에 관한 유네스코 협약

과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상 흠결과 치유를 위한 해석방법을 제시하였고, 

해양경계 중첩수역에서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 기초하여 중국의 무리한 

주장에 대한 우리측 대응 논리를 전달하였음

     (3) 정착기 - 창의사업 년차별 주요 내용(2015~2017년)

     가. 2015년

  - 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8일(목)~9일(금), 미국 버클리 법대

  - 주제 : “LOSI 50주년 회의”

  - 성과 :

    • 11개국에서 35명의 전문가 참여하여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에서의 해양

생물다양성 관리, 해양생물자원의 보호, 해양자원관련 법과 관리의 새

로운 이슈에 대한 논의 진행

    • LOSI가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으로 미국 버클리 법대에서 개최

하였으며, 그 의미를 살려 과거 해양법 이슈와 흐름, 그리고 새로운 방

향성을 제시하였음

    • 이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50년 간 논문의 키워드 분석을 통하여 

해양법 관련 이슈의 변화에 대한 독자적인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앞으

로의 해양법 이슈의 흐름과 방향을 제시하였음

    • 또한 이 회의를 통하여 국제사회에 새로운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

되는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의 해양유전자원의 법적지위에 대한 법적

쟁점과 우리측에 유리한 논리 주장을 전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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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016년

  - 일시 및 장소 : 2016년 8월 29일(월)~30일(화), 싱가포르

  - 주제 : “아시아의 해양환경보호와 IMO 협약의 지역적 이행”

  - 성과 :

    • 14개국에서 45명의 전문가가 참여(임기택 IMO 사무총장 포함), 해양법

협약과 IMO 협약과의 관계, IMO 해양환경보호 체제의 지역적 이행, 

선박과 기후변화, IMO 유류오염과 유해 및 유독성 물질관련 체제의 

지역적 이행, 유류, 유해 및 유독성 물질의 오염에 대한 책임과 배상, 

선박기인 및 산업적 오염으로부터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지역기반 기

구의 지역적 활용에 관하여 논의

    • 이 회의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IMO와 관련한 환경적 이슈와 관련하여 해양과학의 연구결과와 

기술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가지고 참여

하고 있는 ISA의 환경적 이슈와 IMO 이슈의 결합 가능성을 제시

    • 이 회의는 동남아시아의 교통 요충지에 위치하여 IMO 및 해양환경 이

슈에 대한 연구 성과의 축적과 학술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는 싱

가포르 법대에서 개최됨으로써 해양환경분야에 대한 새로운 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함

     다. 2017년

  - 일시 및 장소 : 2017년 8월 14일(월)~15일(화), 노르웨이 말뫼 세계해사대

  - 주제 : “해양과 기후변화 거버넌스”

  - 성과 : 

    • 14개국에서 5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여(ITLOS 재판관, UNDOALOS 

사무국장 포함) 해양산성화, 해양 완화와 해양 엔지니어링, 해운과 기

후구상, 연안 적응과 인구 이동,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어업과 기후

변화, 분쟁해결과 해양복원 주제에 관하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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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르웨이 세계해사대는 세계 각 국의 여러 교수와 학자들이 상주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자연과학, 공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

문가들의 참여가 가능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학제간 토론을 유도할 수 

있었음

    • 또한 이번 회의에는 ITLOS 재판관, 유엔 해양법사무국, 유엔국제법위

원회, IMO 관계자들을 초대하여 해양관련 주요 국제기구 및 사무국과 

네트워크 형성의 단초를 마련하였으며 추후 지속적인 교류를 수행할 

예정임

    • 이번 회의는 계속하여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해양환경 이슈에 대하여 

해양과학기술에 기초하는 해양법 및 정책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를 얻었음

   라. 2018년

  - 일시 및 장소 : 2018년 9월 20일~21일, 미국 뉴욕 콜럼비아대 국제하우스

  - 주제 : 공유물로서의 해양(Common Currents – Examining How We Govern the 

Ocean Commons)

  - 성과 : 

    • 13개국 27개기관에서 약 50여명 참석. 공유물로서의 심해저, 극지, 수

산자원, 생물다양성 등에 대한 거번넌스 및 접근방법에 대한 논의

    • 이번 회의에는 국제해양법/해양관련 국제법학자, ITLOS 재판관(전), 심

해저 기구, 유엔해사대학, NGO/민간기구(Planetary Resource &Commons 

Counsel, WWF, Sargasso Sea Commission, East West Center), UN 

Environment, 학계전문가, 유엔해양법사무소(DOALOS), 국제법위원회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UCN, 법률전문출판사인 BRILL사의 

사장 등 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였으며 LOSI-KIOST의 위상을 확

인할 수 있는 회의였음

    •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크게 이슈화 되고 있는 공유물로서의 해양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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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다양성, 극지, 심해저, 수산자원에 집중하여 최근 관점의 변화, 추세, 

접근방식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함

○ 연구 성과

  - 2018년 해양법 연차대회를 포함하여 지난 해양법 연차대회를 통해 한국에 

우호적인 전문가 그룹의 노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외곽 세력을 성

공적으로 구축하였으며, 우리나라 해양이익의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계속하여 확대해 가고 있음

  - 해양과학연구, 환경보호, 대양환경 등 해양법적 연구 및 정책적 연구 분야

를 해양과학기술과 접목하여 확대해 감에 따라 우리원의 역할 증대와 함

께 우리나라 해양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력을 고양하였음

  - 우리나라 주요 해양 이슈에 관한 우리측 논리를 개발하여 발표함으로써 

해외 전문가에 대한 한반도 주변 수역의 해양갈등에 대한 올바른 사실 전

달과 우리측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전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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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2018년 위탁연구 주요내용

3.1 위탁연구개요

○ 제목(2018) : 유엔해양법협약상 서해북방한계선 관련 법적 분쟁 발생 가능

성 분석

(2017년 제목 :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 선택적 예외와 독도문제

   2016년 제목 : 유엔해양법협약의 법원 또는 재판소의 관할권과 수리가능성)

○ 기간 : 2018.01.01 ~ 2018.12.31

○ 위탁기관 : 콜럼비아대 법대

○ 위탁과제책임자 : 노정호 교수 

 

(위탁연구 2018년 최종보고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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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서론  

○ 최종 목표

  - 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 등의 분쟁에 대한 국제소송 절차연구를 통한 주

변해역 분쟁 대응방안 수립

○ 사업추진 필요성

  - 북방한계선과 관련하여 남북 관계에서 발생 가능한 유엔해양법협약상 법

적 문제 검토와 문제발생시 즉각 대응을 위한 법적 쟁점 분석 필요

    • 북방한계선의 법적 성격에 대한 문제 제기와 남한의 관점에서 바라본 

다양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으나 객관적 시각에서 바라본 분석연구 부족

    • 북한이 특히 서해북방한계선에 대한 지속적인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국제법적 절차와 내용 분석

  - 서해북방한계선 부근의 남한 영해기선 관련 정책 검토와 주권 실행에 관

한 검토

    • 일반적인 방법으로 영해기선을 선포할 경우 서해북방한계선 이남 부

근에 EEZ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현재 영해기선의 선포를 유보

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영해기선을 선포하는 않는 현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만약 영해기선을 선포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검토

    • 서해북방한계선 이남에서 한국이 법적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실행 가능한 주권 활동의 범위에 대한 검토

  - 관련 문제에 대한 국외 전문가 서면 자문 및 워크숍 개최 필요

    • 국내 해양법학계의 논의가 합의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제적 석학, 국제

재판 실무 경험자(재판관)들의 객관적 견해 분석이 필요함

    • 국내외 학자 및 전문가들의 학문적 연계성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해양

정책 현안에 대한 국제적 논쟁을 유도함으로써 국가정책 수립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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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합리성과 논리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관련 문제에 대한 국외 전문가 서면 자문 및 워크숍 개최 필요

    • 국내 해양법학계의 논의가 합의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제적 석학들의 

객관적 견해 분석이 필요함

    • 국내외 학자 및 전문가들의 학문적 연계성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해양

정책 현안에 대한 국제적 논쟁을 유도함으로써 국가정책 수립과 추진

력의 합리성과 논리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국외 전문가들에게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

키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이론을 국제적 이론으로 발전, 확산시켜 우리나라 

입장의 객관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 연구방법

  - 해외 전문가 인력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저명한 국제법 학자들과 네

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는 콜럼비아대 법대를 해외 거점으로 활용

  - 콜럼비아대 법대와 협의하여 국가 해양현안과 관련한 주제와 해외 전문가

에게 의뢰할 구체적 쟁점 선정

  - 콜럼비아대 법대와 협의하여 주제와 관련한 해외 전문가를 선정하고 콜럼

비아대 법대를 통해 자문 보고서 의뢰

  - 콜럼비아대 법대 연구진과 우리원 연구진, 그리고 선정한 해외 전문가와 

함께 주제 관련 심층 토론을 통해 연구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콜럼비

아대 법대의 연구보고서에 반영 

○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 기대효과

  - 콜럼비아대 법대 연구진 및 전문가가 수집한 북방한계선 관련 해외 영문

자료 수집

  - 북방한계선의 법적 성격에 관한 정부 입장 및 대응논리 정비, 북방한계선 

관련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에 대한 대응안 수립 등 북방한계선 관련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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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양 갈등현안에 대한 정책 수반형 국제(법)적 해석 작업에 대한 조기 

대응 방안 수립 및 제시 

  - 국제해양법질서의 실무적, 이론적 흐름을 주도하는 세계적 석학 참여를 통

해, 우리나라 해양갈등 현안에 대한 제3자의 객관적인 해석과 갈등의 전개 

양상을 사전에 파악, 국가 대응정책 수립에 기여

  - 해양갈등 및 국제해양질서(국제판례 포함)의 변화에 부응하는 중장기 해

양갈등 발생 예측과 함께, 국제소송 발생시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해석태

도를 갖춘 국제적 인사를 중심으로 조기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

  - 국제법 영역에서의 이론적 틀과 국제석학들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

한 콜럼비아 대학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국제질서와 법적 해석 변화를 반

영한 정책대응 가능

○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 추진방향

  - 최근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양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양국의 군사안보

에 관한 체제에 대한 변화가 시도되고 있으므로 남북의 평화선언 및 군사

적 합의 등에 관한 변화를 연구보고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북방한계선의 법적 성격에 대한 입장 및 논리 정립과 북방한계선과 관련

하여 발생 가능한 다양한 관점의 법적 문제를 다룸으로써 추후 남북관계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력을 확보

  - KIOST-콜럼비아대 해양법 국제협력 사업은 해양법연차대회 사업과 연동

하여 운용하되, 사업추진의 국제적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전문

가 활용

  - 주제선정은 양 기관 공동으로 하되, 국가정책수요를 고려하여 설정함

  - 연구추진은 해외 연구자가 주제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북방한계선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주력하고, 이론과 실

무적 접근이 확보된 형태로 진행

○ 사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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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OST-콜럼비아대 해양법 국제협력 사업은 해양법연차대회 사업과 연동

하되, 국제적 이론 분석의 객관성과 외국 석학 접근성 제고를 위해 2018년

도는 158,100,000원을 과제수행 예산으로 지급, 운용함. 부가세를 제외하면 

143,727,273에 지원됨 

연차 예산(원) 예산수요

2018년 143,727,273
($128,044.41)

내부인건비(OH), 외부인건비, 세미나 개최비, 회의비, 
자문비, 자료구입비, 출판비, 기타비용

2017년 158,100,000
($149,245)

내부인건비(OH), 외부인건비, 세미나 개최비, 회의비, 
자문비, 자료구입비, 출판비, 기타비용

항 목 내 용 예 산(단위 USD)(안)

간접비 내부인건비 61,771

외부인건비 1인 계약연구직 + 1인 사업인력 38,382

세미나개최비 
항공/지상운임, 숙박비, 식대, 수용
비 및 수수료 

27,144

정보활동비 및 
국내출장비 

홍보비, 발간비, 정보사용료, 국내
출장비 등

747

합 계 128,044 

3.2 2018년 콜럼비아대 법대 연구수행 주요 내용 

○ 2018년 콜럼비아대 위탁연구 주제

  - 2018년도 KIOST-콜롬비아 법대 연구는 다음 사항으로 정함 : 

“유엔해양법협약상 서해북방한계선 관련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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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북방한계선 설정 배경과 법적 성격 연구

 나. 유엔해양법협약상 발생 가능한 법적쟁점에 관한 연구

  - 평시 및 전시 국제법과 해양경계획정

  - 북방한계선 관련 국제분쟁 가능성

 다. 북방한계선의 평화적 이용 방안

  - 2018년 콜럼비아대 위탁연구 자문가

  - Terence Roehrig (Professor, US Naval War College)

  - Vasco Becker-Weinberg (Professor, Universidade NOVA de Lisboa)

  3.2.1 워크숍 사전 준비회의 

○ 일시 및 장소 : 2018년 10월 11일, 오전 11:00, 콜럼비아대 법대

○ 참석자 : 이창열, Joan Wargo, Henri Feron, Adena Peckler

○ 주요 내용 : 

  - 북방한계선 관련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보와 전달 중요성 강조

  - 북한이 활용 가능한 국제법 및 국제절차법 파악 필요 요청

  - 전문가 해석의 결과에 따른 우리나라 정책적 시사점 도출 필요 요청

  - 워크숍 주제의 국내적 민감성 주의 및 프로젝트 수행 사실, 우리나라 정책, 

시사점, 전략분석 내용 관련 대외비밀 유지 강조

  - 현재의 남북관계 변화 상황을 고려한 연구수행 협의

  3.2.2 콜럼비아대 워크숍 개최

○ 일시 및 장소: 2018년 10월 12일(금), 오전 9:30, 미국 콜럼비아대 법대

○ 참석자: 

  - 내부: 이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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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 노정호, Joan Wargo, Henri Feron, Adena Peckler(이상 콜럼비아대), 

Terence Roehrig(US Naval War College), Vasco Becker-Weinberg (Universidade 

NOVA de Lisboa)

○ 주요내용: 

     (1) 사전정보 공유(이창열 발표)

  - 남북관계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상황으로 현재 양국의 법적관계는 아직 전

쟁 중이며 일시적으로 전쟁을 중지한 상태에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남북관

계에는 평시국제법이 아닌 전시국제법이 적용되어야 함

  - 이에 따라 남한은 유엔해양법협약과 달리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북

한상선에 대한 통항을 통제하여 왔으며 남북합의에 따라 제한적으로 통항

을 인정하였음

  - 현재는 천안함 사건 이후로 북한상선의 남한 통항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음

  - 또한 남한의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며 불법정부 또는 불법단체의 법

적지위를 가지므로 남한과의 관계에 있어 북한은 조약 등의 당사국이 아

니며 단지 통일을 위한 협상 상대방임

  - 이에 따라 평화선언이 공표되고 평화조약이 언급되는 가운데 북한을 국가

로 승인하지 않으면서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같은 남북문제의 해결을 고려

해야 함 

     (2) 북방한계선의 설정 배경 및 법적 성격

  - 정전협정 당시 해상의 군사분계선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며, 육상군사분계

선에 대한 합의만 있었다는 데에 남북간 이견은 없음

  - 남한은 20년간 북한이 북방한계선에 대하여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북한의 묵인(acquiescence)에 근거한 사실상의 해상경계를 주장하고 

있다고 봄

  - 북한은 실제로 1959년 조선중앙년감지도에서 서해에 붉은 색의 단선을 표

기하였는데 이 단선은 서해의 북방한계선과 유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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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년에 북한이 설정한 물자이동 통제선은 서해의 북방한계선과 일치하

기도 하였음

  - 그러나 북방한계선은 그 이름이 처음부터 북방한계선은 아니었으며, 공표

된 일자 또한 추정이 있을 뿐 문서 자료가 없음

  - 또한 북방한계선은 북한에 통보된 적이 없으며 유엔사령부가 남한의 과도

한 군사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설정한 경계선이었음

  - 이름이 남방한계선이 아니라 북방한계선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서해의 북방한계선은 제3국가가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중요한데, 해양경계

에 관한 국제사례에서 묵인은 매우 예외적으로 인정되었으며 특히 메인만 

사건에서 재판부는 선의와 형평을 묵인 성립의 기준으로 제시하였음

  - 단순한 침묵과 그에 기초한 행위 어떤 것으로 묵인을 결정하는가가 포인

트가 될 수 있음

  - 남한이 서해 북방한계선에 대하여 북한의 묵인을 주장하면서 동해 북방한

계선에 대하여 북한의 묵인을 주장하지 않게 되면 모순이 발생함

  - 반면, 북한은 위 사실에 근거하여 서해 북방한계선에 대하여 묵인을 부정

할 수 있으며, 남한이 동해 북방한계선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 사실

이 없다면 동해 북방한계선에 대하여 남한의 묵인을 주장할 수도 있음

  - 서해 북방한계선과 동해 북방한계선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략

적 선택을 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안보적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면 서

해 북방한계선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3) 평시 및 전시 국제법과 해양경계획정

  - 전시에 있어 북방한계선은 군사적 안보를 이유로 하는 경계로 볼 수 있으

며, 남북이 합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의 해상군사분계선으로 보

는 것이 적절함

  - 평시에 있어 해양경계를 고려할 경우, 가장 먼저 기선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남한에서 설정한 직선기선이 고려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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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한에 귀속된 서해 도서들의 경우 남북 간 경계획정에 있어 차단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북한에 근접해 있는 작은 섬이기 때문에 완전한 효과

를 가지기 어려울 수 있음

  - 영해 경계획정에 있어 안보적 요소는 관련상황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배

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안보적 요소가 관련상황으로 고려

되기는 어려움

     (4) 북방한계선 관련 국제분쟁 가능성

  - 북방한계선을 안보를 이유로 하는 군사분계선으로 볼 경우에도 여전히 남

북간 해양경계의 중첩수역이 존재함

  - 중첩수역의 존재는 양국이 북방한계선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해양

경계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중첩수역은 존재함

  - 따라서 이 경우는 유엔해양법협약상 중첩수역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분쟁

요소가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음

  - 남북은 중첩수역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권리와 의무의 한계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중첩수역에서 영구적인 변화를 주는 굴착과 같은 

행위를 일방적으로 취할 수 없으며 잠정협정을 통한 해결이 필요함

  - 국제분쟁과 관련하여 다만 북한이 아직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 아니

기 때문에 유엔해양법협약의 강제절차를 이용할 수는 없으며, 한국이 제

298조에 따라 선택적 예외를 선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강제절차도 배

제됨

  - 남북 간 분쟁 발생시 조정절차를 통한 해결을 권고함

     (5) 북방한계선의 평화적 이용방안

  -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잠정협정을 통하여 평화적 해결을 취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가능하며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대만과 다

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참조하면 됨

  - 남북관계에 있어 합의에는 그 문구가 매우 중요하며 다른 국가들의 사례

를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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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남북관계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동어업수역, 평화수역은 좋

은 방안이 될 수 있으나, 합의에 사용하는 문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3.2.3 위탁과제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1) 배경

  -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에서 해양에 대한 군사분계선 합의가 

없어 이에 관한 공백으로부터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사령

부에서 해상에 북방한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

  - 황해의 경우 북방한계선은 대략 정전협정에 의하여 한국으로 귀속된 서해 

5도와 북한 연안 간 중간선으로 설정되었으며, 동해의 경우 육상 군사분

계선의 연장으로 설정되었으나 이에 관한 정확한 좌표는 공개되어 있지 

않음

  - 이 결과 현재 북한은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영해를 주장할 수 있게 되

었으나, 정전협정을 체결할 당시에는 12해리 영해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음

  - 북방한계선은 1953년 8월 30일 당시 국제연합사령관 Mark Clark이 설정한 

것으로 주장되고 있으나, 1960년 이전에 북방한계선의 존재를 입증하는 

문서가 존재하지 않음

  - 북한은 1973년까지 북방한계선의 설정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1975년 CIA 문서에 따르면 북방한계선의 설정은 북한이 관여하지 

않은 일방적인 선언이었다고 보고하고 있음

  - 1973년까지 북방한계선에 대하여 북한의 항의는 없었으며 1973년 제364회 

군사정전회의에서 부터 서해 5도가 북한의 수역 내에 위치하고 있음을 주

장하며, 북한은 북방한계선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음

  - 북한은 남북 연안으로부터 등거리 방법에 따르며, 서해 5도에 2km의 회랑

만을 인정하는 남북한 해상분계선을 주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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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3년 이전에 북한이 북방한계선의 설정과 관련하여 협의하였다는 증거

가 없음

  - 남한은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남북한 해상의 경계로 묵인하였다는 여러 사

건을 증거로 주장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1959년 북한에서 출간된 조선

중앙년감의 지도에 북방한계선과 유사한 4개선 점선이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음

  - 남한에서 주장하는 또 하나의 사실은 제168회 군사정전회의에서 북방한계

선 이남 수역에서 남한의 단속선박과 북한의 어선 간 충돌과 관련하여 북

한은 북한 어선이 북한 영토에 부속된 해역에서 이루어졌음을 주장하였고, 

국제연합사령부는 해당 사건이 정전협정의 지도에서 파란색 선(북방한계

선) 이남에서 발생하였으며 지난 8년간 남한의 선박이 이 지역에 대한 순

찰을 하였음을 밝혔는데, 당시 북한 측은 파랑색 선의 위치에 대하여 아무

런 항의를 하지 않았으며 해당 사건이 파랑색 선 북쪽에서 발생하였다는 

점만 주장하였다는 사실임,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파란색 선에 대한 기록

이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시 파란색 선이 북방한계선과 일치한다

고 보기 어려움

  - 남한은 1984년 북한 적십자가 남한에 홍수 구호물품을 전달할 당시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물품을 인계하였다는 사실, 1993년 남한이 북방한계선을 

포함한 비행정보구역을 설정할 당시 북한이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북방한계선에 대한 북한의 묵인을 주장하고 있음

      (2) 적용 가능한 법

  - 북한은 1982년 12월 10일 유엔해양법협약에 서명하였으나 아직 비준하지 

않았으며 남한은 1983년 3월 14일에 서명하고 1996년 1월에 가입하였음

  - 북한은 해상충돌방지협약, 해상에서의 생명안전협약, 선박기인오염방지협

약, 국제해사기구에 가입하고 있으나 북방한계선에 관한 법적 문제와 관

련성이 적으므로 유엔해양법협약에 집중함

  - 북한은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으나, 서명하였으므로 조약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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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비엔나 협약 제18조에 따라 유엔해양법협약의 목적과 대상을 저해하

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본 보고서 초안은 북한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며, 동 협약 제18조는 국제관습법을 반영하지 않고, 북한의 경우 서명

한지 30년이 지나도록 비준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약의 당사국이 되지 

않으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18조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 (KIOST 연구진은 북한이 유

엔해양법협약을 가입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다고 전제할 경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전체가 국제관습법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비

엔나 협약이 그 의사를 명백히 표시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의사표시 행

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고려함)

  - 미국, 콜롬비아, 페루와 같은 유엔해양법협약의 비당사국도 심해저의 개발 

관련 조항과 제15부의 강제분쟁해결절차와 같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유

엔해양법협약을 국제관습법으로 보고 있음

  - 북한은 지속적인 반대를 통하여 국제관습법에 대한 구속을 피할 수 있으

므로 북한이 지속적인 반대를 해온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

     (3) 북한수역의 법 체제

  - 1955년 북한은 12해리 영해를 선포하고 군함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요구하

고 있으며, 1977년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의 경제수역과 군사경계수역

을 선언하였는데, 동해의 군사경계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50마일까지이

고, 황해의 군사경계수역은 경제수역까지임

  - 군사경계수역에서 외국인, 외국군함, 외국전투기의 행위가 금지되고, 민간

선박 및 민간 항공기의 항행 또는 비행은 사전 동의 또는 승인이 있어야 

허용됨

  - 이러한 북한의 수역 법 체제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유엔해양법협약에서 규

정하고 있는 영해 관련 권리와 의무는 국제관습법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

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북한이 12해리 영해까지 유엔해양법협약상 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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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지속적인 반대는 없었

다고 봄

  - 본 보고서 초안은 영해에서 군함에 대한 사전승인 요구와 영해의 무해통

항권과의 상충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북한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

며 남한을 포함하여 다수의 국가들이 영해에서 군함에 대하여 사전통보 

또는 승인제도를 두고 있음(필자 주)

  - 북한의 경제수역체제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은 영해기선으

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배타적경제수역의 설정을 규정하고 있음

  - 페루와 칠레 간 국제사법재판소(ICJ) 사건에서 법원은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페루의 200해리 해양영역이 유엔해양법협약에서 기술하고 

있는 배타적경제수역과 이름을 제외하고 모두 동일하다고 판시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경제수역, 해양경제수역, 배타적경제수역 등 그 명칭이 어떠하

든 연안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수층, 해저와 하층토의 자원 

개발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음

  - 본 보고서 초안은 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 다른 국가들은 자유로운 항행을 

할 권리를 보유하므로, 북한이 북한의 경제수역에서 어업, 시설물 설치, 사

진 촬영, 조사, 탐사, 예측, 개발 또는 그 밖의 해로운 경제적 활동에 참여

하려는 경우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유엔해양법협약 제도와 상

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음(KIOST 연구진은 단순한 사진 촬영의 경우

를 제외하고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를 가지는 어업, 

시설물 설치,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경우 해당 활동의 수행 여부에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협약의 위반이 아닐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항행에 대

한 사전승인을 요구하는 것과 특정 목적을 가진 행위 수행에 대한 사전승

인을 구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음)

  - 북한의 군사경계수역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정상 동

해의 군사경계수역은 영해 12해리를 초과하는 50해리까지이며, 황해의 경

우 200해리까지의 경제수역과 일치하므로 유엔해양법협약에 법적 근거가 

없는 수역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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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북한의 특정 목적을 위한 항행에 대한 사전승인은 유엔해양법협약

과 상충되나, 북한은 남한과의 전시상태를 원용하여 전시의 특별한 수역

으로 정당화할 수 있음

  - 북한이 전시의 특별한 수역이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중립 국가들에 대한 

동일한 사전승인 요구가 문제가 될 수 있음

  - 본 보고서 초안은 공해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하여, 현재 국제법이 공해에

서 군사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음을 지적하

고 있으며, 특히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에 관련되지 않은 군사활동은 허용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음    

     (4) 북한의 영해기선

  - 북한은 1977년 6월 21일 경제수역을 선언하면서 영해기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첨부하지 않았으며, 동해의 만에 약 300마일에 이르는 직선기선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본 보고서 초안은 북한의 동해는 물론 황해에서의 직선기선에 대하여 유

엔해양법협약의 직선기선 설정에 관한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충족

하지 못한다고 보아 협약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북한이 영해기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역사적 권원을 주장할 수 있는가

와 관련하여, 북한이 해당 관련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한을 포함하여 다른 국가들에게 역사적 만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음

  - 역사적 권원 또는 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권원이 공개적으로 표명

되어야 하고 효율적이고 장기간, 그리고 계속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다

른 국가들의 반대가 없었다는 증거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황해에서 북한의 주장은 영해기선 좌표의 정확한 확인이 없이

는 검토가 어려우며, 만약 해당 영해기선이 연안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

거나 굴곡이 심하거나 섬이 산재하여 있는 연안에 위치하고 있지 않는 경

우에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특히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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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에서 설정하고 있는 300마일에 달하는 직선기선의 경우 유엔해양법협약

의 위반 소지가 크다고 봄

     (5) 황해에서의 해양경계획정

  -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은 상대방 측의 연안도서와 해양에서 군사의 철

수를 규정하였으나, 국제관습법상 영해의 폭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여 

해양경계선에 대한 정의를 하지 못하였음

  - 당시 북한은 12해리를 주장하였고 국제연합사령부는 3해리를 최대한계로 

고려하였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전협정은 남북의 분쟁 수역에 존

재하는 서해 5개 도서의 귀속여부만 결정하였음

  - 남한은 국방백서를 통하여 북방한계선을 해상분계선으로 이해하고 있는 

반면, 1974년 CIA 보고서에 따르면 남한의 주장과 달리 북방한계선의 목

적은 국제연합사령부의 해군이 특별허가 없이 북쪽으로 항행하는 것을 금

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5년 1월 14일에 북방한계선이 아닌 다른 이름으

로 설정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음

  - 또한 1974년 CIA 보고서는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인지하였다는 공식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는 반면, 남한은 1963년 정전위원회에서 북한이 자기측 

선박이 북방한계선을 넘지 않았다고 항의한 사실, 1984년 적십자를 통한 

구호품 전달이 북방한계선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남한의 비행정보구역

에 대하여 별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1959년 북한의 중앙년감의 

지도에 북방한계선이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CIA 보고서와 다른 

견해를 취하고 있음

  - 특히 남한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하여 경계에 관한 분쟁사안이 해

결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이 합의서에 따르면 해상불가침 경계가 확정될 

때까지 현재 각 상대방 측의 관할권에 속한 것을 존중하고 계속하여 합의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남한과의 해상경계로 묵인하였는가와 관련하여, 프

레야 비히어 사원 사건에서 법원은 태국이 경계획정지도에 대하여 수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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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항의를 하지 못한 것은 지도가 보여주고 있었던 경계의 묵인을 내포

하고 있다고 보았음

  - 북방한계선과 관련하여 북한의 묵인을 주장하기 위하여 북한이 북방한계

선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오랜 기간 항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침묵하였다

는 증명이 필요한데, 1963년 당시 북한은 계속하여 12해리 영해를 주장하

고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 북방한계선의 존재에 대하여 묵

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북한의 묵인을 주장하기 위한 증거로 단 하나

의 사건이라 빈약하다고 보고 있음

  - 또 하나의 관점은 남북은 여전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전시에 묵인을 적용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1959년 북한의 중앙년감이나 1963년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한

의 행동은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유용하나,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해상경계선으로 묵인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부

족하다고 결론 내림

  - 북한의 북방한계선에 대한 주장을 금반언으로 제약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

여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인지하였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는지,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인지함으로써 혜택을 받았는지, 남한이 북한의 인지 사실을 

신뢰하였는지가 중요하다고 봄

  - 그러나 프레야 비히어 사건에서 위와 관련한 사실들이 분명하게 드러났던 

것과 별개로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인지하고 있다는 적절한 발언을 찾기 

어렵다고 보고 있음

  - 또한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인지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들은 북한이 12해리 

영해 주장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음

  - 이 보고서는 북한이 북방한계선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남한과 충돌을 회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북한이 얻은 혜택으로 보고 있는 점은 흥미로우나, 

결론적으로 혜택 아니라는 반박이 가능하다고 기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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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북방한계선의 일방적인 설정은 북한의 주장을 금반언으로 금지하기 

어렵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음

     (6) 북방한계선이 등거리원칙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해양경계획정 문제

  - 남한의 국방백서는 북방한계선이 남한의 서해 5도와 북한의 연안 간 대략

적인 중간선을 사용하여 그어졌다고 보고 있으나, 영평도와 소청도 간의 

거리가 24해리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이 쟁점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이며, 유

엔해양법협약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영평도와 백령도는 고립되어 안보

에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 보고서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에 역사적 권원이나 특별한 사정 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양국의 영해경계를 획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중간선 원

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북방한계선의 경우 군사

적 필요를 예외적인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단, 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북한 또한 북방한계선으로 인하여 

옹진반도와 해주로부터 바다로 접근하기 위한 진출로가 차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를 특별한 사정에 포함하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즉, 북방한계선이 등거리선 원칙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지 않으며, 남한

의 안보를 이유로 하는 주장은 북한의 해역의 차단을 이유로 하는 주장과 

부딪힐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해양경계획정에 있어 도서의 효과와 관련하여 프랑스와 영국 간 사건에서 

영국의 채널제도의 경우 프랑스 연안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12해리의 어업 및 자원 개발이 가능한 수역이 인정되었으며, 우크라이나

와 루마니아 사건에서 우크라이나의 서펀트 섬도 그 지리적 위치상 12해

리 영해만 인정되고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기점으로 활용되지 않았

고, 니카라과와 콜롬비아 사건에서 콜롬비아의 다수 섬들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12해리 영해만 인정받았음

  -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군사적 고려에 대하여 얀 마이엔 사건에서 국제사법

법원은 안보적 고려가 대륙붕을 제외한 모든 해양영역의 경계획정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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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나, 해당 사건의 경우 특별히 고려할 안보적 요소가 없다고 보았으

며, 리비아와 몰타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음

  - 이러한 국제판례의 법리를 고려할 경우 남북문제가 국제분쟁절차에서 다

루어질 경우 서해 5도는 12해리 영해만 가질 수도 있으며, 안보적 요소가 

반영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음

  - 비례성 검토와 관련하여 해안선의 길이와 면적의 비율을 고려하는데, 서해

의 경우 서해 5도의 해안선의 길이가 북한 연안과 비교하여 현저히 짧을 

것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례성 검토에서 북한에 유리할 것으

로 판단하고 있음

     (7) 분쟁수역에서의 활동

  - 북방한계선 주변 해역에서 남북한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남한의 관

점에서 북한의 군함과 어선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오는 문제와 북한해역에

서 어업허가를 받은 중국 어선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오는 문제가 있으며, 

북한의 관점에서 북방한계선을 넘은 자기측 선박에 대한 남한의 통제 문

제와 북방한계선 주변 수역에서 한미군사훈련 문제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분쟁을 악화시킬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지, 분쟁지

역에서 환경영향조사가 분쟁지역에서 자제되어야 하는지, 군사활동이 분

쟁지역에서 자제되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음

  - 국제연합 헌장에 따라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이 의무는 국

제관습법으로 고려되고 있음

  - 북해대륙붕 사건에서 국제사법법원은 형평한 원칙을 적용하여 합의에 도

달할 목적을 가진 의미 있는 협상의무를 언급하였음

  -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3항과 제83조 제3항은 당사국의 합의에 이르는 

동안 잠정협정을 체결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도적인 기간 

동안 최종 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의

무를 부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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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따라 보고서는 남북은 북방한계선과 관련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

해야할 의무를 가지며, 이는 국제법과 형평한 원칙에 기초하여 해양경계

를 획정하도록 신의칙에 따라 협상할 의무를 포함한다고 보고 있음

  - 또한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3항과 제83조 제3항의 관습법적 지위에 따

라 과도기 동안 잠정협정을 체결하거나 최종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가진다고 보고 있음

  - 이러한 의무는 평시에 있어 영구적인 방법으로 다른 국가의 권리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남북관계가 평시라면 

적대적인 군사훈련을 포함한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은 분쟁지역에서 허용

되지 않음

  - 또한 환경을 영구적으로 변화시키는 행위, 어업을 포함하여 생물 또는 무

생물자원을 개발하는 행위(KIOST 연구진은 어업의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분쟁해역에서 기존의 어업행위를 계속할 수 있으며 보통 어업협

정을 통하여 관리), 제3자에게 분쟁지역에서의 생물 또는 무생물자원 개발

을 허가하는 행위, 상대방 선박에 국내법과 규제를 집행하는 행위는 분쟁

지역에서 금지된다고 보고 있음

  - 문제는 전시 상태가 분쟁수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목록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임

  - 우선 보고서는 국제관습적인 인도법원칙은 육지와 바다 모두에 적용되며, 

헤이그와 제네바 협약은 해전에 관한 특별한 규칙을 가지고 있으나 매우 

제한적인 범위를 포함하고 있고 중요한 사항들은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산레모 매뉴얼에 포함되었다고 봄

  - 메뉴얼에 따르면, 교전국들은 특별한 전시수역을 설정할 수 있으나, 군사

적 필요와 비례성 원칙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중립국의 적법한 바다의 

이용을 존중해야 함

  - 또한 매뉴얼은 전시에 해군은 교전국의 해역에서 적대행위를 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격의 경우에 한하여 군사적 필요에 대하여 엄격한 

적용을 하고 있음



제3장 2018년 위탁연구 주요내용

 119

  - 매뉴얼은 해상봉쇄를 인정하고 있는데, 민간인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

체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이익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남북한은 국제인도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각각의 수역에서 무

력의 위협 또는 사용과 군사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음

  - 남북의 전시상태의 계속은 분쟁수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형태를 넓히는 

것으로 분석

     (8) 황해에서의 잠정협정

  - 이 보고서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남북관계의 잠정협정의 하나로 보

고 있으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해상군사분계선에 대하여 최종합

의가 될 때까지 계속합의가 되어야 하며, 기존에 상대방의 관할하에 있는 

지역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을 확인함

  - 다만, 이 보고서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남한에서 서명만 하고 비준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법적구속력에 대하여 분명하지 않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음(KIOST 연구진은 국내에서 남북 간 합의를 비준한다는 것에 

대하여 국내에서 북한의 국가승인과 연결되는 문제가 있음을 언급한바 있음)

  - 또한 보고서는 2007년 남북선언을 통한 북방한계선 인근 수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수역설정을 언급하고 있음

  - 평화와 협력에 관한 서해특별수역은 공동어업수역, 해상평화수역, 특별경

제수역과 해주 항구의 이용, 민간 상선의 해주 접근, 한강하구의 공동이용

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행되지 못하였음을 언급함

  - 본 보고서는 2018년 판문점 선언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역시 비준의 문제

를 거론하고 있음

  - 협의의 의무와 관련하여 보고서는 현재 남북이 여러 형태의 합의와 선언

을 하였으나 잠정협정에 이를만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계속하여 협의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음



     해양경제영역 확장을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사업(2018)

120  

     (9) 사법적 해결

  - 남북한 모두 국제연합의 회원국이나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하는 

선언을 하지 않았음

  - 1982년 북한은 유엔해양법협약에 서명하였으나 아직 비준하지 않았으며, 

남한은 1983년 유엔해양법협약에 서명하고 1996년에 가입하였으며 협약 

제298조에서 규정하는 세 가지 항목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의 강제절차 

관할권 예외를 선언하였음

  - 국제연합의 국제사법재판소와 관련하여 기존의 콜럼비아대와 수행하였던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및 확대관할권에 관한 공동연구 주제와 연계되

며, 기존의 연구에 기초할 때 남북의 명백한 또는 묵시적인 동의와 확대관

할권을 적용할 만한 사정이 없이는 북방한계선 관련 문제를 국제사법재판

소에서 다룰 수 없음

  -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의 강제절차와 관할권 문제와 관련하여 역시 기존

의 콜럼비아대와 수행하였던 유엔해양법협약 강제절차의 관할권, 수리가

능성, 협의의무, 협약 제297조의 일반적 제한과 제298조의 선택적 예외 주

제와 연계되며, 북한의 경우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며, 분쟁해결

과 관련한 제15부는 국제관습법화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남북 간의 문제

에 유엔해양법협약의 강제절차를 적용할 수 없음

  - 그러나 북한이 유엔해양법협약에 가입하였다는 것을 전제할 경우, 유엔해

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한 분쟁이 일방의 제소로 얼마든지 협

약의 강제절차에 회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에 콜럼비아대와 우리원

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분석할 수 있음

  - 먼저,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분쟁은 한국의 선택적 예외선언으로 관할권에

서 배제되나, 서해 5도의 법적지위에 관한 분쟁은 협약의 강제절차가 다룰 

수 있음

  - 둘째, 북한의 동해에서의 역사적 만에 관한 주장은 협약의 강제절차에서 

배제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나, 북한의 경우 역사적 권원에 관한 요건이 

충분치 않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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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셋째, 전시가 계속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있어 군사활동은 협약 제298조의 

관할권이 배제되는 예외에 해당할 수 있음

  - 넷째, 협약 제297조에 의하여 관할권이 제한되는 해양과학조사와 생물자

원에 관한 배타적경제수역의 주권적 권리에 관한 법 집행활동은 협약의 

강제절차 관할권에서 배제되나, 북한의 경제수역이나 군사수역에서 다른 

국가의 항행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강제절차 관할권에 포함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보고서 초안의 내용은 위와 같이 요약정리 할 수 있으며, 전문가 세미나의 

결과와 추가로 요구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추후 수정된 보고서가 제출될 

것임

  3.2.4 차후년도 연구과제 협의

     (1) 공동연구 수행 방식

  - 로드맵 설정 이후 1년 단위 계약 체결

  - 세부 연구주제와 내용에 관하여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되 전문가 섭외 등 

세부연구방법은 CKLS가 능동적으로 결정

  - 매년 2주~1달 기간 KIOST 연구자 CKLS 방문 공동연구 수행

  - CKLS는 연구계획수립과정에서 CKLS 연구진이 한국에 방문, 진행과정에

서 KIOST 연구진이 뉴욕에 방문도 고려해 줄 것을 요청(기간 2주 예상)

  - CKLS 연구진이 방문할 경우 연구장소, 항공료, 체제비를 KIOST에서 지원

해 주길 희망

  - CKLS는 장기적으로 KIOST 연구자의 장기 파견, KIOST 신진연구자의 콜

럼비아대 특별과정 입학 등 기관대 기관의 공식적 인적교류제도를 희망

  - 매년 1회 전문가 워크숍 개최 및 보고서 발간 요구

  - 사안에 따라 현안 문제에 대한 자문연구 요청 가능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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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동연구 주제 로드맵

  - 우리나라 주요 해양현안을 선정하고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 선정한 해양현안 연구 계획 수립

  - 매년 수행할 세부 주제 설정

    (3) 2019년 주제 선정

     가.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관련 문제 (2019년 주제로 선정)

  -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제26조 분쟁해결절차 분석

  - 공동개발협정 관련 분쟁과 유엔해양법협약 제281조 및 제282조의 관계

  -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관련 일본의 협약 불이행과 유엔해양법협약 제83

조 제3항과의 관계

  -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관련 분쟁의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

판소 회부 가능성

  -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관련 분쟁과 대한민국의 일방적 조치 가능성

     

    (4) 기타 주제 

 가. 양자협정에 의하여 해양경계획정이 획정된 사례 분석

  -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양자협정 전수조사 및 세부연구 필요 사례 도출

  - 도출된 사례에 관한 분쟁배경, 협상과정, 절차, 전략 등 분석

  - 최종단계에서 우리나라 해양경계획정 협상 전략 수립

     나. 해양경계획정시 각 관련상황의 효과에 대한 사례분석(판례, 양자협정)

  - 어업의 효과

  - 대륙붕 자연적 연장의 효과

  - 해안선 형상의 효과

  - 도서 지형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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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간 협정 및 국가관행의 효과

     다. 독도 주변 수역의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 행사 관련 문제

  - 유엔해양법협약 제281조와 1965년 한일간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의 관

계(분쟁해결절차에 우선 순위)

     라. 해양영토 관련 국제재판 주요 행위자의 역할과 성과에 대한 평가

  - 해양영토 관련 국제재판에서 ICJ, ITLOS 재판관의 역할 및 업적 평가

  - 해양영토 관련 국제재판에서 PCA, UNCLOS 제7부속서 재판관의 역할 및 

업적 평가

  - 해양영토 관련 국제재판에서 변호인의 역할 및 업적 평가

  - 해양영토 관련 국제재판에서 전문가와 재판관의 역할 및 업적 평가

  - 해양영토 관련 국제재판에서 사무처장 및 사무처 직원의 역할 및 업적 평가

     마. 기타 현안

  - 타국의 위법한 법집행행위로 입은 자국 선박의 손해에 대한 기국의 보호

권 행사 절차 

  - NLL의 법적 성격과 유엔해양법협약과의 관계, 한․중․북한 간 잠재적 분

쟁 가능성 검토 및 대응방안 검토, 북한의 국제재판 제소 가능성 문제 검

토, 평화협정시 NLL 취급 문제 

3.3. 주요 해양이슈별 로드맵(2015~2025) 

년도 해양 현안

2015~
2017

1. 독도 주권 및 관할권 행사에 대한 일본의 국제소송 이용 가능성

 - 독도 영해 해양과학기지 건설, 독도 근해 시설물 및 구조물 건설, 
어업 및 해양과학조사 관련 법집행 활동 등

 -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에 따른 재판관할권 배제 선언으로 인한 국제 

소송 배제 가능 범위

2. 해양경계획정 관련 법적 쟁점 분석

 - 관할권 중첩수역에서 연안국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

3. 해양 현안 관련 새로운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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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도 

  - 우리나라 해양현안 문제 중에서 중요도를 고려하여 2015년부터 2020년까

지 세부 주제별 연구계획을 수립하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연구주제는 유

동적으로 변경 가능

  - 해양현안 문제 중에서 실체법적 문제는 해양법연차대회 및 지역회의 주제 

선정 및 논의에 활용하고 있으며, 국제소송절차법 문제는 콜럼비아대 위

탁연구 주제로 선정하여 수행중임

  -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유엔해양법협약상 서해북방한계선 관련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분석,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의 해양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제회의 대응, 해양영토 관련 국제재판 행위자 

연구, 기후변화와 해양법협약을 대주제로 정하고 매년 세부 주제를 선정

하여 해양현안의 정책 및 법적 대응책을 수립할 예정임

년도 해양 현안

2018~
2021

1. 유엔해양법협약상 서해북방한계선 관련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분석

2.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만료전 가능한 우리나라 대응조치

 -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분쟁해결절차 분석

 - 관련 일본의 협정 불이행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 제83조(3)의 해석과 

제7부속서 중재재판 회부 가능성 검토

 - 우리나라의 일방적 조치 가능성 검토

3.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회의 대응

 - 관할권 이원 지역의 해양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 방법과 범위 제약 논리 수립

 - 해양보호구역의 목적, 대상, 절차에 대한 국가 입장 정립

 - 환경영향평가의 의무 수락 정도에 대한 국가 입장 정립

4. 해양 현안 관련 국제판례 분석

2021~
2025

1. 해양영토 관련 국제재판 주요 행위자의 역할과 성과에 대한 평가

 - 해양영토 관련 국제재판의 ICJ, ITLOS, PCA, UNCLOS 제7부속서의 

재판관, 변호인, 전문가, 사무처의 역할과 업적 평가

2. 기후변화와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의 관계

 - 기후변화 기인 해양활동의 범위, 평가, 규제 관련 법적 쟁점 연구

3.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회의 대응

 - 회의 진행 결과에 따라 구체적 내용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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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연구과제 계획(안)(국제소송절차 관련)

(1) 2기(2018~2021), 유엔해양법협약상 서해북방한계선 관련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분석 및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관련 문제

  - 북방한계선의 법적성격에 관한 객관적 분석의견 도출 및 동서해 북방한계

선 관련 법적 쟁점, 갈등 양상 파악, 북방한계선 국가대응책 제안

  -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제26조 분쟁해결절차 분석

  - 공동개발협정 관련 분쟁과 유엔해양법협약 제281조 및 제282조의 관계

  -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관련 일본의 협약 불이행과 유엔해양법협약 제83

조 제3항과의 관계

  -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관련 분쟁의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

판소 회부 가능성

  -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관련 분쟁과 대한민국의 일방적 조치 가능성

(2) 3기(2021~2025), 해양영토 관련 국제재판 주요 행위자 평가

  - 해양영토 관련 국제재판에서 ICJ, ITLOS 재판관의 역할 및 업적 평가

  - 해양영토 관련 국제재판에서 PCA, UNCLOS 제7부속서 재판관의 역할 및 

업적 평가

  - 해양영토 관련 국제재판에서 변호인의 역할 및 업적 평가

  - 해양영토 관련 국제재판에서 전문가와 재판관의 역할 및 업적 평가

  - 해양영토 관련 국제재판에서 사무처장 및 사무처 직원의 역할 및 업적 평가

(3) 기타 대체 가능 이슈

  - 유엔해양법협약 제281조와 1965년 한일간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 제

시된 이슈 

  - 타국의 위법한 법집행행위로 입은 자국 선박의 손해에 대한 기국의 보호

권 행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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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LL의 법적 성격과 유엔해양법협약과의 관계, 한․중․북한 간 잠재적 분

쟁 가능성 검토 및 대응방안 검토, 북한의 국제재판 제소 가능성 문제 검

토, 평화협정시 NLL 취급 문제 

3.4 공동연구 성과 

  (1) 2013년도 “UNCLOS의 분쟁해결절차와 해양갈등 가능성”

    1) 목적: 유엔해양법협약 분쟁해결절차 관련 해양갈등 가능성 분석

    2) 주요 연구 성과

     - 독도해양과학기지 건설, 해양과학조사와 어업관련 법 집행활동 등 관할권 

행사가 유엔해양법협약 강제절차 또는 잠정조치에 회부될 가능성 도출

  (2) 2014년도 “ITLOS 소송절차-잠정조치”

    1) 목적: 잠정조치 중심으로 ITLOS 소송절차 분석

    2) 주요 연구 성과 

     -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잠정조치에 관한 일응의 관할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하

나, 실제 잠정조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분쟁당사자의 이익 보전, 해양환경

에 대한 중대한 손상 방지, 긴급성이라는 추가 요건이 필요

     - 추가 요건이 충족될 경우 특히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의 의

무 위반의 경우 잠정조치 결정 가능성이 큼

  (3) 2015년도 “ICJ 확대관할권과 독도문제”

    1) 목적: ICJ 확대관할권 중심으로 ICJ 소송절차 분석

    2) 주요 연구 성과

     - ICJ는 합의관할권이 원칙이므로 독도문제가 일본 일방에 의하여 ICJ에 제소

될 가능성이 없으나, ICJ의 확대관할권 이론에 따라 일본의 주장에 대하여 

ICJ에 적극적 항변을 전달할 경우 해당 행위를 관할권 수락으로 보고 관할

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권 없음 또는 무대응으로 일관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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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6년도 “UNCLOS 법원 또는 재판소의 관할권과 수리가능성”

    1) 목적: UNCLOS 선결적 항변 관련 조항과 제297조의 일반적 제한 분석

    2) 주요 연구 성과

     -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연안국의 재량권에 관

한 분쟁은 재판관할권이 제한되지만, 그 밖의 해양과학조사 관련 사항은 강

제절차에 회부될 수 있음(어업의 경우도 동일)

     - 영해의 경우 협약 제297조의 규정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례 존재 

     -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항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

존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강제절차에 회부될 수 있으므로 관련 조치를 취

할 경우 의무 준수가 요구됨 

  (5) 2017년도 “UNCLOS 제298조의 선택적 예외와 독도문제”

    1) 목적: 독도 주변 관할권 행사와 UNCLOS 제298조 선택적 예외의 범위 분석

    2) 주요 연구 성과

     - 협약 제298조의 군사활동 및 법집행활동으로 인한 관할권 배제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해당 법집행의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특정 지형의 법적 지위,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 의무 위반, 협약 제74조 

및 제83조의 최종협정 침해 및 방해 금지 의무 위반, 제300조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금지 의무 위반의 경우 협약 제298조의 선택적 예외에 속하지 않음

(6) 2018년도 “유엔해양법협약상 서해북방한계선 관련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분석”

    1) 목적: 북방한계선의 법적성격에 관한 객관적 분석의견 도출

    2) 주요 연구 성과 및 결론

     - 북방한계선에 관한 사실관계 분석 

  ∙ 북방한계선 선포를 주도한 미국의 입장에서 북방한계선은 북한의 남하

를 저지하기 위한 선이 아니라 남한의 북상을 저지하기 위한 선이었으

며, 북한과 협의하였거나 북한에 통보한 문서 증거가 부족함

  ∙ 특히 북방한계선을 설정한 정확한 시기와 명칭이 분명하지 않으며 관련 

좌표에 관하여 공개된 문서증거가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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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정한 사건에서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인지하였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

으나,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묵인하였다는 입증에는 증명력이 부족함 

     - 북방한계선의 법적 성격 분석

  ∙ 북방한계선은 남한측이 군사안보를 이유로 설정한 임시의 해상군사분계

선으로써, 양국이 전시임을 고려하여 군사안보를 이유로 하는 사실상의 

해상군사분계선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현재 북방한계선을 양측의 해상

분계선으로 주장하기에는 객관적인 설득력이 부족함

     - 북방한계선과 해양경계

  ∙ 남북한의 특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평시의 해양경계를 고려할 경우 북

방한계선이 중간선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서해 5도가 해양경

계획정에서 완전한 효과를 가지기 어렵다는 점에 문제가 있음

     - 서해와 동해의 북방한계선 관계

  ∙ 서해와 달리 동해는 북한이 특별히 문제 삼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동일

한 북방한계선을 두고 서해에서는 북방한계선의 무효를 주장하는 반면, 

동해에서 북방한계선의 무효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이율배반적인 측면

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 가능

  ∙ 그러나 동서해 북방한계선이 통보되거나 협의되지 않았다는 점은 동일

하며, 동해 북방한계선의 경우 남북 모두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

른 접근이 가능함

     - 북방한계선의 법적 성격에 대한 국가입장 재고 필요성 제시

  ∙ 본 연구는 북방한계선에 자체에 관한 문서 증거가 부족한 점, 북방한계

선을 해양경계로 주장하는 논리의 취약점을 지적하였음

  ∙ 이에 따라 북방한계선을 북한의 묵인으로 인한 해양경계로 주장하는 것 

보다 남북한이 전시상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군사적 안보를 이유로 

하는 사실상의 군사분계선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남북한이 합의하여 평시관계로 들어서게 될 경우, 북한을 

불법정부로 볼 것인지 또는 국가로 볼 것인지에 관한 북한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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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별론으로 하더라고 남북간의 해양경계에 관한 새로운 협상이 필요할 

것임

  ∙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북방한계선 인근 수역의 평화적인 공동관리도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음

     - 북한에 대한 외국의 시각과 남북관계에 유의 사항

  ∙ 북한은 국제협약의 당사국이며 당사국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관련 협약과의 관계에서 남북한은 협약에 따라 다른 당사국과의 관계와 

동일하게 취급됨

  ∙ 남한이 북한을 국가승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남한

이 북한과 일정한 합의를 할 경우 합의 사항의 문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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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해양법연구소(The Law of the Sea Institute, LOSI) 소개

LOSI (Law of the Sea Institute, 해양법연구소)

❍ 미국 해양법연구소 (LOSI)는 처음에는 LSI 약자를 사용하면서 해양법 연구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학자/연구자들의 국제적 콘소시움 임

❍ 1965년도에 미국 University of Rhode Island(로드아일랜드대. URI)의 John Knauss 학장

과 Lewis M. Alexander(지리 및 해양학과장) 그리고 Dale Curtiss Krause(지리학자)의 

주도로 만들어졌음

❍ LSI의 첫 HQ는 URI의 지리학과였음

  - 해양과 관련된 이슈들이 불거지고 있는 시대적 현황 

  - 해양법과 관련된 이슈들이 토의 되고 있던 뉴욕 UN본부 근처에 해양법관련 전문가

들의 모임이 용이함

❍ 초기 LSI의 목적은 법률가, 과학자, 기업 및 정부관계자들이 해양환경 제어와 활용관

련 문제점에 대한 정보와 아이디어 교환을 촉진하기 위함

❍ 초기 후원기관은 미국 해군연구사무소(Office of Naval Research), 수산청(Bureau of 

Commercial Fisheries), 그리고 환경과학서비스청(Environmental Science Services 

Administration) 이었음

❍ LSI/LOSI의 행보 

  - LSI가 URI(1965～1977) 에서 이전하여 하와이대(1977～1996)와 마이애미대 등에 설

치되어 있었으나, 2002년도에 UC Berkeley대로 이전함

  - Berkeley대로 이전된 계기는 Berkeley대 법대가 1930년대 후반부터 Stefan Riesenfield 

교수가 시작한 장기간의 해양법관련 연구활동 전통이 있었기에 LOSI가 이를 기반으

로 구축되어 질 수 있는 튼튼한 기반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Berkeley대의 해양법 분야에 대한 활동지원은 대학, 연구관련 재단, 정부지원금으

로 수행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씨그랜트, 캘리포니아대 해양위원회, Pacific Rim 

Research Program, 포드재단 등을 들 수 있음

  - 또한 워싱턴대, 하와이대, 노르웨이의  Fridtjof Nansen Institute 등 해양법 관련 다양

한 국제적 연구소 및 연구기관들과도 협력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LSI/LOSI 변천사 

    ∙ 1965년~1977년 : URI 소재

    ∙ 1977년~1996년 : UH 소재

    ∙ 1996년~2001 : Dalhousie 대학(Canada), North Carolina 대학, Miami 대학 소재

    ∙ 2002년~현재 : UC Berkeley 소재(LSI가 UC Berkeley에 정착하면서 LOSI로 약칭

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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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I 해양법 연차대회 (1966~1998)

  - LSI 해양법연차대회(Annual conference of the Law of the Sea)는 1966년부터 1차대회

를 시작으로 1998년 31회 대회까지 개최되었음

회차 개최일정
해양법연구소 

소속
회의테마 회의장소

1차 
1966년 
6월27~30일 URI The Law of the Sea : Offshore Boundaries and 

Zones URI  

2차 
1967년 
6월26~29일 URI The Future of the Sea's Resoruces URI 

3차 1968년 
6월24~27일 URI The Law of the Sea-International Rules and 

organization for the sea URI 

4차 1969년 
6월23~26일 URI The Law of the Sea: National Policy 

Recommendations URI 

5차 1970년
6월15~19일 URI The Law of the Sea: The United Nations and 

Ocean Management URI 

6차 
1971년
6월21~24일 URI The Law of the Sea :ㅁ New Geneva 

Conference URI 

7차 1972년 
6월26~29일 URI The Law of the Sea: The Needs and interest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URI 

8차 1973년 
6월18~21일 URI The Law of the Sea : the emerging regime of 

the oceans URI 

9차 1975년 
1월6~9일 URI Law of the Sea: Caracas and Beyond URI 

10차 
1976년 
6월22~25일 URI The Law of the Sea : Conference outcomes and 

problems of implementation URI 

11차 1977년 
11월14~17일 UH Regionalisation of the Law of the Sea URI 

12차 
1978년 
10월23~26일 UH The Law of the Sea : Neglect

ed  Issues 네덜란드

13차 
1979년 
10월15~18일 UH Law of the sea : state practice in zones of 

special jurisdiction 멕시코

14차 1980년 
10월20~23일 UH The Law of the sea in the 1980s 독일

15차 
1981년
10월5~8일 UH The law of the sea and ocean development 

issues in the Pacific basin 하와이

16차 1982년 
6월21~24일 

UH The Law of the Sea and Ocean Industry : 
New Opportunities and Restraints 헬리팩스

17차 1983년
7월13~16일 UH The 1982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오슬로 

18차 
1984년
10월24~27일 UH the developing order of the oceans, 샌프란시스코

19차 1985년 
7월24~27일 UH The UN convention of the Law of the Sea : impact 

and implementation Cardiff, Wales

20차 1986년 
7월21~24일 

UH The law of the sea : What lies ahead 마이애미

21차 1987년
8월3~6일 

UH The international implications of extended 
maritime jurisdiction in the Pacific 하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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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연계 

  - LSI 관련 회의가 한국에서 열린 것은 1981년도와 1984년도에 서울에서 열린 워크숍

이었음. LSI는 연차대회외에도 지역적으로 다양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지금도 LOSI

란 명칭아래 다양한 워크숍 등을 개최함

    ∙ 1981년 6월30일 ~ 7월3일 : Law of the Sea - Major Problems from the East Asian 

Perspective.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한국해양연구소)

    ∙ 1984년 7월3일 ~ 7월6일 : East Asia and the Law of the Sea-UNCLOS III Review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하와이대 East-West Center의 환경정책연구소)

  - 1993년 7월13일 ~ 16일 : 제27차 LSI 연차대회(제목 : The Role of the Oceans in the 

21st Century)를 서울에서 개최함

회차 개최일정
해양법연구소 

소속
회의테마 회의장소

22차 
1988년 
6월12~16일 

UH
New Developments in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 Economic, Legal, and Political 
Aspects of Change

로드아이랜드

23차 
1989년 
6월12~15일 UH Implementation of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Through International Institutions 네덜란드 

24차 1990년
7월24~27일 UH The Law of the Sea in the 1990s: A 

Framework for Further International Cooperation, 동경

25차 1991년 
8월6~9일 

UH The marin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law, policy, and science 스웨덴

26차 1992년
6월22~25일 UH The Law of the Sea : New Worlds, New 

Discoveries 이탈리아

27차 
1993년 
7월13~16일 UH The Role of the Oceans in the 21st Century 한국개최

(서울) 

28차 1994년
7월11~14일 UH Ocean Governance: Strategies and Approaches 

for the 21st Century, 하와이

29차 1995년
6월19~22일 

U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of 
the Oceans: The Challenges of UNCLOS and 
Agenda 21

인도네시아 

30차 
1996년 
5월19~20일 UH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UAE

31차 
1998년 
3월30~31일 

Building New Regimes and Institutions for the 
Sea 마이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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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I 해양법 연차대회

  - LSI가 US Berkeley대에 정착하게 되면서 US Berkeley Law of The Sea Institute(LOSI)

와 INHA 대학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LOSI 연차대회를 매년 공동개최 해왔음. 

2011년부터는 인하대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협력기관이 변경되어 진행됨

  - 2012년도에는 제7차 연차대회로서 여수엑스포 개최를 기념하여 서울에서 한국해양

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개최되었음 

  - LOSI 연차대회는 해양법 및 정책에 관한 국제세미나로 양기관을 중심으로 매년 저

명한 국제해양법학자, ITLOS(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각국 유관기관 전문가가 참

석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결과는 매년 간행물로 출판되고 있음 (LOSI 1차-9차 연차

대회 아래 참조)

회차 개최연도 개최장소 주제 및 분과구성 주관기관

제1차

2006년 

10월24~

25일

한국,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

・주제 : 신해양질서의 형성 

- 제1패널 : 도서영토분쟁

- 제2패널 : 해양경계획정

- 제3패널 : 해양분쟁의 해결

- 제4패널 : 지역간 현안과 전망

- 공동주최 :　인하대학교, 미국 

UC버클리대학 해양법연구소

(LOSI)

- 공동주관 : 인하대 국제법센터, 

해양법포럼

- 후원 : 인하대학교, 대한항공

제2차

2007년

10월17~

18일

한국,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

・주제 : 제네바 해양법협약 50주년의 회고와 

전망

- 제1패널 : 영토분쟁과 해양문제와 관련한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유산

- 제2패널 : 북한의 해양문제와 해양법

- 제3패널 : 국제해양법재판소 및 여타 

국제사법기관에서의 절차

- 제4패널 : 해양경계획정과 

월경(越境)자원의 협력적 관리

- 제5패널 : 과거 50년간 해양분쟁 해결의 

역사

- 공동주최 :　인하대학교, 미국 

UC버클리대학 해양법연구

소(LOSI), 동북아역사재단

- 공동주관 : 인하대 국제법센터, 

미국 UC버클리대학 해양법

연구소(LOSI)

- 후원 : 인하대학교, 인하대 

법학연구소, 해양수산부, 한

국해로연구회

제3차

2008년

4월28~

29일

미국, 

버클리

(Claremo

nt Hotel)

・주제 : 해양지배 - 구도, 기능, 그리고 혁신

- 제1패널 :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I)

- 제2패널 :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II)

- 제3패널 : 해양생물자원

- 제4패널 : 유엔해양법협약 레짐의 현안

- 제5패널 : 유엔해양법협약 레짐의 

한계와 새로운 시도

- 제6패널 : 유엔해양법협약 레짐의 

시사점

- 공동주최 :　인하대학교, 미국 

UC버클리대학 해양법연구소

(LOSI)

- 공동후원 : 동북아역사재단, 

미국 UC버클리대학 해양법

연구소(LOSI)

- 기타후원 : 국토해양부, 한국

해로학회 외 3개 기관

제4차

2009년

8월27~

28일

하와이 

호놀룰루

・주제 : 태평양 및 태평양 연안의 해양법 및 

해양정책

- 제1패널 : 동북아지역의 해양경계획정 

문제

- 제2패널 : 선박, 해상운송과 기후변화

- 제3패널 : 대륙붕 분쟁

- 제4패널 : 어업규제

- 제5패널 : 해상안보와 자유항행

- 제6패널 : '임페커블(Impeccable)호 사건

- 제7패널 : 하와이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국립기념물

- 공동주최 :　인하대학교, 미국 

UC버클리대학 해양법연구소

(LOSI), 하와이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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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2010년

10월 

5~6일

독일

함부르크

(국제해양

법재판소)

・주제 : 해양 지배구조에 있어 기구와 지역

- 제1패널 :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시각

- 제2패널 : 국제해양법재판소의과정과 

재판권

- 제3패널 : 태평양 지역의 해양법과 

지역문제 

- 제4패널 :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해양법과 지역문제

- 제5패널 : 해양활동 관할 기구

- 제6패널 : 극지의 해양이슈

- 제7패널 : 유럽 및 지중해 지역의 

해양법과 지역문제 

- 제8패널 : Blue Water and Green 

Oceans :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 공동주최: 미국 UC버클리대

학 해양법연구소(LOSI), 인

하국제해양법센터 

- 공동후원 : 일본 해양정책연

구재단, 대만 중앙연구원

- 기타후원 : 동북아역사재단, 

녹색성장해양포럼, 한국해

양연구원, 한국해로연구회, 

인하대 국제해양법센터 외 

4개 기관

제6차

2011년

11월 

28일

~

12월 2일

호주 

울릉공 

대학 

・주제 : 해양관할권 

- 제1패널 : 해양관할권경계

- 제2패널 : 해양으로부터 육지의 분리- 

기선문제

- 제3패널 : 도서분쟁

- 제4패널 : 해양경계획정의 전개

- 제5패널 : 새로운 시각 (젊은 해양법 

전공자 패널)

- 제6패널 : 해상안보와 해양관할권 경계

- 제7패널 : 해양거버넌스의 새로운 도전 

- 기후변화와 해양

- 제8패널 : 마지막 미개척지 - 

확장대륙붕 확보

- 제9패널: 미개적치 관리 및 탐사 

- 주관 : 한국해양연구원, 

인하대학교, 미국 

UC버클리대학 

해양법연구소(LOSI)

- 공동후원 : 호주 ANCORS, 

울릉공대학

- 기타후원 : 한국해로 

연구회, 녹색성장해양 포럼 

외 3개 기관

제7차

2012년

5월

21일

~

5월

24일 

한국

해양과학

기술원

(플라자

호텔)

・주제 : 다음세대를 위한 해양확보 

- 제1패널 : 유엔해양법협약후 30년의 

재고 

- 제2패널 :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연안국의 책임과 국제적 협력

- 제3패널 : 해양과학조사촉진과 법률적 

체제 재고 

- 제4패널 : 해양법에 대한 새로운 관점 

(젊은 해양법 전공자 패널)

- 제5패널 : 해양의 평화적 사용과 

국제기구의 역할 

- 제6패널 : 내륙국과 지리적 불리국의 

권리확보

- 제7패널 : 심해저자원과 개발기술에 

대한 전망

- 주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미국 UC버클리대학 

해양법연구소(LOSI)

- 공동후원 : 국토해양부, 

해로연구회, 대만 

Academia Si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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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2013년

10월

11일

~

10월

12일

미국, 

버클리대

(Claremo

nt Hotel)

・주제 : 해양법내에서의 과학, 기술 그리고 

새로운 도전 

- 제1패널 : 수산자원 I 

- 제2패널 : 수산자원 II

- 제3패널 : 생물종 다양성

- 제4패널 : 심해저 이슈 

- 제5패널 : 해양행위의 환경 및 법률적 

도전 

- 제6패널 : 해수면 및 수중공간에서의 

구조물 

- 제7패널 : 현재 재판진행중인 이슈들

- 제8패널 : 지역적 이슈들 – 베링해와 

북극 

- 제9패널 : 지역적 이슈들 – 중국의 

해양정책과 국제법

- 제10패널 : 종합적 검토 – 종합토론

- 주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미국 UC버클리대학 

해양법연구소(LOSI)

- 기타후원 : 미국 

국제법학회, 호주 

울룽공대, 캐나다 

달하우지대, 미국 

텍사스A&M 대, 터어키 

이스탄불 Bilgi 대, 미국 

델라웨어대, 아일랜드 

국립대, 캐나다 빅토리아대 

외 3개 기관

제9차 

2014년

9월

18일

~

9월

21일

스페인 

마드리드

자치대

(팔라스

호텔)

・주제 : 해양법 및 정책-UNCLOS의 지난 

20년

- 제1패널 : 해양자원관리 – 부각되는 

도전과 새로운 대응 

- 제2패널 : 수중문화유산의 보호 

- 제3패널 : 해상안보 I

- 제4패널 : 해상안보 II

- 제5패널 : 해양과학조사 

- 제6패널 : 다양한 해양관련기구와 역할 

- 제7패널 : 지구적 및 지역적 측면에서의 

국제관계에서의 해양이슈들 

- 주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미국 UC버클리대학 

해양법연구소(LOSI)

- 공동후원 : 스페인  

마드리드 자치대 법대 

- 기타후원 : 하와이대법대, 

Fridtjof Nansen 연구소, 

영국 King’s College 

London, 터어키 이스탄불 

Bilgi 대, 호주 울룽공대, 

아일랜드 국립대 외 3개 

기관

제10차 

2015년

10월

8일

~

10월

10일

미국, 

버클리대

(Claremo

nt Hotel)

・주제 : LOSI설립 50주년 기념-회고 및 도전

- 제1패널 : 해양법연구소 역사에서의 

주요인사 및 발전사

- 제2패널 : 해양법연구소 역사상 주요 

사안들

- 제3패널 : 국가관할권이원해역에서의 

생물다양성 관리

- 제4패널 : 해양생물자원의 보호 – 

접근방식의 진화

- 제5패널 : 최종토의 – 해양자원관련 

법과 관리의 새로운 이슈

- 주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미국 UC버클리대학 

해양법연구소(LOSI)

- 기타후원기관 : 

⋅ Jon Van Dyke Institute, 

University of Hawai’i, 

USA 

⋅ Harte Research Institute 

for Gulf of Mexico 

Studies, Texas A&M 

University-Corpus 

Christi, USA

⋅ Istanbul Bilgi University, 

Turkey 

⋅ Briscoe Ivester Bazel 

LLP, USA 

⋅ Portuguese Studies 

Program, UC Berkeley

⋅ Dickson Poon School of 

Law, King’s College 

London

⋅ School of Law, 

University of Wash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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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2016년

8월

30일

~

8월

31일

싱가포르 

국립대

(Grand 

Copthor

ne 

Waterfro

nt Hotel) 

주제 : 아시아의 해양환경보호 - 

IMO협약의 지역적 이행

- 제1패널 : 해양법협약과 IMO협약간의 관계 

- 제2패널 : IMO 해양환경보호 체제의 

지역적 이행 – MARPOL 

Annexes I to VI

- 제3패널 : 선박과 기후변화-에너지 

효율성, 에너지소비데이터 

등과 관련하여 IMO와 

항만국가간 이니셔티브

- 제4패널 : IMO 해양환경보호 체제의 

지역적 이행 – 투기 

(Dumping), 방오 

(Anti-Fouling) 및 평형수 

- 제5패널 : 신진학자패널

- 제6패널 : IMO 유류오염과 유해 및 

유독성 물질관련 체제의 

지역적 이행 - 준비성, 대응 

및 협력 

- 제7패널 : 유류, 유해 및 유독성 물질의 

오염에 대한 책임과 배상

- 제8패널 : 선박기인 및 산업적 

오염으로부터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지역기반 기구의 지역적 

활용

- 제9패널 : 최종토론회 등

- 주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미국 UC버클리대학 

해양법연구소(Law of the 

Sea Institute, School of 

Law,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Prof. 

Holly Doremus, 

해양법연구소장)

- 현지호스트기관(Local 

Host) : 싱가포르국립대 

국제법센터(Centre for 

International Law,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CIL) 

(책임담당 : Robert 

Beckman, Founding 

Director of CIL)

제12차

2017년

8월

14일

~

8월

15일

유엔세계

해사대학

(스웨덴, 

말뫼) 

주제 : Oceans + Climate Change 

Governance

- Welcome & Overview 

- Introduction : Oceans & Climate 

Change

- 제1패널 : 해양산성화

- 제2패널 : 해양완화 및 해양공학

- 제3패널 : 선박 및 기후이니쉬티브

- 제4패널 : 연안 적응 및 주민 이동

- 제5패널 : 생물종다양성 및 기후변화

- 제6패널 : 수산업 및 기후변화

- 제7패널 : 분쟁해결 및 해양복원

- 제9패널 : 개별패널보고 및 최종토론회 등

- 주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IOST), 미국 UC버클리대학 

해양법연구소(Law of the 

Sea Institute, School of 

Law,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현지호스트기관(Local 

Host) : 세계해사대학교 

(World Maritime University, 

WMU)(책임담당 : Ronan 

Long 교수)

- 협력지원 :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KRISO) 

제13차 

2018년

9월

20일

~

9월

21일

미국 

콜럼비아

대 법대

(뉴욕)

주제: Common Currents – Examining 

How We Govern the Ocean 

Commons

-Welcome & Introductions

-제1패널 : 공유물로서의 심해저

-제2패널 : 공유물로서의 극지와 접근방법

-제3패널 : 공유물로서의 수산자원의 관리 

-제4패널 : 공유물관리에 대한 체계적 

접근방법

-제5패널 : 공유물의 거번넌스를 지원하기 

위한 해양과학조사 

-제6패널 : 공유물로서의 생물다양성의 

자원으로서의 관리 

-제7패널 : 결론 보고 

-제8패널 : 토론 – 해양공유물의 미래 

- 주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IOST), 미국 UC버클리대학 

해양법연구소(Law of the 

Sea Institute, School of 

Law,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현지호스트기관(Local 

Host) : 콜럼비아대 법대

- 협력지원 : 한국 

극지연구소(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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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eabed Commons
• Format - The default panel format is as follows: After Prof. Treves introduces the panel, each 

speaker will have approximately 12-14 minutes for an individual presentation.  Then the remaining 
30 minutes of the panel will be for questions and discussion with the audience.  Prof. Treves, I 
want to emphasize that as the Chair of the session, you are warmly welcomed to modify this 
default format however you wish. 

• Coordination - I would kindly suggest that each speaker circulate to the group a brief description 
(2-3 sentences) about what they will cover in their remarks.  This will help avoid overlap and 
ensure coverage of the key issues.  This will also help Prof. Treves determine the appropriate 
speaker order.  

• Theme - As you know, the conference theme is the ocean commons.  As you prepare your 
remarks, please keep in mind the conference goals of identifying opportunities to improve current 
commons governance, share lessons learned, and delineate fields where commons management is 
inapplicable.  

• Presentations - If you will be using PPT, please submit your PPT presentation by email (to me at 
jdiamond@law.berkeley.edu) by 5pm on Wednesday, Sept 19.  We must have the presentations 
the night before in order to load onto the conference computer ahead of time.

Tullio Treves
Emeritus Milan State University, Former Judg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Tullio Treves-born 1942. 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in Italian Universities (Pavia, Sassari, Torino, Milan) 
1969-2012, now emeritus of the latter uUniversity. Member of the Italian Delegation to the 3d UN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Legal Adviser to the Italian Mission to the UN (1984-1992). Judge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1996-2011) currently judge ad hoc. Currently he is Senior 
International Law consultant with Curtis, Mallet-Prevost, Colt &Mosle and practices as an arbitrator and as 
an advocate before the ICJ and in the PCA,  Author of many books and articles on public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law of the sea,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settlement of disputes.  

Gwenaëlle Le Gurun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Gwenaëlle Le Gurun holds a PhD in Law from the University of Nantes (France) in 2000.  She is a Legal 
Officer at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ISA) since 2002, where she has served as secretary of the 
Finance Committee (FC), the Legal and Technical Commission (LTC) and the Council of the Authority.  Ms. 
Le Gurun has authored several publications in French and in English on the Law of the Sea.

Seokwoo Lee
Inha University Law School
Seokwoo Lee is 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Inha University Law School, Korea (2003-present). He was 
Chairman of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in Asia (DILA) (2012-2017). He is 
the Co-Editor-in-Chief of Asia-Pacific Journal of Ocean Law and Policy (APJOLP) and Asi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Asian YBIL), the Executive Editor of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KJICL), the Co-Series Editor of the book series entitled Maritime Cooperation in East 
Asia, and the Associate Editor of Brill Research Perspectives in the Law of the Sea, all published by Brill. 
He has authored more than 80 publications in English in addition to his more than 80 publications in 
Korean. His representative recent book publication in English is: The Making of International Law in Korea: 
From Colony to Asian Power (Brill/Nijhoff (2016)). He holds a D.Phil. (Oxford), LL.M.s (NYU, Minnesota, 

and Korea University), and LL.B. (Kore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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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ve Schofield
WMU-Sasakawa Global Ocean Institute, World Maritime University
Professor Clive Schofield is Head of Research at the Global Ocean Institute, World Maritime University in 
Malmö, Sweden and is a Visiting Professor with the Australian Centre for Ocean Resources and Security 
(ANCORS), University of Wollongong (UOW), Australia. He holds a PhD in Geography from the University 
of Durham, UK and an LLM in international law from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His research 
interests relate to international boundaries and particularly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nd marine 
jurisdictional issues. Clive is an Observer on the Advisory Board on the Law of the Sea (ABLOS) and i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s Committee on International Law and Sea Level Rise. He has 
provided advice to governments engaged in boundary negotiations and in dispute settlement cases befor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and recently served as an independent expert witness i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case between the Philippines and China. 

Leonardo Bernard
PhD Candidate, Australian National Centre for Ocean Research &Security, University of Wollongong
Leonardo Bernard was a Research Fellow with the Centre for International Law, Singapore. Leo has written 
extensively on the maritime disputes and on the application of historic rights under international law. His 
paper on ‘The Effect of Fisheries o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was awarded the Law of the Sea 
Institute (LOSI) Research Competition Award for Early Career Researchers in 2012. He has been invited to 
present his research on the South China Sea and maritime boundary disputes in the USA, Australia, Japan, 
South Korea and China.  Leo was also involved in the editing of the books ‘Beyond Territorial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Legal Framework for the Joint Development of Hydrocarbon Resources’ and ‘The 
South China Sea Disputes and the Law of the Sea’. He is currently a PhD candidate at the Australian 
National Centre for Ocean Resources and Security (ANCORS) at the University of Wollongong,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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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pproaches of the Polar Regions
• Format - The panel format is as follows: After Prof. Seokwoo Lee introduces the panel and the 

speakers, each speaker will have approximately 12 minutes for an individual presentation (except 
for Dr Seo, who has requested 5 minutes only).  Then the remaining 30 minutes of the panel 
will be for questions and discussion with the audience.  Seokwoo, please note that although this 
is the default format, as the Chair of the session you are welcome to modify it however you 
wish.  

• Coordination - I would suggest that each speaker circulate to the group a brief description (2-3 
sentences) about what they will cover in your remarks.  This will help avoid overlap and ensure 
coverage of the key issues.  This will also help Seokwoo determine the optimal speaker order.  

• Theme - As you know, the conference theme is the ocean commons.  As you prepare your 
remarks, please keep in mind the conference goals of identifying opportunities to improve current 
commons governance, sharing lessons learned, and delineating fields where commons management 
is inapplicable.  

• Presentations- If you will be using PPT, please submit your PPT presentation by email (to me at 
jdiamond@law.berkeley.edu) by 5pm on Wednesday, Sept 19.  We must have the presentations 
the night before in order to load onto the conference computer ahead of time. 

Seokwoo Lee, Panel Chair
Inha University Law School
Seokwoo Lee is 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Inha University Law School, Korea (2003-present). He was 
Chairman of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in Asia (DILA) (2012-2017). He is 
the Co-Editor-in-Chief of Asia-Pacific Journal of Ocean Law and Policy (APJOLP) and Asi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Asian YBIL), the Executive Editor of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KJICL), the Co-Series Editor of the book series entitled Maritime Cooperation in East 
Asia, and the Associate Editor of Brill Research Perspectives in the Law of the Sea, all published by Brill. 
He has authored more than 80 publications in English in addition to his more than 80 publications in 
Korean. His representative recent book publication in English is: The Making of International Law in Korea: 
From Colony to Asian Power (Brill/Nijhoff (2016)). He holds a D.Phil. (Oxford), LL.M.s (NYU, Minnesota, 

and Korea University), and LL.B. (Korea University).

Karen N. Scott, Speaker
University of Canterbury, New Zealand
Karen N Scott is a Professor of Law at the University of Canterbury in New Zealand, having previously 
taught at the University of Nottingham in the UK.  She was the Head of the School of Law (2015 – 2018), 
Vice-President of the Australian and New Zealand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ANZSIL) (2011 – 2016) and 
the General Editor of the New Zealand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2009 to 2012).  She researches and 
teaches in the area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law of the sea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has 
published over 50 journal articles and book chapters in these areas. Karen is the co-editor of Donald R. 
Rothwell, Alex Oude Elferink, Karen N. Scott and Tim Stephens (eds), Oxford Handbook on the Law of the 
Sea (Oxford, OUP, 2015, paperback edition, 2017).  She is currently co-editor (with Professor David 
VanderZwaag) of the Edward Elgar Research Handbook on Polar Law. 

Brian Israel, Speaker
Planetary Resources &Commons Counsel
Brian Israel is General Counsel of Planetary Resources and Founder of Commons Counsel.  From 2009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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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Brian served in the U.S. Department of State's Office of the Legal Adviser, where he was the 
principal attorney responsible for the Arctic, Antarctica, outer space, the continental shelf, and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In that capacity Brian served as Co-Chair of the Arctic Council's Task 
Force on Arctic Marine Cooperation (2015-2017), as head of the United States Delegation to several Arctic 
Council Task Forces, and as the U.S. Representative to the Legal Subcommittee of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2012-2016).

Young Kil Park, Speaker
Korea Maritime Institute / University of Rhode Island / Naval War College (visiting 
scholar)
Dr. Young Kil Park, a Senior Researcher at Korea Maritime Institute (KMI), is currently a visiting scholar at 
RI Transportation Research Center, University of Rhode Island and Stockton Center for International Law, 
Naval War College. He served as Heads for Polar Policy Research Center and Maritime Territory Research 
Center at the KMI. His academic interests cover the law of the sea, maritime security, and Arctic 
governance. Joint research theme at the URI and the NWC is related to maritime transportation with respect 
to national security in international law.  

Hyunkyo Seo, Special Commentary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Dr. Hyunkyo Seo is a polar policy researcher and adviser at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KOPRI). he has 
contributed to many governmental Polar initiatives/activities, for instance, the work to obtain observer status 
in the Arctic Council since 2007, participating in Arctic Council’s working group and TF (EBM, SDWG, 
TFAMC etc.) and at ATCM.  He has had also academic and field leadership experience, having been a 
Visiting Research Associate at the United Nations University/Institute for Advanced Studies (UNU/IAS) in 
Tokyo in 2000~2001, and being the Second in Chief among the overwintering staff at the Antarctic King 
Sejong Station in 2014, and KOPRI-NPI polar research collaboration centre at Tromso in 2016 etc.  
Previously, he was served as a newspaper reporter on science and education for more than six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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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Fish as a Common Resource
• Format - The default panel format is as follows: After Prof. Mike Gerrard introduces the panel, 

each speaker will have approximately 12-14 minutes for an individual presentation.  Then the 
remaining 30 minutes of the panel will be for questions and discussion with the audience.  
Mike, I want to emphasize that as the Chair of the session, you are welcome to modify this 
default format however you wish. 

• Coordination - I would kindly suggest that each speaker circulate to the group a brief description 
(2-3 sentences) about what they will cover in their remarks.  This will help avoid overlap and 
ensure coverage of the key issues.  This will also help Mike determine the appropriate speaker 
order.  

• Theme - As you know, the conference theme is the ocean commons.  As you prepare your 
remarks, please keep in mind the conference goals of identifying opportunities to improve current 
commons governance, share lessons learned, and delineate fields where commons management is 
inapplicable.  

• Presentations - If you will be using PPT, please submit your PPT presentation by email (to me 
at jdiamond@law.berkeley.edu) by 5pm on Wednesday, Sept 19.  We must have the presentations 
the night before in order to load onto the conference computer ahead of time.

Michael Gerrard
Sabin Center at Columbia University
Michael B. Gerrard, Andrew Sabin Professor of Professional Practice at Columbia Law School, teaches 
courses on environmental law, climate change law, and energy regulation, and is director of the Sabin Center 
for Climate Change Law. He also chairs the faculty of Columbia University’s Earth Institute. From 1979 
through 2008, he practiced environmental law in New York, most recently as partner in charge of the New 
York office of the firm now known as Arnold &Porter Kaye Scholer. Gerrard has taught courses at Yale 
School of Forestry and Environmental Studies and New York University Law School; as a visiting professor 
at Universite Paris 1 Panteon-Sorbonne; and as visiting distinguished scholar at Vermont Law School. He has 
also lectured on environmental law in Great Britain, France, the Netherlands, Denmark, Norway, Spain, Italy, 
Vatican City, Malta, Israel, China, Taiwan, India, Japan, Chile, Brazil, The Marshall Islands, Canada, and the 
U.S.

Lorna Inniss
United Nations Environment
Executive Secretary of UN Environment's Cartagena Convention, Lorna Inniss has been working on oceans 
and coastal issues for the past 26 years, having served as the Director of the Coastal Zone Management Unit 
in Barbados; she was elected as the Chair of the Intergovernmental Coordination Group for the Caribbean 
Tsunami and Coastal Hazards Warning System for the Caribbean and Adjacent Regions. She functioned as 
the Joint Coordinator of the Group of Experts, appoin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to deliver the first 
World Ocean Assessment.

David VanderZwaag
Marine &Environmental Law Institute, Dalhousie University
David VanderZwaag is Professor of Law and Canada Research Chair in Ocean Law and Governance at the 
Marine &Environmental Law Institute, Schulich School of Law, Dalhousie University. He is a Member of the 
IUCN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al Law (WCEL) and was co-chair of WCEL's Specialist Group on 
Oceans, Coasts and Coral Reefs (2004-2017). He has published over 150 papers in the marin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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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law field. His most recent co-edited book publications include: Aquaculture Law and 
Policy:Global, Regional and National Perspectives (Edward Elgar 2016); Routledge Handbook of National and 
Regional Ocean Policies (Routledge 2015); and Polar Oceans in an Era of Environmental Change (Edward 
Elgar 2014)).

Katrina M. Wyman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Katrina M. Wyman is the Sarah Herring Sorin Professor of Law at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She teaches classes related to property, environmental and natural resources law.  She has published articles 
on fisheries regulation in the U.S. and internationally, including property rights approaches to regulating 
fisheries.  This semester she is involved in a clinic that places law students in the missions of small island 

states at the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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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al Approaches to Managing a Commons
• Format - The default panel format is as follows: After Bill Eichbaum introduces the panel, each 

speaker will have approximately 12-14 minutes for an individual presentation.  Then the remaining 
30 minutes of the panel will be for questions and discussion with the audience.  Bill, I want to 
emphasize that as the Chair of the session, you are welcome to modify this default format 
however you wish. 

• Coordination - I would kindly suggest that each speaker circulate to the group a brief description 
(2-3 sentences) about what they will cover in their remarks.  This will help avoid overlap and 
ensure coverage of the key issues.  This will also help Bill determine the appropriate speaker 
order.  

• Theme - As you know, the conference theme is the ocean commons.  As you prepare your 
remarks, please keep in mind the conference goals of identifying opportunities to improve current 
commons governance, share lessons learned, and delineate fields where commons management is 
inapplicable.  

• Presentations - If you will be using PPT, please submit your PPT presentation by email (to me 

at jdiamond@law.berkeley.edu) by 5pm on Wednesday, Sept 19.  We must have the presentations 

the night before in order to load onto the conference computer ahead of time.  

William Eichbaum
World Wildlife Fund
Bill Eichbaum has packed a dozen lifetimes' worth of accomplishments into his career as an environmental 
advocate. In the 1970s, he helped organize the first Earth Day. In the 1980s, he played a key role in the 
creation of the Chesapeake Bay Program. Before joining WWF in 1989, Bill served as Massachusetts' 
Undersecretary of Environmental Affairs - one of many positions held during his twenty years of public 
service. While working on environmental affairs for the state of Maryland, Bill spearheaded legislation for 
the Clean Water Act authorizing the creation of a national estuary restoration program. His experiences trying 
to restore the Chesapeake Bay ultimately led him to WWF. Now, as WWF's ultimate advocate for the sea, 
he is working to end destructive fishing practices, reduce pollution and establish a network of effectively 
managed, ecologically representative marine protected areas covering at least 10% of the world's seas.

Gabriele Goettsche-Wanli
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Office of Legal Affairs, United 
Nations
Gabriele Goettsche-Wanli has been working in the field of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for most of 
her career at the United Nations, and since August 2013 in the capacity of Director of the 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Office of Legal Affairs. Prior to her current position, she held the 
position of Chief of the Treaty Section, Office of Legal Affairs, for three years. Before that she had been 
working in the 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for 23 years, including as Deputy 
Director. Ms. Goettsche-Wanli is an alumni of the National University of Ireland, Galway, and of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Seline Trevisanut
Utrecht University School of Law
Seline Trevisanut is 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and Sustainability at Utrecht University School of Law, 
and Senior Research Associate at the Netherlands Institute for the Law of the Sea (NILOS). She is curr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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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al Investigator of the ERC Starting Grant Project ‘Accommodating New Interests at Sea: Legal Tools 
for Sustainable Ocean Governance’ (SustainableOcean, 2015-2020).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general 
international law, law of the sea,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international economic law.

David Freeston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Sargasso Sea Commission
Professor David Freestone is a Professorial Lecturer and Visiting Scholar a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Washington D.C. He is Co-rapporteur of the ILA Committee on Sea level Rise and 
International Law and the Executive Secretary of the Sargasso Sea Commission. He is founding Editor of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now in its 33th year).  From 1996-2008 he worked at the 
World Bank in Washington DC, retiring in 2008 as Deputy General Counsel/Senior Adviser. He is the 2007 
Winner of the Elizabeth Haub Gold Medal for Environment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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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Scientific Research Supporting Commons Governance
• Format - The default panel format is as follows: After Sherry Broder introduces the panel, each 

speaker will have approximately 12-14 minutes for an individual presentation.  Then the remaining 
30 minutes of the panel will be for questions and discussion with the audience.  Sherry, I want to 
emphasize that as the Chair of the session, you are welcome to modify this default format 
however you wish. 

• Coordination - I would kindly suggest that each speaker circulate to the group a brief description 
(2-3 sentences) about what they will cover in their remarks.  This will help avoid overlap and 
ensure coverage of the key issues.  This will also help Sherry determine the appropriate speaker 
order.  

• Theme - As you know, the conference theme is the ocean commons.  As you prepare your 
remarks, please keep in mind the conference goals of identifying opportunities to improve current 
commons governance, share lessons learned, and delineate fields where commons management is 
inapplicable.  

• Presentations - If you will be using PPT, please submit your PPT presentation by email (to me 
at jdiamond@law.berkeley.edu) by 5pm on Thursday, Sept 20.  We must have the presentations 
the night before in order to load onto the conference computer ahead of time. 

Sherry Broder
East-West Center and Richardson Law School
Sherry Broder concentrates in complex civil litigation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teaches International 
and Ocean Law. She served as President, Hawai`i State and Federal Bar  Federal Bar Associations. She was 
awarded the 2015 ABA Solo and Small Firm Lifetime Achievement Award. Recent publications: The LOSI 
in Hawai`i: Ocean Law and Policy Debates, 1977-96, The 50-year Legacy and Emerging Issues for the Years 
Ahead, Scheiber, Oral and Kwon (2016); International Governance of Ocean Fertilization, Ocean Law and 
Policy: 20 Years Under UNCLOS, Scheiber, Esposito, Kraska and Kwon (2016); Ocean Iron Fertilization and 
the Challenges for International Regulatory Action, Regions, Institutions, and Law of the Ea: Studies in 
Ocean Governance, Scheiber, Paik (2013); Governing Ocean Resources, a Tribute to Judge Choon-Ho Park, 
Van Dyke, Broder, Lee, Paik (2013);  Shipping Industry and the Imperative to Reduce Its Air Pollution and 
Black Carbon Emissions, The Regulation of International Shipping (2012), Chircop, et al.  

Nilufer Oral
Istanbul Bilgi University /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Nilufer Oral is a member of the law faculty at Istanbul Bilgi University.  She is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and a Distinguished Fellow of LOSI  at Berkeley Law. She was  a 
legal advisor to the Turkish Foreign Ministry on matters related to the  law of the sea and climate change.  
 She is a member of the IUCN WCEL Steering Committee and Chair Emeritus of the IUCN Specialist 
Group on Oceans, Coasts and Coral Reefs. Dr. Oral has lectured on law of the sea at the United Nations 
Regional Courses in International Law in Africa and Asia, and  was a Distinguished Speaker at the  Centre 
for International Law,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She also lectured at the Rhodes Academy on the the 
Law of the Sea.   Dr. Oral is the Series Editor for the International Straits of the World publications (Brill).

Neil Davies
UC Berkeley - Gump South Pacific Research Station
Neil Davies is Director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s Gump South Pacific Research Station on Moorea 
(French Polynesia), which hosts the only coral reef site in the U.S. National Science Foundation’s Long-Term 



     해양경제영역 확장을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사업(2018)

152  

Ecological Research (LTER) network. As a Senior Fellow at the Berkeley Institute for Data Science, his 
research addresses social-ecological systems from genes to satellites, building the collective intelligence 
needed for a flourishing planet. As co-founder of the Island Digital Ecosystem Avatar (IDEA) Consortium, he 
develops Polynesian islands, and their massive Exclusive Economic Zones, as model systems for sustainability 
science. Davies graduated in Zoology from the University of Oxford and has a PhD in Genetics from 
University College London. He serves on the boards of the Western Association of Marine Laboratories, the 
Genomic Standards Consortium, and Tetiaroa Society. He is co-author of the book “Biocode: The New Age 
of Genomics”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Seung Shin
University of Rhode Island
Seung Kyoon Shin is an Associate Professor of Information Systems in the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at the University of Rhode Island. Prior to joining academia, he worked in IT industry as a 
software specialist, IS project manager, and system integration consultant His research has appeared in 
journals such as Information and Management, Communications of the ACM,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IEEE Transactions on Engineering Management, Decision Support Systems, and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on and Operation Management among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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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Biodiversity as a Common Resource
• Format - The default panel format is as follows: After Kristina introduces the panel, each speaker 

will have approximately 12-14 minutes for an individual presentation.  Then the remaining 30 
minutes of the panel will be for questions and discussion with the audience.  Kristina, I want to 
emphasize that as the Chair of the session, you are welcome to modify this default format 
however you wish. 

• Coordination - I would kindly suggest that each speaker circulate to the group a brief description 
(2-3 sentences) about what they will cover in their remarks.  This will help avoid overlap and 
ensure coverage of the key issues.  This will also help Kristina determine the appropriate speaker 
order.  

• Theme - As you know, the conference theme is the ocean commons.  As you prepare your 
remarks, please keep in mind the conference goals of identifying opportunities to improve current 
commons governance, share lessons learned, and delineate fields where commons management is 
inapplicable.  

• Presentations - If you will be using PPT, please submit your PPT presentation by email (to me 

at  jdiamond@law.berkeley.edu) by 5pm on Thursday, Sept 20.  We must have the presentations 

the night before in order to load onto the conference computer ahead of time. 

Kristina M. Gjerd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Middlebu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Kristina M. Gjerde J.D. is the Senior High Seas Advisor to IUCN’s Global Marine and Polar Programme 
and adjunct professor at the Middlebu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at Monterey, California. Kristina 
received her Juris Doctor from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with a focus on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law.  For almost 30 years, Kristina has worked on the progressive development of public 
international law relating to the marine environment, with a growing focus since 2003 on the high seas and 
international seabed Area. In addition to leading IUCN’s delegation at numerous international ocean meetings, 
Kristina sits on the board of several scientific initiatives and has authored or co-authored more than 100 
publications.

Cymie Payne
Rutgers University
Cymie Payne is Associate Professor at Rutgers University in New Jersey. She has appeared as counsel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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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패절 발표 및 토론 내용 (요약문-영문)

Panel 1: The Seabed Commons 

1. Introduction

Under UNCLOS, the majority of the ocean floor remains is free from costal States’ 
jurisdictional claims as part of territorial seas, exclusive economic zones (EEZ), or extended 
continental shelves (ECS). The portion of the ocean floor that is beyond all national 
jurisdiction is known as “the Area.” Article 136 preserves the Area and its resources as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CHM), meaning it can be exclusively for peaceful purposes, 
for the common benefit of all nations, and for both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Although 
it would seem that the CHM principle requires the conservation and preservation of the 
Area’s natural resources, the seabed commons has largely been conceived of and managed 
under an exploitive and extractive framework.

Mineral deposits were first discovered on the ocean floor in the 1860s. Since then, 
we have only managed to explore about 5% of the ocean floor. While gaps in our 
knowledge and exceed our understand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proceeded to 
extract from the economically lucrative resources about which we are still learning. 
Commercial interests in the seabed revolve around three types of marine mineral deposits: 
polymetallic nodules, polymetallic sulfides, and cobalt-rich ferromanganese crusts. The only 
mechanisms we have developed for managing the resources of the seabed commons is a 
seabed mining regime. 

2. ISA Managemen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decided to manage the resources of the Area by 
vesting power in a single autonomous international institution,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ISA). Since becoming fully operation in 1996, the ISA has attempted to 
administer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State signatories to UNCLOS agreed that that 
every country is vested with rights to access the Area, that the Area’s resources should be 
open to exploitation and other peaceful uses. The ISA itself does not hold any rights, but is 
responsible for overseeing how States exercise their rights to explore and exploit the 
commons of the seabed via a contracting system. At the time the regime was conceiv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ly seriously contemplated a few mineral resources for exploitation, 
so the ISA’s authority is largely confined to the above-mentioned minerals. 

Under the contracting system, States, extractive companies, and research organizations 
can contract with the ISA to explore or exploit areas of the seabed. This has is largely 
“extract first” method, since we are still largely developing our understanding of the ocean 
and seabed. In the years since the ISA began to operate, the connection between the seabed 
minerals and the water column has become better understood. So, although the ISA i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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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owered to administer the resources of the water column, we now know its administration 
of seabed minerals necessarily impacts other ocean systems. 

Eventually, the ISA saw that certain parts of the Area need to be managed 
differently within the commons because of the potentially fragile and unique ecosystems. In 
2011, the ISA started a plan to establish nine areas of particular environmental interest 
(APEI) in the Clarion-Clipperton Zone, an abyssal plain as wide as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in the Pacific Ocean, to protect the biodiversity, ecosystem structure, and functioning 
of the areas from the impacts of seabed mining. In doing so, it has shifted its approach to 
managing part of the seabed commons from an “extract first” method to a “learn as you 
go,” and has adopted a modified management of the APEIs. Contractors interested in those 
areas can obtain exploration licenses to assess the potential for mineral exploitation, but as 
part of their contracts, must collect certain datum and, in a feedback loop, give that data to 
the ISA for collection and aggregation. The ISA has not yet allowed contractors to conduct 
exploitation activities in these areas, but the APEI system is ultimately part of the mining 
framework under which the ISA operates. 

The novelty in the APEIs and modified management is that the ISA has used a 
mining framework and contractors to create new partnerships for data gather, research, and 
resource management. The sheer vastness of the seabed commons and numerous remaining 
gaps in our scientific knowledge of the seabed’s ecosystem demand more partnerships to be 
able to manage the resources of this commons, both living and nonliving, in an equitable 
way. It has yet to be seen how fruitful these partnerships will be and who effective the 
APEI designation and management strategy is effective for informing subsequent resource 
management. In six of the nine APEIs, contractors have already collected data, but three 
areas have yet to be explored under contract.

The ISA continues to face multiple challenges in implementing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The first is developing a comprehensive legal framework for exploiting mineral 
resources in the Area, which requires the ISA to set out equitable criteria to share benefits 
derived from all activities in the Area among UNCLOS State signatories. Although benefits 
may have traditionally been conceived of as economic benefits, there is a growing awareness 
that the ISA needs to consider non-economic benefits as well, such as the scientific benefits 
of data collection and research conducted in the Area, and potentially the benefits of 
ecosystem services. 

The second major challenge facing the ISA is implementing an environmental 
management strategy that States will accept. Although a shift toward a “learn as you go” 
approach regarding extraction is preferable to “extract first” from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side, commercial interests demand continued access to the resources of the 
seabed commons before a full survey of the ocean floor takes place. Whatever approach the 
ISA adopts must allow it to measure the impacts of mining so that the ISA can learn from 
the extractive activities as they happen. 

The third major challenge is addressing current knowledge gaps so that the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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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is indeed implemented. In order for the benefits of the 
ISA’s learning to reach sovereign governments, multilateral institutions, private commercial 
industry, and scientific community, it needs to ensure these parties have access to the data 
that is gathered by contractors. Without a robust database management strategy, the value of 
the wealth of information collected will be greatly diminished. 

The fourth challenge of the ISA is achieving full participation of relevant actors in 
its processes. Administering the common resources of the seabed is costly, and the ISA has 
yet fully been able to equally distribute the costs and benefits. Increasing partnerships with 
sovereigns, institutions, and contractors reduces costs and can help ensure that the 
management regime is equitable. Conflicts will arise over competing activities and interests 
on the seabed commons. The ISA therefore needs to develop cooperation between different 
actors so that it can address those conflicts in a sensible, equitable, and sustainable way.

3. Limits of the Commons

Underlying each of the challenges to the ISA’s ability to implement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are the limits of the commons, both the geographic limits and 
conceptual limit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yet to establish precise limits for what is 
included and excluded from the Area, putting a large wrinkle in governing these commons. 
Article 1 of UNCLOS defines the Area “the seabed and ocean floor and subsoil thereof, 
beyond the limits of national jurisdiction” making our globally shared resources limited by 
individual actions and claims of coastal States. UNCLOS defines different types of national 
jurisdictional authority at different distances from States’ coasts, including the exclusive 
economic zone, the continental shelf, and at times, the extended continental shelf. Although 
coastal states are obligated by Article 75 of UNCLOS to submit charts and coordinates 
defining the outer limits of their EEZs to the UN Secretary-General, only 32 have done so 
to date. This presents challenges for the ISA in administering the resources of the Area if it 
lacks clear delineations of jurisdictional limits. Coastal States also employ different 
methodologies for defining their territorial sea baselines, adding to the uncertainty of the 
limits of the commons. Whether they chose to adopt traditional or straight baselines can 
result in a claim to a larger area of the seabed in their EEZ, a reduced physical area of the 
Area, and encroachment on the area under the ISA’s administration.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CLCS or Commission) and 
its role in defining States extended continental shelves (ECS) also impacts the ISA’s 
administration of the seabed commons. Under Article 76 of UNCLOS, coastal States must 
submit information to the CLCS about any claims to an ECS. Article 76 has arguably 
incentivized a “seabed grab” by States, as over 100 have made submissions to the Commission-many 
more than originally contemplated by the State parties to the Convention. Although the 
CLCS was established to ensure that enough of the seabed was protected from encroachment 
by coastal States and reserved for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in practice it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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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ouraged many states to pursue claims to larger swaths of the seabed. 
UNCLOS poses additional restraints on the ISA’s ability to protect the commons 

from such encroachment. First, the ISA lacks standing to challenge the CLCS’s 
determinations regarding States’ extended continental shelves. Second, if coastal states are 
embroiled in any kind of territorial dispute, the Commission may not consider those States’ 
ECS submissions under Annex 5 to the Convention. The ISA therefore will not know how 
far a State’s jurisdiction reaches until the territorial dispute is settled and the State makes 
submissions to the CLCS. This, together with the lack of submissions to the UN 
Secretary-General regarding States’ EEZs leaves the ISA without clear delineations of the 
limits of the commons, making it difficult to manage.    

The world may also be entering into a new phase of commons management for 
extractive activities beyond coastal States’ EEZs. Already 21 states have issued oil and gas 
leases licenses that straddle or are entirely beyond their 200 nautical mile EEZ limits, in the 
area that has been understood as the seabed commons. States have yet had to distribute the 
benefits of those extractive activities, but may have to do so pursuant to Article 82 of 
UNCLOS. Article 82 requires coastal States exploiting non-living resources beyond the EEZ 
but within their extended continental shelf to “make payments or contributions in kind” 
proportionally to the benefits they derive from their exploitation. Implementation of Article 
82 and the ability to spread the wealth of the commons, however, is largely limited by 
ambiguities and uncertainties in the article itself. First, Article 82 gives no definitions of the 
following key terms: resource, all production, value, volume, site, payments, contributions in 
kind, and annually. Second, payments or contributions are supposed to be managed and 
distributed by the ISA, but there are no definitive answers about how such a system should 
be organized and what the ISA’s role appropriately encompasses. Third, there is ongoing 
debate about whether coastal states or lease contractors should bear the costs of such 
payments or contributions. 

Canada may offer a test case for implementing Article 82. In soliciting bids from 
contractors for exploiting resources in beyond Canada’s EEZ but within its ECS (which not 
yet finalized by the CLCS), Canada explicitly indicated that “additional terms and conditions 
may be applied” to leases “in order to meet obligations arising pursuant to article 82” of 
UNCLOS. This leaves open the ability to shift any potential royalty or payment burden onto 
the contractor. Canada’s experience has also resulted disagreement between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provincial government of regarding which entity is responsible for giving 
payments or contributions to the rest of the world for the privilege of exploiting the 
commons. 

4. Lessons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is even further along than Canada in implementing a comprehensive 
domestic legal framework to govern the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living and non-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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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in its extended continental shelf and the Area. This has been motivated in part by 
the ISA increasingly viewing the establishment of domestic law governing deep seabed 
activities as a precondition to granting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contracts in the Area. By 
passing domestic legislation, Korea is therefore continuing to promote marine enterprise 
technological development for commercial endeavors in the area. 

South Korea’s Law on Exploration for and Exploitation of Resources in the Deep 
Seabed Area attempts to incorporate the principles governing the commons set forth in 
UNCLOS particularly, Article 82’s profit sharing requirements, Article 139 regarding State 
responsibility and liability for activities in the Area, and Article 153(4)’s duty for States to 
assist the ISA by taking all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entities undertaking activities 
in the Area comply with ISA requirements. 

In this way, the law shifts South Korea’s deep seabed legal framework from 
exploitation to more comprehensive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scope of 
law is beyond Korea’s EEZ and ECS by including activities in the Area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so any entity contracting with the ISA in the Area must comply with the law’s 
obligations. It also puts forth the State’s obligations, including the duty to take measures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and the duty to implement an emergency action plan in the 
event a contractor causes severe damage to the marine environment. The law also imposes 
procedural requirements on entities conducting activities in the Area; entities in the 
prospecting phase must comply with notification requirements, while those in the exploration 
or exploitation phase must obtain permits and submit plans regarding their activities. 

The domestic legislation also directly strengthens the ISA’s authority and ability to 
govern the ocean commons. Under the law, Korean entities wishing to conduct activities in 
the Area must obtain permits from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also contract 
with the ISA in accordance with UNCLOS. In this way, Korea’s legislation explicitly 
acknowledges the ISA’s primacy in governing the ocean commons. The law further supports 
the ISA’s management by establishing a professional enterprise group to support activities in 
the Area and empowers the group to carry out the government’s mandate related to activities 
in the Area. 

In the years to come, we will see how effectively South Korea enforces UNCLOS’s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on Korean entities through its domestic legislation. It aims to 
set forth concrete procedures to support Korean activities in the Area, to support investment 
and innov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via training and information sharing, and to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Whether other States follow in Korea’s footsteps or adopt 
alternative domestic legislation, we are likely to see States try to satisfy the ISA’s growing 
demand for domestic legislation as a pre-requisite for conducting activities in the Area. 

5. Discussion 

The discussion following the panel highlighted that during the negation of UNC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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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ea was not contemplated as the residual leftovers of States’ claims, but rather an 
important place that embodied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one of the drivers of the 
Convention. In fact, the idea that a State would be entitled to 200 nautical miles of 
exclusive economic territory was seen as radical at the negotiations, as many people thought 
such large swaths of the ocean should be reserved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lthough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was established to be the guardian 
of the CHM, most commissioners come from and are funded by States that have an interest 
in broad expansion into the Continental shelf. This has driven a shift in the Commission’s 
behavior, from guarding the Area from States’ claims to encouraging States to claim larger 
swaths.  

There was further discussion of the complications of implementing Article 82, which 
calls for the equal distribution of benefits from activities in the Area. The ISA has already 
conducted research to clarify and understand where the most important ambiguities of the 
Article lie. It originally contemplated developing a model contract with costal States to 
provide uniformity acros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garding terms and benefit-sharing 
mechanisms. But individual countries may need more complicated or exacting terms for 
benefit-sharing depending on their domestic legal traditions and current government structure. 
The debate is still ongoing regarding how the ISA can administer the sharing of benefits, 
both cash payments and payments in kind, and exactly what its role should be. 

Lastly, it was pointed out that although the ISA does not have clear spatial 
definitions of the Area because of the lack of submissions to the UN Secretary General and 
the slowness of the Commission in processing States’ submissions, this is less of an 
impediment on the ISA’s governance than it would seem. Most of the activities conducted 
by contractors are well within the Area, and not close to the margins of States’ EEZs or 
ECS. This may change with time, but for now,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ambiguous 
jurisdictional lines are minimal.

Panel 2: The Approaches of the Polar Regions 
 

1. Intro:

To much of the world, the Polar Regions are seen as similarly frigid regions, glacier 
dominated landscapes, inhabited only by the most resilient creatures and scientists, that sit on 
opposite sides of the world. However, the way each are governed is incredibly different. The 
dry continent of Antarctica is international territory, governed under by the Antarctic Treaty 
and a myriad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frameworks. 

The Arctic, by contrast, is dominated by the claims of only eight arctic countries 
comprising the Arctic Council: Canada, the Kingdom of Denmark, Finland, Iceland, Norway, 
the Russian Federation, Sweden and the United States. These States claim exclusive 
sovereign rights in their territorial seas, EEZs and dominate the waters and ice throug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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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ctic circle. Six organizations representing Arctic indigenous peoples are also Permanent 
Participants in the Arctic Council, enabling the active participation and full consultation of 
Arctic indigenous peoples within the Council. Lastly, non-Arctic States, inter-governmental, 
inter-parliamentary, regional, and glob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can participate as 
Arctic Council Observers with the permission of the Council, primarily engaging in the 
Council’s six Working Groups. 

Climate change is also impacting regional governance in vastly different ways. 
Whereas in the Antarctic, melting glaciers and sea ice is perceived as a global threat to 
low-lying, costal populations, in the Arctic, some are keen to see ice break up. While the 
environmental impacts will be devastating to local and far-off ecosystems, as Arctic sea ice 
melts, Arctic and non-Arctic States see economic opportunities opening. The possibility of 
opened seaway passages and newly accessible fossil fuel resources is driving research and 
investment in the Arctic. 

2. Governing the Ocean Commons: Lessons from the Antarctic

The idea of the “commons” in the Antarctic is contested and largely depends on an 
State’s vantagepoint. States of the Sub-Antarctic have uncontested jurisdiction over some 
Antarctic waters, but still must comply with international agreements. The ocean off of 
Antarctica is subject to contested jurisdiction, with seven States staking national jurisdictional 
claims and the rest of the world understanding the waters as the commons. Under the 1959 
Antarctic Treaty (AT), all State parties have collective jurisdiction over parts of the ocean 
for select purposes. Lastly, the ocean can also be viewed as a commons in the classic sense, 
owned by none and open to all.

Use of the Antarctic ocean and its resources is governed by a “regime complex,” 
partially overlapping and non-hierarchical institutions that continually affect each other’s 
operations. This complicated web of instruments dating back to the 1950s presents four 
thematic areas where the complex has been particularly successful, or where it has fallen 
short, and can offer lessons for other types of commons governance. 

First, with regard to transparency and open inspection, the Antarctic Treaty has been 
largely successful at encouraging States to self-report on their scientific expeditions and 
activities and military presence. In contrast, the AT’s provision allowing consultative parties 
to designate observers to inspect all Antarctic areas at any time has been less successful. 
There has been a decreasing number of inspections in recent years, and inspections, which 
were intended to monitor military activities, have taken on a more environmental focus. 

Second, the AT and the 1991 Environmental Protocol have been very successful at 
encouraging freedom of scientific research and the dissemination of such research. This is in 
part because under the various parts of the regime complex governing the Antarctic, science 
has been used as a currency for cooperation between States. Bioprospecting, the process of 
searching for, discovering, and commercializing new products based on plant and a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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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has presented challenges. States have failed to comply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the AT to share this type of scientific research. 

Third, instruments of the regime complex have attempted to implement ecosystem 
and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by committing States to protecting the Antarctic 
environment and designating the region as a natural reserve. The 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was one of the first instruments to define 
an ecosystem, and required States to consider and protect related species and ecosystems in 
their harvesting activities. While it is fairly comprehensive, the instruments fail to provide 
for 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do not address one of the greatest threats to 
the region’s common resources: climate change. Although the Ross Sea Marine Protected 
Area appears to have been more successful at implementing an ecosystem approach to 
resource management, there has been a perverse behavioural response: more ships have 
applied to fish in the area since its implementation so that demand to extract resources has 
increased since protections and regulations have been put in place. 

The fourth and final lesson from the Antarctic is that navigating a regime complex 
governing a large commons is challenging and requires periodic review and adjustments. In 
order for the instruments to be effective, they have to acknowledge their overlapping 
responsibilities, objectives, and obligations. States must also contemplate how new international 
instruments, such as the forthcoming UN Agreement on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will interact with the existing regime. 

3. Toward an Ecosystem Approach to The Arctic Marine Environment

In stark contrast to the Antarctic, the use of the Arctic region’s resources is 
governed by a few sovereign nations and a singular international institution, the Arctic 
Council (AC), whose membership includes only Canada, the Kingdom of Denmark, Finland, 
Iceland, Norway, the Russian Federation, Sweden, and the United States. The AC notably 
lacks the ability to adopt legally binding instruments. The territorial claims of the arctic 
littoral States completely enclose the Arctic Sea, making it hard to give effect to the concept 
of the global commons in the region. 

Activity in any given corner of the Arctic Sea impacts other parts of the sea, giving 
rise to the pressing need for the Arctic Council to adopt an ecosystem approach to the 
Arctic marine environment. Unfortunately, the current institutional arrangements have not 
facilitated that goal. Despite the fact that the 18 large marine ecosystems of the arctic 
transcend the jurisdictions of multiple States, States are able to act independently without 
coordination. 

In 2017, the Arctic Council published a Report of Ministers: Task Force on Arctic 
Marine Cooperation, after two years of inward and outward study and review. The mandate 
from AC ministers was to assess the needs of the uses of the seas. States and other 
stakeholders were consulted, bringing their unique positions and interests to light. Ther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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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ly agreement regarding parties’ desired functions and uses of the seas. But unfortunately, 
consensus fractures over form and how to achieve those use goals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Perhaps the strongest barrier to cooperation in the region is States’ reluctance to 
concede any of their national territory to management by some international body. The most 
palatable, but much less robust form of cooperation appears to be increased information and 
knowledge sharing so that national managers have can make better decisions within their 
jurisdictional control. 

To date, working groups have proven to be effective in suggesting measures States 
should take toward ecosystem management, but States have largely curtailed the 
recommendations so as not to commit themselves. The United States has also proposed an 
assembly of senior marine officials that would sit above the working groups and carry out 
the work of the groups. This assembly would then provide iterative feedback and be able to 
follow through on the working groups’ recommendations. This has not been adopted by the 
Arctic Council, but may be a jumping point for a method of more effective joint 
management.

4. Climate Change and Arctic Governance - Northeast Asian Perspective

There is a growing interest of non-Arctic States in Arctic governance, particularly 
amongst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of China, Japan, and South Korea. Although the AC 
countries do not appear to want to deconsolidate their power by making the AC responsible 
to other organizations, it has been moving toward a more cooperative approach with regard 
to non-Arctic entities. In 2014, for example, the Arctic Economic Council was established as 
a body made up of entities that have an economic interest in the Arctic, such as indigenous 
groups and even private companies. The AC also worked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to develop the Polar Code, which was adopted in 2015 
and entered into force in 2017, to promote safe shipping to prevent negative environmental 
impacts in the Arctic. The five littoral Arctic Council States also signed a treaty with the 
EU, Iceland, China, Japan, Korea to prevent unregulated commercial fishing in the Arctic 
high seas at the beginning of 2018. This increasing involvement of non-Arctic Asian States 
corresponds with increasing economic, scientific, and environmental interests in the Arctic 
region. 

China has been demonstrating a growing ambition to insert itself into Arctic policy 
decision making. It is most concerned with economic interests in the region. Specifically, 
China hopes to develop a “Polar Silk Road,” or Arctic shipping routes, is participating in oil 
and gas exploitation. For China, the Arctic can help it reduce its reliance on energy resources 
from the middle east, which will increase its energy security. An Arctic Silk Road would 
have great economic implications as well, because it could be up to 35% shorter than traditional 
maritime routes. China is incrementally expanding its involvements in Arctic affairs through 
bilateral agreements and will continue to try to expand its role in Arctic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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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s interest in Arctic governance are mainly tied to economic and scientific 
activities. Japan’s Headquarters for Ocean Policy released the country’s Arctic Policy in 
2015. Similar to China, Japan sees opportunity to use the Arctic ocean for faster more 
efficient shipping routes. It is keen on increasing its scientific research in the area in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South Korea has developed a much more robust Arctic Policy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n July 2018. South Korea aims to become a leader in the 
Arctic by promoting economic endeavors in the Arctic, expanding its participation in Arctic 
governance to elevate its international profile, and by enhancing its ability to respond to 
Arctic issues within the international governance context. Already it has strengthened 
economic relationships with Russia and plans on building “bridges” between Russian and 
South Korea transport a variety of goods and strengthen energy and transport infrastructure. 
The Korean Polar Research Institute is integral for Korea’s expansion of scientific and 
research cooperation in the Arctic. Its efforts are not for naught, and in fact, the Arctic 
Circle Forum will take place in Seoul, Korea, in December.

5. South Korea’s Arctic Research Institutions

South Korea’s increasing involvement in Arctic governance and policy making is 
driven in party by two research institutions: the Korean Polar Research Institute (KOPRI) 
and the Korean Arctic Research Consortium (KoARC). Since the 1980s, KOPRI has 
expanded its research operations by establishing of three research stations in the Arctic and 
Antarctic, and operating an icebreaker vessel in the Arctic. In addition to developing and 
executing domestic programs related to the polar regions, KOPRI collaborates with institutes 
and organizations beyond its borders and participates in inter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s. While KOPRI runs as an autonomous institution, KoARC functions as 
a network of multidisciplinary institutions, universities, and industry actors involved in Arctic 
research. Thirty members conduct collaborative research and have established the “2030 
Arctic Research Roadmap” to coordinate research across 15 thematic areas. Together KOPRI 
and KoARC are helping Korea build its capacity to become a key player in the Polar 
regions.

6. Discussion 

The discussion following the panel discussion highlighted the different successes and 
failures of the regime complex in the Antarctic and Arctic Council dominance over the 
Arctic. The AC is in large part influenced by “jealousy” or the tendency to protect as much 
sovereign power as possible. This jealousy prevented the U.S.’s concept of a new marine 
expert research group from coming to fruition because the member States saw it as eating 
away at their power. Conversely, mutual jealousy was a productive force in bringing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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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greement among the Arctic 5 + 5 (EU, Iceland, China, Japan, Korea) to prevent 
unregulated commercial fishing in the Arctic high seas, and helped overcome inertia of 
non-action.

The Antarctic regime complex, on the other hand, has proven to be more successful 
at increasing transparency and broader-based decision making by involving a variety of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actors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The downsides of 
having non-hierarchical, overlapping systems is that different regional bodies can be operating 
with differing goals and off of divergent principles in the same space. Traditional treaty 
mechanisms have provided for conflict-resolution devices when conflicts do arise. But 
perhaps other area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an serve as models for coordinating 
and cooperating on common resource management, or implement task forces around specific 
biodiversity clusters. Enhancing communication seems to be the necessary first step, as there 
are currently few formal relationships linking the variety of governing bodies.

The polar regions are clearly no longer relevant only to States in those regions. 
Beyond the impact climate change and shrinking polar ice is having around the world, many 
non-polar countries conduct their own activities, including research, commercial fishing, and 
tourism. This new landscape requires a change in our approach, and demands that we 
manage these regions with coordinated goals and principles, and a commitment to 
transparency.

Panel 3: Managing Fish as a Common Resource 

1. Introduction

Much of the twentieth century was dominated by a laissez-faire attitude regarding 
freedom of fishing.  This approach led to a Hardinist outcome that was further exacerbated 
by development of modern technology to locate and catch fish with greater efficiency and 
scale.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of the United Nations reported that 
nine of the world’s seventeen major fishing grounds are deteriorating; four of which have 
already been commercially fished out. And now income countries are particularly vulnerable 
as many depend on fish stocks for food security.

Recently, there has been a shift to a more resource management approach of regulating 
fisheries, with an increased focus on sustainability. This is evidenced by the UN’s adoption 
of the suitability development goals (“SDGs”) in 2015.This approach, while it is an 
improvement, is not without its difficulties. Part of the complication of management comes 
from the fact that fish are not distributed evenly throughout sovereign waters and the high 
seas; 90% of the worlds fish catch come from only 3% of the oceans and a majority of 
fished fish are in the EEZ. Furthermore, the best regulation in the world means nothing 
without enforcement, which requires resources and is often logistically diffic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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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overnance Approaches 

The manner in which fisheries management should be effectuated is a matter of 
substantial debate. Once common theme is whether management efforts should be unilateral 
or multilateral. A multilateral approach involves the cooperation of multiple states, regions, 
organizations, and sectors. 

David VanderZwaag discussed an example of a multilateral approach: the North 
Atlantic Salmon Conservation Organization (“NASCO”) provided for by the 1983 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Salmon in the North Atlantic Ocean. NASCO is comprised of three 
regional commissions that cooperate in the management of transboundary North Atlantic 
Salmon stock. Transboundary management of these seriously depleted stocks is necessitated 
by the fact that North Atlantic Salmon are anadromous and migrate across the high seas into 
many different EEZs. NASCO confers on issues such as quotas, prepares action plans and 
guidelines, and facilitates resolutions. However, the Commissions’ regulatory power is quite 
constrained, and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ory measures require a unanimous Commission 
decision. 

Lorna Innis further illustrated the multilateral approach by talking about UN Oceans, 
a program within the UN that is comprised of over 20 different organizations and UN 
bodies. The goal of UN Oceans is to address all aspects of ocean governance through a 
global integrated governance movement. A number of UN Oceans organizations have 
collaborated on a draft agreement at the intersection of trade,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interests. Innis also pointed to successes within the Caribbean region as a result of the 
integrated approach centered upon an interim coordination mechanism. 

The multilateral approach can be beneficial for many reasons. As illustrated by the 
North Atlantic Salmon, by nature, most fish stocks do not align with territorial boundaries. 
Even if one sovereign unilaterally places a moratorium on fishing within its waters, it cannot 
control what occurs outside of its EEZ. A multilateral approach allows multiple states and 
RFMOs to enact complimentary policies. Examples include cross-boundary MPAs such as the 
one enacted by Kenya and Tanzania. An integrated approach also allows for joint monitoring 
and reporting. Enforcement, a difficulty with fishery management, can also be made easier. 
Furthermore, a coordinated effort allows the sharing of ideas, resources, and data. 

A multilateral approach is not without its drawbacks, however. Participation in an 
integrated governance scheme is often voluntary and it can be difficult to get parties to join 
in the first place. Parties can also back out if they so decide, as evidenced by Iceland’s 
retreat from NASCO. These difficulties are a function of divergent interests that are inherent 
in any cross-regional or cross-sector organization. Furthermore, if an organization is 
consensus-driven like NASCO’s Commissions, it often impedes the ability of the body to 
enact robust or expeditious management measures. 

On the other hand, a unilateral approach does not require the coordination of 
multiple parties. Katrina Wyman argued for a unilateral approach in the context of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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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ing policy. Wyman explored the concept of the US ending high seas fishing by 
prohibiting US fishing fleets from fishing the high seas and banning the import of some, if 
not all, fish from the high seas. The US is the second largest importer of high seas fish 
globally and enacting such a policy arguably would not impact the US fishing industry 
significantly as most of their catch comes from the US’s extensive EEZ. 

A unilateral approach can often be easier to effectuate because the difficulties 
inherent with coordinating multiple parties are eliminated. As such, the regulating state is 
free to enact as stringent of a management scheme as it would like to. Furthermore, 
unilateral action can serve to provide lessons for other states or RFMOs. A successful 
unilateral approach may even spur multilateral efforts as a result. 

However, the unilateral approach also faces challenges. As mentioned above, many 
fish stocks are better managed through a coordinated, transboundary approach. The import 
ban and other similar unilateral acts may be politically unrealistic considering factors such as 
industry pressure. Furthermore, they may face legal barriers, for example, from the WTO. 

Both unilateral and multilateral approaches to fisheries management are hindered by 
many factors. Scientific uncertainty makes it hard to ascertain the proper course of action, 
for example, where to set conservation limits. Lack of scientific backing can also limit the 
ability to legitimize a course of action in the eyes of the public. Enforcement can be a 
significant barrier to even the most well-crafted regulatory measures. Fish, unlike many 
marine mammals, have low salience among the public; typically, the people most concerned 
with regulations are members of the fishing industry. Finally, geographically-based 
management efforts may be unwise due to changing ocean temperatures causing the relocation 
of fish populations. 

3. Competing Interests and the Precautionary Approach 

Cross-regional and cross-sectoral coordination is complicated by the fact that different 
states and RFMOs have divergent and often competing interests. Dialogue is crucial for 
understanding these interests and developing a solution. Innis spoke of the Sustainable Ocean 
Initiative (“SOI”) which facilitated a dialogue between regional seas organizations and 
regional fisheries about how to best reach sustainability and biodiversity goals.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not all interests are represented at the table to begin with. Integrated 
discussions of governance must involve developing countries and land locked states. 

The question then becomes, how to reconcile the process of taking into account 
multiple competing interests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The 
precautionary approach requires taking action despite uncertainties. The precautionary 
approach is necessary in the face of scientific uncertainty because as is often the case with 
species collapse, by the time the data unequivocally supports action, the action is too late. 
The process of considering multiple points of view and attempting to achieve consensus or 
compromise necessarily takes time. The precautionary approach is weakened when con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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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s are not taken quickly. Furthermore, states are often unwilling to agree to regulatory 
actions for ecological harms that are uncertain in the face of certain economic or political 
ramifications. As seen by NASCO’s experiences, the strength of the precautionary approach 
is undercut by trying to maximize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4. Climate Change and Other Threats 

Another concern is that fisheries management does not occur in a vacuum. Simply 
controlling when, where, and how to fish will not adequately address the loss of fish stocks. 
Other threats include climate change, ecosystem degradation, and pollution. The interaction of 
these various anthropogenic impacts with fisheries is not well understood in many cases due 
to a lack of scientific data. For instance, monitoring of the North Atlantic Salmon is difficult 
to do in the high seas and little is known about how factors such as water temperature is 
affecting their populations. 

A wider range of factors must be taken into account when managing fisheries. 
Climate change is only minimally considered in the fisheries governance context. It is 
common for states and RFMOs to take a single stock assessment approach as it is easier to 
manage. There has, however, been somewhat of a shift towards multi stock assessment. But 
perhaps an ecosystem approach is the best way to take all these factors into consideration.  

5. Discussion

Many questions remain about how to effectively manage fisheries. First, how can 
the fishing industry communicate and find common ground with environmental groups? 
Breaking down barriers between these two parties is necessary to reach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econd, is it feasible for the private sector to take action? To what 
extent should the private sector be involved in the management process? There was a recent 
mandate from the UN to engage with the private sector but it is limited and this type of 
mandate is rare. Furthermore, it may be necessary for governments to back up any action 
taken by the private sector. Third, what are some ways in which accountability could be 
improved within RFMOs? What are some ways to foster stewardship? And finally, as 
recognized earlier, it is important that everyone have a seat at the table. How can 
developing states and landlocked states be brought to the table? What resources can be 
leveraged?

Panel 4: Institutional Approaches to Managing a Commons 

1. Introduction 

Governance of the ocean commons has historically been based on the freedom of the 
seas concept put forth in the 17th century. Under this principle, no sovereign has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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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control over the commons and all are welcome to use it. The mind set behind the high 
seas is contrasted by the principle of sovereignty that informs the governance of territorial 
waters. States have absolute control over the management of their territorial waters. Against 
this back drop a sectoral and zonal management schemea rose.

Current governance schemes are insufficient to manage the ocean commons and its 
resources; a new paradigm is needed. Sectoral management addresses specific ocean-related 
sectors from fishing to  shipping. Zonal management is spatially determined governance. 
Both approaches often lead to fragmented and disjointed ocean governance. Particularly in 
light of the difference in interests of the stakeholders in different governing bodies. There is 
no clear procedure for handling conflicts between sectors or across boundaries. And the 
cumulative effects of different activities in the ocean cannot be adequately considered under 
this approach. Furthermore, a management scheme that is spatially-based is at odds with the 
flexible and mobile nature of marine ecosystems and species. In light of these problems, 
interest in an integrated approach to ocean governance has grown since the second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2. Weaknesses of High Seas Governance 

Currently, the high seas are plagues with disjointed rulemaking, poor implementation 
and lack of enforcement. Multiple unregulated activities are degrading the marine environment, 
and the activities often result in cumulative impacts. There are geographic gaps in treaty 
frameworks, regional seas programs, and RFMO oversight. These gaps must be addressed 
and doing so requires coordination and communication. 

3. Case studies 
a. Seline Trevisanaut used the offshore energy sector to illustrate the fragmented  
  nature of current ocean governance.

The offshore energy sector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it is industry led. There 
is a distinct lack of institutional integration in the governance of offshore energy. The 
offshore energy sector is subject to laws from many different regulatory regimes, ranging 
from greenhouse gas regulations to human rights laws. Uncoordinated management of ocean 
activities, such as offshore energy production, leaves gaps and overlaps in regulations which 
increases inefficiencies. 

The increase of new types of activities at sea require laws and regulations that 
previously did not have to interact, to now work together. The current lack of integration 
across governance schemes, as evidenced by the offshore energy sector, runs counter to the 
UN General Assembly’s vision of an integrated approach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that calls for “integrated ocean management.” Coordination across sectors and different 
legal frameworks can be challenging, however, because of the differing interests of the actors 
inv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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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visanaut examined existing global organizations, treaty bodies, sectoral arrangements, 
and regional bodies in this context. She found that many regional bodies do not have 
offshore energy sector management schemes, and even where they do exist, implementation 
and compliance vary. This finding illustrates that when governance decisions are left to states 
or regions, they may not take adequate protection measures. As such, a global governance 
model may be needed to address gaps and provide uniformity. 

Therefore, a liberal model of regionalism may be troublesome. If some degree of 
global governance is the goal, then focusing too heavily on the regional level may fragment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compliance. Additionally, liberal regionalism may also 
contribute to the lack of appetite for a global governance regime, particularly among 
industries that often benefit from the fragmented nature of the current system. Currently, the 
role of global treaties is very limited and should be expanded. Furthermore, there may be a 
role to play for the private sector in institutional approaches to governance. 

b. Gabriele Goettsche-Wanli spoke about institutional approaches within the UN   
  to addressing ocean governance issues. 

The current sector-focused governance framework is at odds with 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s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of a coherent management 
approach across all sectors. The drafters of UNCLOS rejected such a holistic and cohesive 
approach, however. And when they created UNCLOS, the legal framework that the UN 
works within to govern the ocean, they did not include provisions about integrated 
governance. Instead, they encouraged the sectoral approach. 

However, following the enactment of UNCLOS, the UN General Assembly emphasized 
the need to consider ocean problems as a whole. The UN General Assembly also made the 
decision that it was to be the global institution to review and evaluate the implementation of 
UNCLOS and developments relating to the ocean in general. The UN General Assembly 
deals with a summary discussion process, a regular process for reporting and assessment, and 
the BBNJ process. 

The UN General Assembly has been adamant about its central role in the BBNJ 
negotiations and decided to convene the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IGC”) to consider 
the recommendations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and to work on the text of an 
internationally legally binding agreement about sustainable use of BBNJs. The UN General 
Assembly’s approach to the BBNJ negotiations demonstrates its commitment to facilitating 
better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global and regional sectoral bodies. In this 
process, it is important that the outcome of the BBNJ negotiations does not undermine 
existing legal institutions and frameworks.  

Goettsche-Wanli also spoke about the structure and duties of UN Oceans. The 
purpose of UN Oceans is to promote coordination of activities pertaining to the ocean within 
the UN system. This is done through facilitation of inter agency information exchang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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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cation of areas for collaboration. However, members of UN Oceans have expressed 
frustration about being limited in authority and lacking the resources to effectuate robust 
change.

I. I.David Freestone shared experiences from the Sargasso Sea Commission, and lessons 
learned regarding an institutional approach to conserving the Sargasso Sea. 

The goals of the Commission are to gain global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the 
Sargasso Sea, to work within existing systems and with existing bodies to achieve better 
protections of the Sargasso Sea, and use the project to inform a feasibility analysis. The 
Commission focused on the Sargasso Sea due to its ecological importance. 

The Hamilton Declaration on Collaboration for the Conservation of the Sargasso Sea 
(March 2014) gave rise to a structure comprised of signatories from multiple states and 
observer organizations, the commission, and the secretariat. The signatories collaborate for the 
common purpose of protecting the Sargasso Sea. They advise the Commission and present 
proposals to international bodies. The Commission has a stewardship role in which it 
monitors the health and status of the Sargasso Sea. It also develops work programs and 
action plans for conservation measures.

The Commission has undertaken many various projects to protect the Sargasso Sea, 
including working with NASA to use their data for a management tool to understand long 
term trends and human activities. The Commission’s next step is to try to upgrade the 
Hamilton Declaration to a regional ocean governance organization (“ROGO”). The intention 
of such an organization is to complement the BBNJ process, rather than to undermine it. 

As a result of these multiple efforts, the Commission has learned many lessons. 
First, the current governance system is fragmented and change is difficult due to systemic 
inertia. Second, many obligations under existing governance frameworks, particularly ones 
mandating communication and intergovernmental collaboration are experiencing low levels of 
compliance. Third, there is endemic resistance to the precautionary approach. Unwillingness 
to implement a precautionary approach can seriously hinder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conservation measures. Finally, voluntary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nd private-sector and 
public-sector partnerships are important and can produce significant changes. Freestone 
concluded that systemic ABNJ governance is crucial at both the global and regional levels. 

4. Discussion 

The discussion of institutional approaches to ocean governance is less about 
ideological differences and more about a technical, constitutional problem. Common themes 
that emerged from the presentations include the proper level at which to establish 
institutional governance schemes - regional versus global - and the necessity to not undermine 
existing leg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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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likely that an entirely global governance scheme would be unworkable, but at 
the very least there must be communication at the global level. Getting people out from 
their silos and having them come together for discussions is a crucial first step. This is one 
of the positive outcomes of the BBNJ negotiations; delegations have been bringing many 
new players to the table. 

There was a recognition that the outcome of the BBNJ negotiations should not 
undermine existing institutions, a sentiment shared by many. It is also important that existing 
institutions should be supported and modified to be as effective as possible. However, at 
some point existing institutions and working groups are resistant to change. In those cases, it 
may be more prudent to focus on creating new institutions instead.  

Finally, the fact that UN Oceans recognizes the need for cooperation in coordination 
in ocean governance makes it a good institutional candidate for addressing current 
fragmentation. However, UN Oceans has not undertaken many projects or efforts because 
they do not believe they have the authority to do so. Thus, the question remains, what are 
the ways in which UN Oceans can be strengthened as an institution? One solution is to 
stablish a searchable database that shows areas with a lot of activity so that gaps can be 
addressed. The main problem, however, seems to be a lack of funding which must be 
addressed. 

Panel 5: Marine Scientific Research – Supporting Commons Governance 
 

1. Introduction

Marine scientific research (MSR) encompasses many scientific endeavors that are 
carried out in the ocean context, in the disciplines of geology, chemistry, biology, 
biotechnology, physics, geophysics, hydrography, oceanography, and ocean drilling and coring. 
Researchers may study an area encompassed in the EEZ, the continental shelf, the seabed, 
the high seas, the ocean as a whole, or anything in between. MSR is essential to preserving 
and protecting the marine environment because it is used to assess the effect of human 
activities on ocean systems and populations. For example, MSR is used to advance 
responsible fishing practices and prevent overfishing. It is used to map the seabed and 
tectonic movements of the ocean floor, and help us understand the relationship of the ocean 
and the atmosphere, and study waves and currents. MSR also advances States’ national 
security interests, by helping ships and submarines navigate the seas, among other activities. 

Broadly, marine scientific research intends to help us observe, explain, and 
sufficiently understand how to predict and explain changes in the marine environment. The 
law of the sea has become increasingly focused on conservation and preservation efforts as 
MSR has developed and improved our understanding of how human activities impact the 
ocean environment. UNCLOS directly governs MSR, but leaves many gaps about how to 
conduct or govern research in our oceans. Most notably, there is no definition of ma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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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research in the Convention because State parties to the negotiations were unable to 
come to an agreement. They did agree that MSR must be conducted “exclusively for 
peaceful purposes”, and MSR carried out in the Area must also be “for the benefit of 
mankind as a whole.” (Articles 240, 143). These broad mandates, however, leave room for 
debate over what obligations States and researchers have when conducting MSR. The 
ongoing discussions regarding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 also directly implicate our current 
understanding and implementation of MSR on the high seas.  

2. MSR: Balancing High Seas Freedoms with the Interest of the Community 

Marine Scientific Research has been referred to as the “fifth freedom” of the high 
seas, and explicitly recognized as such in Article 87 of UNCLOS. Article 87, however, 
includes an open-ended caveat: the freedom to conduct scientific research is “subject to Parts 
VI and XIII” of the Convention. The nature of that right as stated in Article 87 is 
ambiguous and can be read as either giving “all States,” coastal and land-locked, a 
functional right to conduct research, or a right that has to be facilitated or enabl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combined with a lack of a definition for marine scientific 
research will be an obstacle for successfully moving forward with the BBNJ negotiations. 

Although Part 13 does not directly address the high seas, it is clear that the general 
provisions are applicable to the Area so that the freedom of all States to conduct MSR 
extends to the high seas. But that freedom is subject to limitations. First, the general 
provisions of Part 13 embed the obligation of States to promote community interests in 
conducting MSR. States’ freedom to advance their self-interest in MSR is therefore limited 
by the interes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ther provisions, such as Articles 242 and 
269, impose affirmative obligations to “promote and facilitate” MSR and “promote and 
facilitat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MSR “on the basis of mutual benefit.” Article 243 
imposes an obligation of States to “create favourable conditions for the conduct of” MSR 
through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to integrate scientists’ efforts. Article 244 additionally 
requires generally that States publish and disseminate the results of their MSR and facilitate 
the flow of information to developing States. Yet each of these mandates are still largely 
open ended. Exactly what kinds of publication and dissemination and promotional efforts are 
sufficient have not been defined. It could be argued that in order to satisfy their obligations 
under UNCLOS, States that have the resources to do so need to proactively enable States 
without the resources or expertise the capacity to conduct MSR. 

Addressing specifically what these obligations entail on the high seas will both 
strengthen UNCLOS and benefit the BBNJ process. We now face the opportunity to 
operationalize MSR within the context of the high seas commons and in the intere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groundwork for doing so is already in the Convention. 
Arguably, the obligation to do so is also embedded in the Convention. Questions that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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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answered in order to implement MSR in the commons include: What are appropriate 
scientific methods and what means are compatible with the Convention? Do States have a 
common understanding on such methods? How do States determine whether MSR is “not 
unjustifiably interfering with other legitimate uses of the sea”? What regulations need to be 
adopted in accordance with UNCLOS to protect and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 How 
will such regulations be assessed?

Other contexts offer examples of cooperative MSR frameworks for commons that 
may be helpful for developing a high seas framework. The Antarctic Treaty System, for 
example, establishes a Scientific Committee on Antarctic Research that advances research, 
promotes scientific knowledge, and is charged with initiating and coordinating international 
research of the region for the benefit of the global society. The 2000-2010 Census of 
Marine Life, which has been the largest global MSR collaboration on involving 2,700 
scientists from over 80 countries, could also serve as a model for MSR on the high seas. 
As the debate MSR in the high seas ensues, a commons-centric principle should guide our 
understanding: that MSR on the high seas should “increase scientific knowledge of the 
marine environment for the benefit of all mankind.”

3. Pacific Transect IDEA 

As global climate change threatens to alter almost all ocean processes, it is 
increasingly important to promote cooperation and knowledge sharing between States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Currently, researchers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s 
Gump South Pacific Research Station in Moorea are using data gathered from local island 
ecosystem to model system changes of the Pacific Ocean. Since the ocean’s sheer size 
makes gathering data about the entire system unfeasible, scientists can apply trends that 
occur in smaller ecosystems to ocean-wide models. This enables us to make predictions 
about coral bleaching and ocean acidification, which can in turn help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etermine what it can and needs to do ahead of such events. 

Not only does studying a local ecosystem help us make predictions about and 
understand and model life on a global scale, studying specific genomes can help us 
understand how different species interact and how they respond to events such as ocean 
acidification. By knowing how much genomic resilience there is in an individual reef can 
help us understand how much aggregate resilience there is in reefs across the world. The 
Group on Earth Observations (GEO), a coordinated network of Earth observing systems, is 
integrating such genomic data from across the globe and creating an Earth Avatar. As a 
digital representation of the Earth, the Avatar includes all key molecular and planetary 
processes. 

Creating similar “island avatars” can greatly advance sustainability research. This 
research requires first understanding what is in an island system (by sequencing every plant 
and animal, understanding how organisms interact with one another, and then quantifying that 



첨부 2 : 2018년 제13차 국제해양법연차대회 공동개최 참고자료

 175

information so that it can be used in different computer models. In Moorea, the challenge of 
modeling the links and feedbacks between climate, environment, biodiversity, and human 
activities is being carried out by the Moorea Island Digital Ecosystem Avatar (IDEA). The 
hope is that by measuring how sustainability plans, such as fishing regulations, impact a 
single ecosystem, we can better manage our resources globally. 

4. Ocean data as a common resource

Perhaps the most pressing need in the area of marine scientific research is the need 
to make investments and upgrades scientific data management. Although Articles 133 and 
136 of UNCLOS define resources that are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as the physical 
solid, liquid, or gaseous mineral resources in the Area, it appears that the data we collect 
about these resources could also be understood as part of the common heritage. Data from 
MSR is already being shared between researchers across the globe, but a number of factors 
have prevented MSR data from being integrated on a worldwide basis despite the growing 
demand.

One of the biggest obstacles that has to be overcome in order to integrate MSR data 
is data management varies widely across the globe. The organizations, partnerships, and 
programs collecting, compiling, and managing data only manage their data independently, or 
only partially integrate it with other data sets. Since different types of devices are used to 
collect data by different entities, different observation systems are being employed, different 
measurements are being taken at different integrals, and different languages are storing the 
relevant data. These variations make integration more complicated and costly. Additionally, 
there is a general metadata deficiency in MSR data currently being shared. This data about 
the data is crucial to the utility of shared data, yet ocean MSR is greatly lacking in 
metadata. Since data is gathered independently by companies, researchers, and governments, 
each with their own technical and economic capabilities and limitations, there is no standard 
quality control process for MSR data, and no standard data exchange format. This severely 
restricts the utility of the data the scientific community already has by functionally 
preventing knowledge transfer. 

Integrating MSR data has a plethora of benefits. First, it can better inform policy 
design with respect to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lead to more adequate, efficient, and 
effective policies. Second, when fully and properly integrated, databases can be used to 
address more questions than the original purpose of the data-gathering, and help answer real 
world problems. Lastly, well managed and integrated databases provide more useful 
information at a lower cost than independently managed and stored data. 

To solve our data challenges and integrate data into the concept of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there are concrete step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take. 
Agreements have to be reached on the format of metadata for MSR activities. Standard 
quality control procedures should be implemented so that different institutions can rely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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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for making policy decisions and evaluating those decisions. A standard set of 
vocabulary and user interfaces needs to be established, and a standard data exchange format 
needs to be established so that people can access and use the data that has already been 
collected. 

5. Discussion 

The discussion that followed panelists presentations focused in large part on the 
sociological challenges of data management in marine scientific research, rather than the 
technical challenges. There appear to be many challenges to simply sharing information. First 
and foremost, even within the scientific community, people do not like sharing the fruits of 
their labor without some kind of reward, whether it be monetary compensation or 
acknowledgment and thanks. Since data is an important asset, no one can force any 
researcher to share data nor is it reasonable to expect that researchers will share their data 
with everyone without getting anything back in return. Scientists may also fear that by 
sharing data, they hurt their ability to publish research afterwards. Data sharing networks 
have been successful at encouraging desirable behavior in the private sector. Beginning with 
a small project and an shared database, as people joining the network see that there are 
benefits of sharing their data with the database and accessing others’ data, they increasingly 
participate in that network. Perhaps data sharing networks that provide mutual benefits to all 
the participants in the area of MSR is a way to get over the incentive hurdle and 
discourage data manipulation.

Second, researchers can be hesitant to share data and research results if they do not 
feel like they are ready. Sharing ones’ data may be perceived to be a signal that a project 
is complete and opens the door for others to scrutinize the data and possibly the researcher 
or sponsoring institution. A third challenge to sharing is getting over regulatory hurdles that 
restrict researchers’ activities. A scientist’s national origin, for example, can prevent him/her 
from getting access to another country either to collect or share data, and collaborate with 
other scientists. Complying with different national regulations can also inhibit data sharing.  

One of the reasons that researchers do not collect and store metadata is because 
doing so adds significant costs to research. While it seems that creating some kind of 
incentive system to reward the collection of metadata would help solve the problem, that can 
also prompt people to manipulate their data or metadata. I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networks of researchers conducting MSR do try to create an incentive system to encourage 
people to collect metadata, there needs to be a way to minimize the likelihood that 
individuals will try to game the system.

The challenges of data management and sharing in MSR is informative for the 
ongoing BBNJ negotiations. In order to strengthen the end product of the negotiations, there 
needs to be more support and incentives for people to work on setting standards data 
collection since that is not currently a main focus of scientific community. Protocol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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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es what kind of language is used, what types of files, and how databases are 
structured is crucial to creating a useful system to support MSR and operationalize it after 
th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t was also highlighted that the solutions for data 
management need to focus on distributing both burdens and benefits. Data that is not 
distributed becomes a burden to the entity storing and managing the data. When data is 
integrating into distributed systems, it reduces individual burdens and can allow different 
communities to access and use data when they need it. Legal experts need to make sure that 
when communities do use such data, they can do so without fear of legal ramifications. It 
should be made clear what rights communities have to use the data and whether they have 
to acknowledge in some way that they have used certain data.  

Panel 6: Managing Biodiversity as a Common Resource

1. Introduction 

Marine biodiversity spurs innovation in sectors such as medicine and engineering, but 
it is also critical to the health and productivity of marine ecosystems. Without the diversity 
of species and the functions they perform, ecosystems risk collapse. The marine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BNJ) make up two-thirds of the global ocean and the 
biodiversity in the sea areas are under immense stress due to lack of regulations regarding 
resource extraction. The ABNJ is considered apart of the global commons meaning there is 
essentially no incentive to use the resources sustainably. However, more work is being done, 
specifically policy-wise, as biodiversity is now considered as more of a necessary piece in 
order to eradicate poverty and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In 1993 the first session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took  place. 
However, a major down side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is that is only 
applied to biodiversity with in areas of national jurisdiction and the areas out side of 
national jurisdiction were not explicitly mentioned until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 in 2002. The WSSD focused on creating sharing of genetic resources 
and of the benefits that come from these genetic resources, also called the Bonn Guidelines 
as well as technology transfer and biosafety.

UNCLOS Article 192, which directs States to “protect and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 provides a starting point for conserving marine biodiversity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 Progress in protecting BBNJ has advanced on two fronts. First, 
regional efforts such as the OSPAR Convention (North-East Atlantic) have sought to protect 
specific ecosystems, representing an incremental approach to protecting biodiversity.

Second, there is an ongoing international effort to create a global and legally binding 
instrument to protect the BBNJ. In 2004,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established 
the Ad Hoc Open-ended Informal Working Group which issued a decision to create a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biodiversity protection under UNCLOS. Since then, the BB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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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atory Committee has met several times to explore what should be included in the 
instrument. The final recommendations are currently pending finalization.

2. Marine Genetic Resources

The issue of marine genetic resources (“MGR”) is one of the most contentious issues 
being discussed in the BBNJ negotiations. Society has a lot to gain from MGR,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biotechnology. Therefore, there are economic incentives to access and use 
MGR. Unrestricted extraction of MGR is not prudent for several reasons. First, MGR are 
ecologically crucial and loss of biodiversity could result in the collapse of whole ecosystems. 
Second, there is still a lot unknown about MGR. It is eestimated that there are two million 
species and billions of different types of microbes. This scientific uncertainty means that 
unknown benefits, both ecological and societal, may be lost forever if MGR are used 
unsustainably.  

Notably, UNCLOS is silent on how to handle unrealized goods such as MGR. It does 
not state whether MGR in the ABNJ are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UNCLOS only 
makes the positive claim that the Area is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it does not 
specifically state that portions of the oceans that are not the Area are not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However,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has not been understood to 
include marine ecological integrity. This is a major gap in the ocean governance scheme, 
and solutions must be found because UNCLOS does not provide them here. 

3. Approaches to Governing Biodiversity 

Current discussions regarding biodiversity are attempting to figure out how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extraction and use of biological resources from the ABNJ under a 
freedom of the seas model, and the conservation and protection of biodiversity in the ABNJ. 
This tension is captured in the BBNJ Preparatory Committee principles: (i) “being beneficial 
to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ii) “promoting marine scientific research and development.” 
This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concepts of the freedom of the seas and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are mutually exclusive. 

Harriet Harden-Davies argues that they are not mutually exclusive. It is possible to 
protect the ocean while also deriving economic and social benefits from it. The solution is 
benefit-sharing, particularly through science and technology sharing and capacity building. 
This approach can contribute to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BNJ.

According to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something is genetic material if it 
has “actual or potential value.” MGR have not only pecuniary value but also value in terms 
of “food security, public health,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the mitigation of an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Therefore,the protection of biodiversity is crucial.

Benefit-sharing creates incentives to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biodiversit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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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ITPGRFA) 
provides four key ways to think about benefit sharing: (i) exchange of information; (ii) 
access to and transfer of technology; (ii) capacity building; and (iv)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commercialisation.  

Sharing science and technology is a form of benefit-sharing. Imbalances in states’ 
capacity to participate in marine scientific research hinder their ability to realize benefits. It 
also impacts other states because there is a lack of adequate data from that state or region. 
Currently, ocean science capacity is not globally uniform. Sustained ocean observation 
systems are necessary to gather information needed to monitor the ocean over time. This 
could potentially be done through decentralized networks that are nationally funded, 
regionally coordinated, and globally shared and utilized. 

UNCLOS provides for such science and technology sharing and capacity building,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developing countries. Article 244 states that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hall” disseminate results from scientific research, promote the 
flow of scientific data, and improve the scientific capacity of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trainings. Article 269 addresses technology transfer in a similar context. Implementation 
would be complex and would require funding. However, a benefit-sharing approach may be 
a way to bridge the divide between the competing interests of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in the ABNJ. 

Cymie Payne addressed the issue of how to enforce conservation and sustainability 
efforts in the ocean commons. The public trust doctrine could provide a legal framework to 
ensure ongoing protection of BBNJ. The current freedom of the seas approach will result in 
ecological collapse as marine resources are exploited beyond sustainable limits. The necessity 
of conserving marine biodiversity is agreed upon, but the method through which conservation 
should occur has yet to be determined. The public trust doctrine could provide states with 
the standing to legally enforce conservation measures in the ABNJ. At the very least the 
concept behind the public trust doctrine should be a guiding principle for the BBNJ 
negotiations. 

Trust are a legal principle that holds certain resources for public use and the state 
must maintain it as such. A public trust is established when there is a trustee, a beneficiary, 
and a resource to be protected. In this case, one or multiple states would be the trustee,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would be the beneficiary, and the resource is the high seas. 
The creation of such a trust would impose a fiduciary duty upon the state to protect the 
high seas and its biodiversity from waste or destruction. Additionally, if the state pursued 
damages, it would have the obligation to use the income or in-kind services to improve 
ecological benefit.

There are many benefits to utilizing the public trust doctrine in this way. First, it 
would provide standing for states to enforce obligations to use marine resources sustainably. 
Second, because the public trust doctrine has been used in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ntexts before, there is some level of legitimacy to this approach. Furthermore, les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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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ld be learned from the other contexts in which the public trust doctrine has been applied. 
And finally, it could contribute to making the ecocentric principle more widespread. It is 
important to make ubiquitous the concept of the ocean as community property subject to 
duties of care and protection and avoidance of waste. 

There are some limitations to the use of the public trust doctrine, however. The 
doctrine does not address the allocation of property rights and this can be a particularly 
contentious issue. Additionally, enforcement of obligations may be limited by procedures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This concept, while gaining traction in international law as evidence by the Antarctic 
governance regime, is not one of the guiding principles of the BBNJ negotiations. The ocean 
as a public trust is a new concept that has not entered the BBNJ discussions. However, the 
BBNJ process is currently searching for a principle that will capture the needs of the 
community with respect to the ocean. Old familiar principles do not seem to fit these unique 
circumstances. Therefore, the public trust doctrine could provide the BBNJ process with a 
legal concept for understanding ocean governance. There are many issues being considered 
by the BBNJ process that could use a guiding principle such as this one. For instance, 
states’ scope and nature of duties to protect the ocean and the authority for states to have 
standing to enforce sustainability measures. 

The question becomes, in light of what is at stake with the potential loss of 
biodiversity, whether the ongoing BBNJ process is enough to adequately protect the 
biodiversity in the ABNJ while balancing competing interests. Elizabeth Mendenhall argued 
that the BBNJ process is not an adequate protection of biodiversity in the ABNJ because the 
focus is not truly about biodiversity. 

The BBNJ negotiations are currently pursuing two different tracks of considerations. 
One is how to protect biodiversity by limiting disruptions to it and the other is how to 
utilize biodiversity as a resource. These two considerations are at odds with one another and 
it is important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two. Reaching a conclusion on how to 
govern BBNJ requires scientific input, such as the ecological importance of such resources. 
The BBNJ negotiations are operating on the assumption that they have sufficient scientific 
information for decision making. However, there is still a great deal unknown about the 
ocean. Two thirds of species are undiscovered and little is known about what occurs in the 
water column as compared to benthic data. Additionally, there is less data from developing 
countries with lower scientific capacity.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ways in which this lack of scientific data effects 
decision making. Currently the selection criteria to decide where to implement an MPA is 
based on areas of significant ecological value and areas that have enough of the population 
to rebound. There are potentially many more places in the ocean that fit that description, but 
we lack the data to know about them. The resultant outcome is that we protect the areas 
that we know most about and have the most data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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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ontext of balancing between the two competing considerations, the emphasis 
of industry input in the BNJ process is troubling. Industry interests are inherently at odds 
with conservation efforts and if they have too much decision-making power then ocean 
conservation measures will not be adequate. There is a concern about the creation of private 
property in the ABNJ, for example through mining and drilling rights, that is created by 
profit driven interest. Currently, Japan is arguing that sectoral organizations should have 
ultimate decision making power. This is a continuation of the status quo in which leveraging 
power is lopsided between industry and conservationists. 

At this juncture, next steps should involve not rewarding parties for simple coming 
to the table an instead demanding robust and effective protections of BBNJ. It is also 
important to invest in scientific research as much as possible. Finally, the goal should be to 
establish a global and hierarchical approach to conservation of BBNJ.  

4. Discussion 

There concerns regarding how appropriate it is for states to be the trustee for the 
ocean under the public trust doctrine. Legally speaking, it is easier for states to be the 
trustee than it is for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like the UN to be the trustee. Furthermor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not free from states interests. On the other hand, if a state is 
the one to establish the trust, it seems counterintuitive for it to also be the trustee. Perhaps 
in such a situation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would have to be involved. Additionally, 
despite UN members being members of states, they are also independent of states to a 
certain degree. 

Relatedly, it seems difficult to get states to scale up from the interests of its nation 
to the broader interest of ocean conservation if they are in fact meant to establish and 
maintain the trust. The nations interests are part of the larger group’s interest in this case. 
Ecological collapse would affect both individual nations and the global community. 
Furthermore, getting states to ascribe to this approach may help resolve conflicts because the 
public trust doctrine is a recognized legal framework that carries weight. Questions remain as 
to whether states would follow the public trust doctrine without an outside party to enforce. 
And how to create a sense of responsibility to prevent exploitation under the public trust 
doctrine.

The idea of a trust is the creation of a duty, not to use, but to maintain. Knowledge 
is a resource that can be reused without depletion. Therefore, scientific research and sharing 
of scientific knowledge is an important component to the trust framework. The more we 
gain knowledge about MGR the more we add value to it and at the same time, the more 
we highlight the importance of maintenance for future generations. The concern here is the 
accessibility of the data and information. 

Any ocean governance discussion across sectors, including the BBNJ negotiations, 
will involve conflicting interests. Industries and states want economic benefits that are of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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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ry to suitability and conservation. The key is to manipulate the conflict between sectors 
or states, specifically their fear of being left out, in order to advance concepts of 
sustainability and conservation, or at the very least mitigate the negative impacts of certain 
decisions. Ultimately, development and extraction will likely occur but it is important to 
make sure it occurs in the most sustainable way possible. It is also important to rhetorically 
connect sustainability and biodiversity to economic interests in these discu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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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패널 발표 및 토론 내용 (요약문-국문)

* 번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역이 발생할 수 있음 

Panel 1: 공유물로서의 심해저

1. 서론

UNCLOS에 따르면 대양저의 대부분은 연안국들이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EEZ)
또는 확대된 대륙붕(ECS)이라고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영역이다. 국가 관할권 이원 

대양저 영역은 “Area.”이라고 불린다. 136조는 “인류의 공통유산”으로서 Area 와 Area 의 

자원을 보호한다. 이는 Area 와 Area 의 자원이 평화적 목적과 모든 국가의 공통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CHM 원칙은 Area의 천연자원을 보호할 것을 요구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저 공유지는 개발과 채굴 체계하에서 이해되고 관리되었다.
광상은 1860년대에 대양저에서 최초로 발견되었다. 그 이후, 대양저에 존재하는 

것의 약 5%만 겨우 탐사하였다. 해저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는 해저로부터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있는 자원을 채굴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였

다. 해저에 대한 상업적 관심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의 해양 광상에 중점을 둔다: 
다금속단괴, 다금속황화물, 코발트가 풍부한 망간 층. 해저 공유지에 존재하는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개발된 유일한 방법은 해적광물 채취법이다. 

2. ISA 관리

국제사회는 단일한 자율적인 국제기관인 국제 해저 기구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해저자원을 관리하기로 결정하였다. 1996년 ISA는 인류의 공통유산인 해저자원을 관리

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UNCLOS조인국들은 모든 국가는 Area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며 Area에 있는 자원은 개발 및 평화적인 이용에 개방적이라는 것에 동의하였다. 
ISA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들이 해저라는 공유지를 탐사하고 개발하는 권

리를 어떻게 행사하는지를 감독할 책임을 진다. ISA가 구상되었을 당시, 국제사회는 개

발과 관련하여 소수의 광물 자원만을 고려하여 ISA의 권한은 전술한 소수의 광물들에 

한정되었다. 
계약 시스템에 따라, 국가, 기업, 연구기관은 해저를 탐사하거나 개발하기 위해 

ISA 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우리는 아직도 해양과 해저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고 

있으므로 이것은 “채광 우선” 방법이다. ISA 가 운영을 시작한 때로부터 수 년이 경과

한 후 해저 광물과 수주 간의 관련성에 대한 이해가 현재에 비해 향상될 것이다. ISA 
는 수주에 존재하는 자원을 관리하는 권한은 부여 받지 않았으나 해저 광물에 대한 ISA
의 관리는 해양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 

Area 에 있는 생태계는 민감하고 독특하므로 Area 의 특정한 부분들은 공유지와 

다르게 관리되어야 한다. 2011년 ISA는 해저 채광의 영향으로부터 area의 기능,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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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미 대륙만큼이나 넓은 심해저편원인 클라리온-클리

퍼톤 해역에 아홉 개의 특별 환경 관심 지역을 만드는 계획을 시작했다. 그럼으로써, 
ISA는 해저 공유지를 관리하는 방법의 중점을 “채굴 우선” 방법에서 “자연스럽게 터득

하기” 방법으로 이동시켰으며 APEIs의 수정된 관리를 채택하였다. areas 에 관심이 있는 

계약자는 광물개발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 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나 계약

의 일부로서 자료를 수집하여 ISA 에게 제출해야 한다. ISA는 계약자가 areas에서 개발

활동을 하는 것을 아직 허가하지 않고 있으나 APEI 시스템은 채광 체제의 일부이다. 
APEIs와 수정된 관리에 있어서 새로운 점은 자료수집, 연구, 자원관리를 위한 새

로운 협력관계를 맺기 위하여 계약자와 채광체제를 ISA 가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해저 

공유지의 거대한 규모와 해저 생태계에 대한 과학적 지식에 있어서의 국가간 차이들로 

인해 공유지의 자원들을 (생물 자원과 무생물 자원 모두)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능

하도록 더욱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 전술한 협력이 얼마나 유익하며 자원관리를 사람들

에게 전파하기 위한 관리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 아홉 APEI당 

여섯 APEI에서, 계약자들은 이미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있었으며, 세 개의 영역들은 아

직 탐사되지 않았다.
ISA는 인류의 공통적인 유산을 실행함에 있어서 수 많은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

하고 있다. 첫 번째 어려운 문제는 UNCLOS 조인국들의 활동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공정한 기준을 ISA가 설정할 것을 요구하는 해저에서의 광물 자원을 개

발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적인 틀을 개발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이익은 경제적인 이익

을 의미한다고 여겨졌으나, ISA는 예를 들어 자료수집, 연구, 생태계 서비스와 같은 비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ISA가 직면하고 있는 두 번째 주요 문제는 국가들이 수락할 환경관리전략을 실

행하는 것이다. 환경관리측면에서 본다면 “채굴 우선” 방법 보다는 “자연스럽게 터득하

기” 방법이 더 유익하지만 상업적 이해관계는 해저 공유지 자원에 대한 계속적인 접근

을 요구하고 있다. “채굴 우선” 과 “자연스럽게 터득하기” 방법 가운데 어느 것을 채택

하건 ISA는 채광의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ISA가 직면하고 있는 세 번째 주요 문제는 인류의 공통유산이라는 원칙이 실행

될 수 있도록 현재의 지식격차를 다루는 것이다. ISA의 지식이 정부, 기관, 산업체, 과학

계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 산업체, 과학계가 ISA의 지식에 접근

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견실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전략이 없으면, 수집된 정보의 가

치는 크게 저하될 것이다. 
ISA가 직면하고 있는 네 번째 주요 문제는 모든 관계자들이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해저의 공동자원을 관리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며 ISA는 비용과 이익을 균등

하게 분배하지 못했다. 정부, 기관, 계약자와 협력을 증가시키면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

으며 공정한 관리를 보장한다. 해저 공유지와 관련된 경쟁적인 활동 및 이익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ISA 는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 방식

으로 갈등을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계자들 간의 협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첨부 2 : 2018년 제13차 국제해양법연차대회 공동개최 참고자료

 185

3. 공유지의 경계

ISA가 인류의 공통유산을 실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려운 문제는 공유지의 경계 

문제 이다 - 지리적 경계와 개념적 경계. 국제사회는 Area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고 제

외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아직도 정확한 범위를 정하지 않아 공유지를 관리하는데 어

려움을 가중시킨다. UNCLOS 1조는 Area 을“국가적 경계가 미치지 않는 존재하는 해저, 
대양저, 심토”라고 정의하여 세계적으로 공유되는 자원이 연안국들의 개별적인 행위 및 

청구에 의해 한정되도록 만든다. UNCLOS 는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을 포함하여 국가

들의 연안으로부터 다양한 거리에서의 다양한 종류의 국가적 관할당국을 정의한다. 
UNCLOS 의 75조에 따라 연안국들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외부경계를 명시한 차

트와 좌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지금까지 32개 국만이 그렇

게 하였다. 이는 ISA가 Area 를 관리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연안국들은 자국의 영해기

선을 정하는데 서로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여 공유지 경계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 연
안국들이 전통적인 기선을 선택하건 직선기선을 선택하건 연안국들은 자국의 배타적 경

제수역 내에 존재하는 해저 가운데 더 넓은 면적을 갖는 해저를 요구한다. 
대륙붕 경계 위원회 (CLCS 또는 Commission) 와 국가가 확대 대륙붕을(ECS) 정

의함에 있어서 대륙붕 경계 위원회의 역할은 해저 공유지에 대한 ISA의 관리에 영향을 

미친다. UNCLOS 의 76조에 따라, 연안국들은 ECS에의 청구에 대한 정보를 CLCS에게 

제출해야 한다. 76조는 국가들에 의한 “해저 약탈”을 인센티브를 주어 장려하였다. 예상

보다 훨씬 많은 100개국 이상이 대륙붕 경계 위원회에 제출을 하였다. 연안국에 의한 

침해로부터 해저를 보호하기 위해 CLCS가 설립되었으나 실제로 CLCS는 국가들이 해저

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을 장려하였다. 
UNCLOS는 전술한 침해로부터 공유지를 보호하는 ISA의 능력에 추가적인 규제

를 가한다. 첫째, ISA 에게는 국가들의 확대된 대륙붕에 대한 CLCS 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지위가 없다. 둘째, 연안국이 영토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 위원회는 협약의 

부속서 5에 따라 해당 연안국의 확대된 대륙붕 제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

로 ISA 는 영토분쟁이 해결되어 해당국가가 CLCS 에 제출을 하기 전까지 해당 국가의 

관할권이 얼마만큼 멀리 미치는지 알 수가 없다. 국가들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유

엔사무총장에의 제출 부족과 함께 전술한 이유로 인해 ISA 는 공유지의 경계에 대한 명

확한 기술을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관리를 어렵게 만든다. 
세계는 연안국들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넘는 활동들에 대한 공동관리시대로 접어

들고 있다. 이미 21개국이 해저 공유지라고 인식되어 왔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경

계 너머 존재하는 석유와 가스 임대허가를 발행하였다. 국가들은 채취활동으로 인해 발

생한 수익을 아직 분배하지 않았으나 UNCLOS의 82조에 따라 수익을 분배해야 한다. 
82조는 배타적 경제수역 너머 하지만 확대된 대륙붕 내에서 비 생물 자원을 개발하는 

연안국들이 개발을 통해 획득하는 이익에 비례하여 “지불하거나 비금전적 기부를 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 82조의 실행과 공유지로부터 발생하는 부를 분배하는 능력은 82조
의 모호함에 의해 제약되고 있다. 첫째, 82조는 자원, 생산, 가치, 양, 장소, 지불, 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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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 기부, 연간과 같은 중요한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았다. 둘째, 지불이나 기

부는 ISA에 의해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스템이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며 ISA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없다. 셋째, 전술한 지불이나 기부비용을 연안국이 부담

해야 하는지 또는 임대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캐나다는 82조를 실행하는데 시험 케이스가 될 수 있다. 캐나다의 배타적 경제

수역 너머 존재하나 ECS(ECS는 CLCS에 의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음) 내에서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입찰을 요청할 시, 캐나다는 “UNCLOS의 82조에 따라 생기는 의무를 이

행하기 위해 임대에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것은 로

열티 부담이나 지불 부담을 계약자에게 이동시키는 문제를 미 해결상태로 만든다. 캐나

다는 공유지를 개발하는 특권에 대하여 어떤 단체가 지불이나 기부를 할 책임을 지는지

에 관하여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불화를 경험하였다. 

4. 한국으로부터 얻어지는 교훈

한국은 대륙붕과 Area에서의 생물자원과 비 생물 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종

합적인 법적 기반을 실행하고 있다. 이것은 Area 에서의 탐사계약과 개발계약을 허가하

는 전제조건으로서 심해저 활동을 관리하는 국내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ISA 의 

견해에 의해 촉진되었다. 법안들을 통과시켜, 한국은 area 에서의 상업적 활동을 위한 해

양기업 기술발전을 장려하고 있다. 
심해저에 존재하는 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대한 한국의 법률은 UNCLOS에서 명

시된 공유지를 관리하는 원칙들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특히 82조의 이익공유요

구원칙, 139조의 Area에서의 활동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관한 원칙, 153(4)조의 Area에
서의 활동들을 행하는 단체들이 ISA 요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ISA에 국가들이 협조할 의무원칙. 
심해저에 대한 한국의 법적 기반의 중점은 심해저에 대한 개발로부터 보다 종합

적인 관리와 환경보호로 이동하고 있다. 법률의 범위는 국가적 관할권을 넘는 Area에서

의 활동을 포함시켜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확대된 대륙붕을 초과한다. 그러므로 

ISA와 계약을 하는 단체는 법률이 부과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법률은 해양환경을 보

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의무, 계약자가 해양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계획을 실행할 의무를 포함하여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다. 법률은 Area 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에 대한 절차요구를 부과한다; 시굴 단계에 있는 단체는 통지요구를 준

수해야 한다. 탐사단계나 개발단계에 있는 단체는 활동에 대한 허가를 받고 계획을 제

출해야 한다. 
한국은 대양 공유지를 관리하는 ISA의 권한과 능력을 직접적으로 강화시킨다. 

법률에 따르면, Area 에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한국의 단체들은 해양수산부로부터 허가

를 받고 UNCLOS에 의거하여 ISA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한국의 법

률은 대양 공유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UNCLOS의 우월성을 인정한다. 한국은 Area 에서

의 활동을 지원할 전문기업을 설립하고 Area 에서의 활동과 관련된 한국정부의 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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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할 권한을 전문기업에게 부여하였다. 
수 년 후 우리는 한국이 국내법을 통해 한국의 단체들에 대한 UNCLOS 의 국제

적 의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하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이는 Area 에서의 한국의 

활동을 지원하고 교육과 정보공유를 통해 과학기술에서의 혁신과 투자를 지원하고 국제

협력을 증진할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타국들이 한국의 선례를 

따르건 자국의 법률을 채택하건, Area 에서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국내법에 대한 ISA 의 요구를 국가들이 만족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5. 논의 

공개 토론회 후에 거행된 논의는 UNCLOS에서 Area가 인류의 공통 유산인 중요

한 장소로 간주되었다는 점을 중시하였다. 국가는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권리가 

주어진다는 생각은 협상에서 급진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그 이유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

렇게 넓은 해양면적은 국제사회를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륙붕 

경계 위원회는 CHM 의 보호자가 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동 위원회의 대부분의 위원

들은 대륙붕에의 확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 출신이며 자금을 지원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대륙붕 경계 위원회는 Area 을 보호하는 역할로부터 국가들이 더 큰 지역

을 요구하는 것을 장려하는 역할로 그 역할이 변화되었다. 
Area 에서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평하게 분배할 것을 요구하는 82

조를 실행하는 것의 어려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ISA는 북극과 관련하여 어느 부분에 

가장 중요한 모호함이 존재하는지를 알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ISA는 조건과 이익

공유방법에 관하여 국제사회 전체에 통일성을 제공하기 위해 연안국들과의 모범 계약을 

개발하는 것을 구상했었다. 하지만 개별국가들은 자국의 법적 전통 및 현재의 정부구조

에 따라 이익공유에 대한 더욱 복잡하거나 정확한 조건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ISA 가 

이익공유를 관리하는 방법 및 ISA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UN사무총장에게 제출한 자료의 부족 및 국가들의 제출물에 대한 위원회의 느린 

처리로 인해 ISA는 Area에 대한 분명한 공간적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이것은 겉으

로 보이는 것보다 ISA 의 관리에 커다란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조인

국들에 의한 활동들의 대부분은 국가들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확대된 대륙붕의 가장자

리에 가깝지 않게 Area 의 이내에서 행해진다. 이러한 동향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

화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모호한 권할권 경계의 실제적 영향은 아주 적다. 

Panel 2: 공유물로서의 극지 

1. 서론:

극 지역은 춥고 빙하가 많으며 회복력이 가장 뛰어난 생물체만이 서식하는 장소

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남극과 북극이 관리되는 방식은 매우 다르다. 남극대륙은 



     해양경제영역 확장을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사업(2018)

188  

국제영토이며 남극조약과 수많은 국제기관들과 체제들에 관리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극은 북극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8개의 국가들의 – 캐나

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연방, 스웨덴, 미국- 주장에 의해 주도

된다. 상기 국가들은 자국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독점권을 주장하며 북극권에 

있는 수역과 빙하를 지배한다. 북극의 토착민들을 대표하는 여섯 개의 조직들은 북극 

위원회의 영구 회원이며 위원회 내에서 북극 토착민의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자문을 한다. 비 북극 국가, 정부간 단체, 의회간 단체, 지역단체, 글로벌 비 정부 기구

는 북극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참관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주로, 북극 위원회의 여섯 

개의 작업 그룹에 참여함. 
기후변화는 극지 관리에 매우 상이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극에서는 

녹고 있는 빙하와 해빙이 연안에 거주하는 인구에게 가하는 위협이 중요한 문제로 간주

되는 반면 북극에서는 얼음이 부서지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환경영향은 

생태계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 북극해의 얼음이 점점 녹아 내림에 따라, 북극권 국

가들과 비 북극권 국가들은 경제적 기회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북극해의 얼음

이 녹음에 따라 열리게 된 해로와 화석연료자원으로 인해 북극에의 연구와 투자가 활발

해지고 있다. 

2. 대양 공유지 관리: 남극으로부터 얻는 교훈

남극에 존재하는 ‘공유지’라는 개념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국가들의 관점에 크

게 의존한다. 아남극 해역에 있는 국가들은 남극 수역에 관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관할

권을 가지고 있지만 국제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남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대양은 

관할권의 지배를 받는다. 7개의 국가들은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남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대양을 공유지로서 이해하고 있다. 1959 남극조약 (AT)
에 의거하여, 모든 국가들은 대양의 부분들에 대하여 집단적인 관할권을 갖는다. 대양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소유되지 않고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는 공유지로서 간주된다.
남극 해양과 동 해양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은 서로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

복적이고 비 위계적인 기관들로 구성된 “복합적 체제” 에 의해 관리된다. 1950년대로 거

슬러 올라가는 이러한 복합적 체제는 다음과 같은 네 개의 주제영역들을 야기하며 공유

지 관리에 교훈이 될 수 있다. 
첫째, 투명성 및 공개적 조사와 관련하여, 남극조약은 국가들이 과학적 탐사와 

활동, 군사적 주둔에 대하여 자기 보고를 하도록 장려하는데 크게 성공적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협의 당사국들이 언제라도 남극의 모든 지역들을 조사할 참관인을 지정하

는 것을 허용하는 남극조약의 조항은 덜 성공적이었다. 최근 조사의 수가 감소하였으며 

이전에는 군사적 활동을 감시할 의도로 수행되었던 조사는 이제 환경에 중점을 두고 있다. 
둘째, 남극조약과 1991 환경보호에 의한 남극조약 의정서는 과학적 연구 및 연

구의 전파 자유를 장려하는데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는 남극을 관리하는 복합적 체제하

에서 과학이 국가들 간의 협력을 위한 통화로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동식물 자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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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하여 새로운 산물을 찾고 발견하며 상업화하는 생물자원탐사는 어려운 문제들을 제

시하였다. 국가들은 과학적 연구를 공유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셋째, 복합적 체제라는 기구는 국가들로 하여금 남극환경을 보호하도록 위임하

고 남극을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통합적인 환경관리를 실행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조약은 생태계를 정의한 최초의 기구들 가운데 하나였으며 국가들

에게 관련 종과 생태계를 고찰하고 보호할 것을 요구하였다. 기구들은 전략적 환경평가

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았으며 남극의 공통자원에 대한 최대의 위협들 가운데 하나인 기

후변화를 다루지 않았다. 로스해 해양보호구역은 자원관리에 대한 생태계 접근법을 실

행하는데 성공적이었지만, 이에 대한 비뚤어진 행동적 반응이 있었다: 자원관리에 대한 

생태계 접근법을 실행 이후 더 많은 선박들이 로스해 해양보호구역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을 신청하여 보호와 규제가 실행된 이후 오히려 자원을 추출하려는 신청은 증가하였다. 
남극으로부터 얻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교훈은 대규모 공유지를 관리하는 복합

적 체제를 운영하는 것은 어려우며 주기적인 검토와 조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기
구가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는 중복되는 책임, 목표, 의무를 인지해야 한다. 국가들은 예

를 들어 영해의 관할권을 벗어난 이원해역에서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UN 협약과 같은 

새로운 국제기구가 기존 체제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고찰해야 한다. 

3. 북극의 해양환경에 대한 생태계 방법

남극에서의 경우와 대조적으로, 북극지역의 자원에 대한 이용은 소수의 주권국

가들과 북극 위원회 (북극 위원회의 회원국은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

웨이, 러시아연방, 스웨덴, 미국임)에 의해 관리된다. 북극위원회는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협정을 채택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 북극연안국들의 영해주장은 북극해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으므로 북극에 있는 글로벌 공유지라는 개념을 실행하는 것을 어렵

게 한다. 
북극해 구석에서의 활동은 북극해의 다른 지역들에 영향을 미치므로 북극 위원

회 는 시급하게 북극의 해양환경에 대한 생태계 접근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유감스럽

게도, 현재의 협정들은 전술한 목표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북극에 있는 18개의 커다란 

해양 생태계들이 국가들의 관할권 너머에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은 독립적

으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2년 간에 걸친 연구와 검토 후 2017년 북극 위원회는 “북극 해양 협력 태스크포

스”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북극 이사회 각료들의 명령은 북극해 사용 필요성을 평

가하라는 것이었다. 입장과 이해관계를 알기 위해 국가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의논을 하

였다. 당사자들의 기능과 해양의 사용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유감스럽

게도 국제적 협력을 통해 사용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

다. 북극에서의 협력에 최대 장애물은 자국의 영해에 대한 관리를 국제기관에게 넘겨주

는 것에 국가들이 소극적 태도를 취한다는 사실이다. 협력은 국가가 더 나은 결정을 내

리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식공유를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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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과정그룹들은 생태계 관리를 위하여 국가들이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제

안하는데 효과적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하지만 국가들은 문제에 연루되는 것을 꺼

려하여 권고를 대폭 줄였다. 미국은 작업 그룹의 상위 집단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해양 

공무원 단체를 제안하였다. 이 단체는 피드백을 제공하며 작업 그룹들의 권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제안은 북극 이사회에 의해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보다 효과

적인 공공관리를 위한 도약점이 될 수 있다.

4. 기후변화와 북극관리 –동북아시아의 시각

특히 동북 아시아 국가들에서 (중국, 일본, 한국) 비 북극권 국가들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고 있다. 북극권 국가들은 북극에 대한 자국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을 원하

지 않지만 비 북극권 단체들에 대하여 더욱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4년 토착

민이나 민간기업과 같이 북극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단체들로 구성된 북극 경제 이

사회가 설립되었다. 북극이사회는 북극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방지할 목적으로 

안전한 운송을 증진하기 위해 2015년 채택되고 2017년 시행된 극지해역 운항선박 안전

기준을 만드는데 국제해사기구와 긴밀하게 협력하였다. 2018년 초 북극 공해에서의 불

법적인 어업을 방지하기 위해 북극 이사회 연안 5개국은 EU, 아이슬란드, 중국, 일본, 
한국과 조약을 체결하였다. 비 북극권 아시아 국가들의 이러한 참여의 증가는 북극지역

에 대한 경제적, 과학적, 환경적 관심의 증가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중국은 북극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증가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다. 중국은 북극

에서의 경제적 이익에 가장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극지 실크로드” 즉 북

극 운송로를 개발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중국은 석유와 가스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북
극은 중국이 에너지자원에 대한 중동에의 의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북극 실

크로드는 전통적인 해상루트에 비해 최고 35% 짧으므로 중국에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중국은 상호협정을 통해 북극문제에 대한 관여를 증가시키고 있다. 
중국은 북극관리에 있어서의 자국의 역할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극관리에 대한 일본의 관심은 경제적 활동 및 과학적 활동과 주로 관련된다. 
2015년 대양정책을 담당하는 일본의 본부는 일본의 북극정책을 발표하였다. 중국과 마

찬가지로 일본도 다 빠르고 효과적인 운송로를 위해 북극해를 활용하는 가능성을 모색

하고 있다. 일본은 국제기관 및 외국과 협력하여 area에서의 과학연구를 증가시키는데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중국, 일본에 비해 훨씬 견실한 북극정책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2018년 7

월 해양수산부가 발표하였다. 한국은 북극에서의 경제적 활동을 증진하고 북극관리에의 

참여를 증가시키고 북극문제에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북극에서의 리더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은 러시아와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였으며 에너지와 운송 기반시설

을 건설할 계획이다. 한국 극지 연구소는 북극에서의 과학연구활동협력을 한국이 증진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12월 한국 서울에서는 북극권 포럼이 거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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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의 북극 연구 기관

북극관리와 정책입안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참가는 한국 극지 연구소 (Korean 
Polar Research Institute (KOPRI) )와 한국 극지 연구 컨소시엄(Korean Arctic Research 
Consortium (KoARC))에 의해 구동된다. 1980년 대 이후, KOPRI는 북극과 남극에 세 개

의 연구소를 설립하고 북극에 쇄빙선을 운영하였다. KOPRI는 극지와 관련된 국내 프로

그램들을 개발하고 실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 연구소 및 기관들과도 협력하고 국제 

연구와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KOPRI는 자율적인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KoARC는 북극연구와 관련된 기관, 대학, 산업체의 네트워크로서의 기능을 한다. 
30개의 회원들이 협력연구를 하며 15개의 주제들에 걸친 연구를 조정하기 위해 “2030 
북극 연구 로드맵”을 만들었다. KOPRI 와 KoARC는 한국이 극지에서의 key player가 되

도록 능력을 함양하는데 협조하고 있다.

6. 논의 

패널 토론에 뒤이어 거행된 논의는 북극에 대한 남극과 북극 이사회의 지배라는 

복합적 체제의 다양한 성공과 실패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북극이사회는 “질투” 또는 

주권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경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회원국들이 새로운 해양 전문가 

집단을 자신의 권한을 잠식하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질투는 새로운 해양 전문가 연

구 집단이 결실을 맺는 것을 못하게 만들었다. 서로간의 질투는 북극 공해에서의 무제

한적인 어획을 방지하기 위한 북극 5 + 5 (EU, 아이슬란드, 중국, 일본, 한국)간의 합의

를 이끌어내는 힘이 되었으며 타성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남극의 복합적 체제는 다양한 정부기관, 비 정부기구, 국제기구가 의사결정에 참

여하도록 만들어 투명성을 증가시키는데 성공적임이 입증되었다. 비 위계적이며 중복되

는 시스템의 불리한 점은 동일한 공간에서 상이한 지역 기구들이 상이한 목표들을 가지

고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조약들은 갈등이 발생할 시 갈등해결장치

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국제환경법의 다른 영역들도 공유지 자원관리에 대한 조정과 협

력 모델로서 사용되거나 특정한 생물다양성 집단들에 대한 태스크포스를 실행할 수 있

다. 다양한 관리 기구들을 연결하는 공식적인 관계가 소수에 불과하므로 소통을 향상시

키는 것은 필요한 첫 번째 단계로 보인다.
극지는 이제 더 이상 극지 주위에 존재하는 국가들에게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많은 비 극지 국가들은 기후변화와 극지 얼음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할 뿐만 아

니라 연구, 어업, 관광 등의 활동을 한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은 방법에 있어서의 변화

를 요할 뿐만 아니라 극지를 공동 목표와 원칙을 가지고 관리할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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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3: 공동 자원으로서 물고기 관리 

1. 서론

20세기의 대부분 동안 어업의 자유에 대하여 세계는 방임적인 태도를 취했다. 
어업의 자유에 대한 방임적인 태도와 함께 뛰어난 효율성으로 물고기를 찾아 잡는 기술

이 발전함에 따라 어장의 황폐화가 가속화되었다. UN 식량농업기구는 세계의 주요 17
개 어장 가운데 7개가 황폐화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개의 어장에서는 물고기를 몽땅 

잡아버렸다고 보고하였다. 저소득 국가들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어업에 크게 의지하므로 

어장의 황폐화에 특히 취약하다.
최근, 어장의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는 자원관리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연

합은 2015년 적합성 개발 목표 (“SDGs”) 를 채택하였다. 이 방법에도 역시 난제들이 존

재한다. 물고기가 수역과 공해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관리를 어렵게 

만든다. 전 세계 어획량의 90% 는 대양의 겨우 3%로부터 획득되며 어획량의 대부분은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부터 획득된다. 최상의 규제는 자원을 요구하며 물류 면에서 어려

운 강제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2. 관리 방법 

어장관리가 달성되는 방법은 상당한 논의를 요하는 문제이다. 공통 주제는 관리

활동이 단독적인 활동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자간 활동이어야 하는가 이다. 다자간 활

동은 수 많은 국가, 지역, 단체, 부문들의 협력을 요한다. 
David VanderZwaag 는 다자간 방법의 한 사례를 논의하였다: 대서양연어관리위

원회 (“NASCO”)는 1983 협약에 의거하여 북대서양에서의 연어보호를 규정하였다. NASCO 
는 북대서양에서의 연어관리에 협력하는 세 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북대서양 연

어는 회유성의 종이며 공해를 가로질러 많은 배타적 경제 수역들로 이동하므로 연어에 

대한 월경 관리가 필요하다. NASCO는 한도량과 같은 문제들을 상의하고 실행계획과 지

침을 준비하고 해결을 도모하였다. 하지만 전술한 위원회들의 규제권한은 제한적이므로 

위원회가 규제조치를 취하려고 할 시 만장일치 결정을 요한다. 
Lorna Innis 는 20개의 조직으로 구성된 국제연합 내 프로그램인 UN Oceans을 

예로 들며 다자간 방법을 설명하였다. UN Oceans의 목표는 글로벌 관리 운동을 통해 해

양관리의 모든 면을 다루는 것이다. 다수의 UN 해양 기관들은 교역, 보호, 개발에서의 

협약안을 작성하는데 협력하였다. Innis 는 통합적 방법의 산물인 카리브해 지역에서의 

성공을 예로 들었다. 
다자간 방법은 여러 가지 이유로 유익하다. 북대서양 연어의 예에서와 마찬가지

로 대부분의 어종들은 세계의 어장들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다. 한 국가가 자국의 

수역 내에서의 어업활동에 일시 중지를 명령할지라도,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에서 발생

하는 어업활동을 통제할 수는 없다. 다자간 방법은 다수의 국가들과 RFMOs 가 보완정

책을 제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관련된 예로는 케냐와 탄자니아에 의해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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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과 같은 국경을 넘는 MPAs 가 있다. 통합 방법은 공동 모니터링 및 보고를 가능

하게 한다. 어장관리에 있어 어려운 문제인 법률의 시행도 용이하게 될 수 있다. 조직화

된 활동은 아이디어, 자원, 자료를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다자간 방법에도 결함이 있다. 통합관리에의 참여는 자발적이며 당사자

들의 참여를 끌어내는데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아이슬란드의 NASCO 탈퇴에

서 보이는 바와 같이 당사국들은 원할 경우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어려움들

은 초 지역 단체나 초 부문 단체에 내재하는 상이한 이해관계들의 작용이다. 예를 들어 

NASCO의 위원회처럼 단체가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중요시할 경우, 이는 단체가 신속

한 조치를 취하는데 방해가 된다. 
단독적 방법은 다수 당사자들의 의견조정을 요하지 않는다. Katrina Wyman은 미 

어업정책의 맥락에서 단독적 방법에 찬성 의견을 피력하였다. Wyman 은 미 어선이 공

해에서 어획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해에서 어획된 물고기를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여 

공해에서의 어획을 종료시킨 미국의 경우를 탐구하였다. 미국은 공해에서 어획된 물고

기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다. 미국 어획량의 대부분은 미국의 광

범위한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부터 획득되므로 전술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미국의 어업

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단독적 방법은 다수의 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다자간 방법

에 비해 실시하기에 더 용이하다. 뿐만 아니라, 단독적 방법은 국가들이나 RFMOs 에 

게 교훈을 제공할 수 있다. 성공적인 단독적 방법은 다자간 활동을 고무할 수 있다. 
하지만 단독적 방법도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많

은 어종들은 합동의 초 국경 방법을 통해 더욱 잘 관리된다. 산업압력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한다면 수입금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단독적 행위는 정치적으로 비현실적이다. 뿐
만 아니라, 단독적 방법은 예를 들어 WTO로부터의 법적 장벽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어장관리에 대한 단독적 방법과 다자간 방법 모두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저

해된다. 과학적 불확실성은 예를 들어 보호한계를 어디에 설정해야 하는가와 같은 적절

한 행동방침을 정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과학적 지식의 부족은 행동방침을 정당화하는 

능력을 제한시킨다. 잘 만들어진 규제조치에도 시행은 커다란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있

다. 많은 해양 포유동물들과 달리 물고기는 대중에게 중요성이 덜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규제에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어업분야 종사자들이다. 지리 기반 관리 활

동은 어류의 이동을 유발하는 대양 온도 변화로 인해 현명하지 않은 방법일 가능성이 

있다. 

3. 경합하는 이해관계와 예방적 접근법 

국가들과 RFMOs 가 상이하며 경합하는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초 지역적 조정과 

초 부문적 조정은 어렵다. 이해관계들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구하는데 있어서 대화가 중

요하다. Innis는 지속가능성과 생물다양성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에 관한 지역 대양 단체

와 지역 어장 간의 대화를 용이하게 한 지속 가능한 해양 이니셔티브(“SOI”)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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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였다. 모든 이해관계가 대화의 장에서 논의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의할 필

요가 있다. 관리에 대한 논의는 개발도상국과 육지에 둘러싸인 국가들의 참여를 요한다. 
문제는 경합하는 이해관계들을 실행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하는 것이다. 예방

적 방법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요한다. 과학적 불확실성에도 불구

하고 예방적 방법이 필요하다. 수 많은 관점들을 고려하고 합의를 얻기 위한 시도를 하

는 것은 필연적으로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 보전 조치가 신속하게 취해지지 않을 시 예

방적 방법은 약화된다. 국가들은 불확실한 생태적 유해성에 대한 규제조치를 취하는 것

에 소극적이다. NASCO의 경험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예방적 방법의 장점은 사회적 이

익과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에 의해 약화된다. 

4. 기후변화와 기타 위협 

어장관리가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려할만한 점이

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어획을 하는지를 단지 통제하는 것만으로는 어종의 상실을 

충분히 다룰 수 없다. 위협들로는 기후변화, 생태계 저하, 오염이 있다. 과학적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인위적인 영향이 어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공해에서 북대서양 연어를 관찰하는 것은 어려우며 수온과 같은 요인들이 북

대서양 연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어장관리 시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어장관리에 있어서 기후변화는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관리하기에 더 용이함으로 인해 국가들과 RFMOs 는 단일 종 평

가방법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복합 종 평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모든 

요인들을 고려하기에는 생태계 접근법이 최상의 방법이다. 

5. 논의

어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아직 해결되

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첫째 , 어업은 환경단체들과 어떻게 의견을 교환하고 공통된 견

해를 찾아낼 것인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업과 환경단체 간

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민간부문이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가? 민간

부문은 관리에 얼마만큼 관여해야 하는가? 최근 국제연합은 민간부문을 활용할 것을 명

령하였으나 민간부문을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민간부문이 취

한 조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RFMOs 내에서 책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

은 무엇인가? 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넷째, 모든 사람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 자리씩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발도상국가들과 육지로 둘러싸인 국

가들을 어떻게 협상 테이블로 불러낼 것인가? 어떤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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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4: 공유지관리에 대한 제도적 접근법 

1. 서론 

대양 공유지 관리는 17세기에 제시된 해양의 자유라는 개념에 근거하였다. 이 

개념에 근거하여, 어떤 주권국가도 대양 공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으며 대양 공

유지를 사용할 수 있다. 공해의 저변에 존재하는 사고방식은 주권의 원칙과 대조적이다. 
국가는 영해의 관리에 절대적인 지배권을 갖는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부문별 관리와 

영역별 관리가 등장하였다. 
해양 공유지와 해양 공유지의 자원을 관리하기에 현재의 관리 제도는 부족하므

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부문별 관리는 어업에서 운송에 이르는 해양과 관련된 

특정한 부문들을 다룬다. 영역별 관리는 공간적으로 결정되는 관리이다. 부문별 관리와 

영역별 관리 모두 일관성이 없는 해양관리로 이어진다. 특히 다양한 관리단체들 간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 부문들 간의 갈등을 다루기 위한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양에서의 다양한 활동들이 미치는 누적적 영향은 영역별 관리 하에서는 적절

하게 평가될 수 없다. 공간 기반 관리는 유연하고 이동성이 있는 해양생태계와 종의 성

질과 조화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20세기 후반부터 해양 관리에 통합적 접

근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2. 공해관리의 약점 

현재, 공해는 일관성이 없는 규칙제정과 빈약한 실행으로 시달리고 있다. 무제

한적 활동들은 해양환경을 저하시키고 있다. 조약, 지역적 해양 프로그램, RFMO 감독에 

있어서 지리적 격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격차들은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며 격차들을 다

루기 위해서는 협동과 소통이 필요하다. 

3. 사례연구 

a. Seline Trevisanaut 는 현재의 해양관리에 체계가 결여되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해양 에너지 부문을 사용하였다.

해양 에너지 부문은 산업계가 주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해양 에너지의 관리에 

있어서 기관 통합이 부족하다. 해양 에너지 부문은 온실가스 규제법에서 인권법에 이르

는 다양한 법률의 대상이다. 예를 들어 해양 에너지 생산과 같은 해양활동에 대한 비위

계적 관리는 규제에 있어서의 차이와 중복을 유발시켜 비효율성을 증가시킨다. 
해양에서의 새로운 활동의 증가는 법률과 규정을 요한다. 해양 에너지 부문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관리에 있어서 통합의 부족은 “통합적 해양관리”를 요하는 통합적 접

근법과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라는 국제연합총회의 비전에 어긋난다. 상이한 이해관계로 

인해 다양한 부문들과 법적 체제를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
Trevisanaut 는 전술한 맥락에서 글로벌 기관, 조약, 협정, 지역 단체들을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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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녀는 다수의 지역단체들이 해양 에너지 부문 관리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해양 에너지 부문 계획이 있을 경우에도 실행과 준수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

다. Trevisanaut 의 연구결과는 관리결정이 국가나 지역에 맡겨지면, 국가나 지역은 적절

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차이를 다루고 통일성을 제공할 

글로벌 관리 모델이 필요하다. 
지역주의의 자유로운 모델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글로벌 관리가 목표일 경우, 지

역차원에 지나치게 중점을 두면 국제적 준수의 효과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자유로

운 지역주의는 글로벌 관리 체제에 대한 욕구를 감소시키는데 원인이 된다 - 특히 현 

시스템의 비 체계성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업체들에서. 현재, 조약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

이므로 확대되어야 한다. 관리에 대한 기관의 접근법에 있어서 민간부문이 해야 할 역

할이 있을 것이다. 

b. Gabriele Goettsche-Wanli는 해양관리문제를 다루는 국제연합 내에서의 기관  

  접근법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부문에 중점을 두는 현재의 관리체계는 모든 부문들에 걸친 일관된 관리방법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첫 번 째 글로벌 통합 해양 평가와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 하지만 

UNCLOS의 입안자들은 전체론적이고 일관적인 접근법을 거부하였다. UNCLOS이 창설

되었을 당시, 국제연합이 해양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한 법률에는 통합적 관리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의 법률은 부문별 접근법을 장려하였다. 
UNCLOS제정 후 UN 총회는 해양문제를 전체적으로 고찰할 필요성을 강조하였

다. UN 총회는 글로벌 기관이 UNCLOS 의 실행과 해양 관련 개발을 검토 및 평가해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UN 총회는 보고와 평가를 위한 정기적 방법인 토론과 BBNJ 과
정을 다룬다. 

UN 총회는 BBNJ협의에서 UN 총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단호

한 태도를 보였으며 준비 위원회의 권고를 평가하고 BBNJs의 지속 가능한 사용에 관한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정부간 회의 (“IGC”) 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BBNJ 협의에 대한 UN 총회의 접근법은 UN 총회가 글로벌 단체

와 지역 단체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커다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BBNJ 
협의의 결과는 기존의 법적 제도와 체제를 약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Goettsche-Wanli 는 UN Oceans 의 구성 및 책무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 UN 
Oceans 의 목적은 UN 시스템 내에서 해양과 관련된 활동의 조정을 증진하는데 있다. 기
관간 정보교환을 용하게 하고 협력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여 UN 시스템 내에서 해양

과 관련된 활동을 조정하는 것이 증진될 수 있다. 하지만, UN Oceans 의 구성원들은 권

한과 자원이 부족하다며 고충을 피력하였다.
.David Freestone 은 사르가소해 위원회(Sargasso Sea Commission) 의 경험 및 사

르가소해 보호에 대한 기관접근법과 관련하여 얻은 교훈을 공유하였다. 사르가소해 위

원회의 목표는 사르가소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사르가소해를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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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기존 단체들과 협력하고 실행가능성 분석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르가소해 

위원회는 생태적 중요성으로 인해 사르가소해에 중점을 두었다. 
사르가소해 보호 협력을 위한 해밀턴 선언 (March 2014)은 조인국, 참관인, 위원

회, 사무총장으로 구성된 조직을 탄생시켰다. 조인국들은 사르가소해를 보호한다는 공통

목적에 협력하였다. 조인국들은 위원회에 조언을 하고 국제기관들에게 제안을 한다. 위
원회는 사르가소해의 건강과 상태를 감시하는데 있어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위

원회는 보호조치를 위한 실행계획과 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위원회는 장기적인 동향 및 인간활동을 이해하기 위한 관리도구를 위한 NASA와

의 협력을 포함하여 사르가소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수행하였다. 위

원회가 행할 다음 단계는 해밀턴 선언을 지역적 해양관리조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지역적 해양관리조직의 역할은 BBNJ 프로세스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강하는 것

이다. 
수 많은 활동들을 통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었다. 첫째, 현재의 관리 

시스템은 분열되어 있으며 타성으로 인해 변화를 시도하기가 어렵다. 둘째, 기존 관리체

제하에서의 의무들에 대한 –특히 전달과 정부간협력 의무-준수가 부족하다. 셋째, 예방

적 방법에 대한 저항이 존재한다. 예방적 방법 실행에 대한 소극적 태도는 효과적인 보

호조치를 수립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넷째, 자발적인 국제협력과 민관협력이 중요하

며 상당한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다. Freestone은 체계적인 ABNJ관리가 글로벌 차원과 

지역적 차원 모두에서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4. 논의 

해양관리에 대한 제도적 접근법에 대한 논의는 관념적 차이에 대한 논의는 적고 

기술적, 합헌적 문제에 관한 논의가 많았다. 발표들의 공통주제들로는 제도적 관리를 수

립하기에 적절한 수준과 기존의 법적 제도를 약화시키지 말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글로벌 관리 제도가 실행 불가능할 수도 있으나 글로벌 차원에서의 소통이 필요

하다. 사람들로 하여금 토론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이다. 이것

은 BBNJ 협의의 긍정적인 결과들 가운데 하나이다; 위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BBNJ 협의의 결과가 기존의 제도를 약화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기존의 제도를 지원하고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기관과 과정 집단은 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이럴 경우, 새로운 기관들을 

설립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다. 
UN Oceans는 해양관리 조정에 있어서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현재

의 분열을 다루는데 적임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UN Oceans 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

한이 없다고 여겨 분열을 다루기 위한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질문

을 제기할 수 있다. 기관으로서 UN Oceans 이 강화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질

문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은 차이를 다룰 수 있도록 수 많은 활동들을 가진 영역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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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주요한 문제는 자금

부족이다. 

Panel 5: 해양과학연구 –공유지 관리 지원 

1. 서론

해양과학연구 (MSR)에는 지질학, 화학, 생물학, 생명공학, 물리학, 지구물리학,수
로학, 해양학, 해저지각시추 등의 분야에서 행해지는 과학적 활동들이 포함된다. 연구자

들은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해저, 공해, 대양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해양 시스

템 및 인구에 인간의 활동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므로 해양과학연구는 해

양환경을 보호하는데 필수적이다. 해양과학연구는 어업을 발전시키고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해양과학연구는 해저와 대양저의 움직임을 조사하는데 사용되어 대양과 

대기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파랑과 해류를 연구하는데 도움이 된다. MSR 는 선박과 잠

수함이 항해하는데 도움을 주어 국가들의 안보에 기여한다. 
해양과학연구는 해양환경변화를 관찰하고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인간의 활동

이 해양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가 향상됨에 따라 해양법은 보호활

동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UNCLOS는 해양과학연구를 직접적으로 관리하지만 해양에서

의 연구를 수행하고 관리하는 방법들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들이 존재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협상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협약에서 해양과학연구에 대

한 정의를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협상 당사자들은 해양과학연구가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Area 에서 수행되는 해양과학연구는 “인류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Articles 240, 143)는 것에 동의하였다. 해양과학연구를 수행할 시 국가

와 연구자가 져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국가 관할권 너머 존재하는 

areas 에 있는 해양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하게 사용하는 것에 관한 논의는 공

해에서의 해양과학연구 실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2. 해양과학연구: 공해에서의 자유와 지역사회의 이익을 조화

해양과학연구는 공해의 “다섯 번 째 자유”로 간주되며 UNCLOS의 87조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87조에는 다음과 같은 개방형 통고가 포함되어 있다: 과학

적 연구를 수행하는 자유는 협약의 “ Parts VI 과 XIII”에 따른다. 87조에서 언급된 권리

의 성격은 모호하며 “모든 국가들”에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수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것은 해양과학연구에 대한 명확한 정의의 결여와 함께 BBNJ협상을 성공적

으로 추진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Part 13은 공해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조항들이 Area에 적용 

가능하므로 모든 국가가 해양과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자유가 공해로 확장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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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분명하다. 첫째, Part 13의 일반조항들은 해양과학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국가의 의무를 포함시켰다. 해양과학연구에 자국의 이익을 추구

하는 국가의 자유는 국제사회의 이익에 의해 제한된다. 예를 들어 242조, 269조와 같은 

조항들은 “상호이익에 기초하여” 해양과학연구를 증진하고 해양과학연구에 있어서 국제

적 협력을 증진할 의무를 부과한다. 243조는 국가들이 국제적 합의를 통해 해양과학연

구에 수행에 유리한 조건을 창조하고 과학자들의 노력을 통합시킬 의무를 부과한다. 
244조는 해양과학연구의 결과를 국가가 발표하고 전파하며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정보를 

보급하는데 기여할 것을 요구한다. 정확하게 어떤 종류의 출판, 전파, 홍보활동이 충분

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UNCLOS 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양과학연구를 수행할 자원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그렇지 않은 국가들

에게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전술한 의무들이 공해에 무엇을 수반하는지를 다루는 것은 UNCLOS를 강화하고 

BBNJ 과정에 도움이 된다. 우리는 현재 공해 공유지의 맥락과 국제사회의 이익 맥락에

서 해양과학연구를 가동시킬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한 토대는 이미 협

약에 마련되어 있다. 그렇게 할 의무도 역시 협약에 포함되어 있다. 공유지에서 해양과

학연구를 실행하기 위해 응답되어야 할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적절한 과학적 방법은 

무엇이며 어떤 수단들이 협약과 부합하는가? 국가들은 전술한 과학적 방법들에 대한 공

통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해양과학연구가 해양에 대한 적법한 사용을 부당하지 않게 

방해하지 않는지를 국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

해 UNCLOS 에 따라 어떤 규정이 채택되어야 하는가? 전술한 규정들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되어야 하는가?
공해체제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협력적 해양과학연구의 사례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남극조약 시스템은 남극연구 과학 위원회를 설립하고 과학적 지식

을 증진하고 글로벌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남극에 대한 국제적 연구를 시작하고 조정하

는 책임을 진다. 80개국 이상 출신의 2,700명의 과학자들이 참여한 최대 규모의 글로벌 

해양과학연구협력인 2000-2010해양생물조사는 공해에서의 해양과학연구를 위한 모델이 

될 수 있다. 공유지에 중점을 둔 원칙이 우리의 이해를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해에

서의 해양과학연구는 인류의 이익을 위하여 해양환경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증가시켜야 

한다.

3. 태평양 편절 IDEA 

글로벌 기후변화가 해양의 모든 작용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가와 국

제기관들의 협력과 지식공유를 증진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검프 사우스 태평양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태평양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

해 현지 섬 생태계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태평양의 엄청난 크기로 인해 

태평양 전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과학자들은 태평양에 비해 작

은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동향을 대양 크기 모델들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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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백화와 해양산성화에 관한 예측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국제사회가 산호백화와 

해양산성화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된다. 
지역 생태계를 연구하는 것은 글로벌 차원에서 예측을 하며 생명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유전체를 연구하는 것은 다양한 종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해양산성

화와 같은 사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각각의 암초에 얼마나 

많은 유전체 회복력이 존재하는지를 아는 것은 전 세계 암초들에 얼마나 많은 회복력이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지구관측그룹(GEO)은 전 세계에 걸쳐 획득된 유전체 

자료를 통합하고 지구 아바타를 만든다. 지구에 대한 디지털 표현으로서, 아바타에는 모

든 중요한 분자작용과 행성작용이 포함되어 있다. 
“섬 아바타”를 만든다면 지속가능성 연구를 크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속

가능성 연구는 모든 동식물을 차례로 배열하여 섬에 무엇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내고 생

물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지를 알아내며 이 정보들을 수량화하는 것을 요한다. 
Moorea에서는 무레암섬 디지털 생태계 아바타 (IDEA)가 기후, 환경, 생물다양성, 인간활

동 간의 연계와 피드백을 모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업규제와 같은 지속가능성 계

획이 단일 생태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정한다면 자원은 더욱 잘 관리될 수 

있다. 

4. 공통자원으로서의 해양 자료

해양과학연구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과학적 자료관리를 향상시키고 투자하는 것

이다. UNCLOS 의 133조와 136조는 인류의 공통유산인 자원을 Area에 존재하는 고체, 
액체, 기체 광물자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이 자원들에 대하여 우리가 수집하는 자료

도 공통적 유산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 해양과학연구자료는 이미 연구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지만 다수의 요인들로 인해 해양과학연구자료들이 통합되지 못했다.
해양과학연구자료를 통합하기 위해 극복되어야 할 가장 커다란 장애물 가운데 

한 가지는 자료관리이다. 자료를 수집하고 편집하며 관리하는 기관, 협력 그리고 프로그

램은 자료를 독립적으로 관리하거나 타 데이터세트에 일부분만 통합한다. 다양한 단체

들에 의해 다양한 장치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되므로, 다양한 관측 시스템이 사

용되고, 다양한 측정을 하며, 다양한 언어들이 자료를 저장한다. 이러한 차이들은 통합

을 더욱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도록 만든다. 뿐만 아니라, 현재 공유되고 있는 해양과학

연구자료에는 메타데이터가 부족하다.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즉 메타데이터)는 공유되

는 자료의 활용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해양과학연구는 메타데이터가 매우 부족하다. 
자료는 기업, 연구자, 정부에 의해 독립적으로 수집되므로 해양과학연구자료에 대한 표

준품질관리절차와 표준자료교환포맷이 없다. 이것은 지식이전을 방해하여 과학계가 이

미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크게 제한시킨다. 
해양과학연구자료를 통합하는 것은 수많은 장점을 갖는다. 첫째, 해양과학연구자

료통합은 환경관리와 관련하여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더욱 적절하고 효과적인 정책

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된다. 둘째, 충분하고 적절하게 통합되면, 데이터베이스는 자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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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라는 원래 목적보다 많은 질문들을 다루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실제세계의 문제

들에 응답하는데 도움이 된다. 셋째, 잘 관리되고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는 독립적으로 관

리 및 저장되는 자료에 비해 낮은 비용에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료문제를 해결하고 자료를 인류의 공통유산이라는 개념에 통합하기 위해, 국

제사회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들이 존재한다. 해양과학연구활동을 위한 메타데

이터의 포맷에 관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정책결정을 하고 정책결정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를 다양한 기관들이 의지할 수 있도록 표준품질관리절차가 실행되어야 한다. 수집

된 자료를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어휘세트와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확립되고 

표준자료교환포맷이 확립되어야 한다. 

5. 논의 

공개토론에 참석한 토론자 발표에 뒤이어 거행된 토론은 기술적 난제보다는 해

양과학연구자료관리에 있어서의 사회학적 난제에 중점을 두었다. 정보를 공유하는데 수 

많은 난제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였다. 첫째, 과학계에서조차, 금전적 보상이나 인정과 

같은 보상 없이 연구의 산물을 공유하는데 소극적이었다. 자료는 중요한 자산이므로 어

느 누구도 연구자에게 자료를 공유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연구자에게 어떠한 보상도 

제공하지 않고 연구자가 자료를 타인들과 공유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과학자는 자료를 공유하면 나중에 연구를 발표하는 자신의 능력이 저해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다. 자료공유네트워크는 민간부문에서 바람직한 행위를 장려하는

데 성공적이었다. 자료공유네트워크에 함께 한 사람들이 자신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와 

공유하고 타인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유익함을 체험함에 따라 자료공유네트워크에 더

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해양과학연구분야의 모든 참가자들에게 상호이익을 제

공하는 자료공유네트워크는 보상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자료조작처리를 방지하는 방

법이 될 수 있다.
둘째, 연구자들은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자료와 연구결

과를 공유하는데 주저할 가능성이 있다. 자료를 공유한다는 것은 프로젝트가 완전하며 

자료를 타인이 조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신호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자료공유와 관

련된 세 번째 난제는 연구자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라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학자는 국적으로 인해 자료를 수집 또는 공유하거나 과학자들과 협력하는 

것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상이한 규정들을 준수하는 것이 자료공유를 못하게 만들 수

도 있다. 
연구자들이 메타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지 않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연구에 상당한 비용을 추가시키기 때문이다. 메타데이터 수집에 보상을 제공

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나 그

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료나 메타데이터를 조작하도록 유발할 가능성이 있

다. 해양과학연구를 수행하는 국제기관이나 연구자 네트워크가 사람들이 메타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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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들려고 시도한다면, 사람들이 인센

티브 시스템을 악용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방법이 필요하다.
해양과학연구에서의 자료관리와 자료공유와 관련된 문제들은 진행 중인 BBNJ 

협상에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다. 협상의 최종 결과물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람들이 표

준자료수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지원과 장려책이 필요하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떤 파일을 사용하며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실시

요강이 해양과학연구를 지원하는 유용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자료관리

해결책은 부담과 이익 모두를 분배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분배되지 않는 자료는 

자료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단체에게 부담이 된다. 분배된 시스템에 자료가 통합되면, 개
인의 부담이 감소되고 다양한 공동체가 자료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다. 법률 전문가

는 공동체가 자료를 사용할 시 법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어떤 권리로 공동체가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특정한 자료를 사용하였음

을 인정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분명히 해야 한다. 

Panel 6: 공통자원으로서 생물다양성 관리

1. 서론 

해양 생물다양성은 의료나 공학과 같은 분야들에서의 혁신을 촉진할 뿐만 아니

라 해양생태계의 건강과 생산성에도 중요하다. 종과 기능의 다양성이 없다면, 생태계 위

험은 붕괴한다. 국가 관할권 너머 존재하는 해양영역들은 글로벌 해양의 2/3를 차지하며 

해양영역들에 존재하는 생물다양성은 자원추출에 관한 규정의 결여로 인해 엄청난 스트

레스를 받고 있다. 국가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해양영역들은 글로벌 공유지로 간주된다. 
빈곤을 없애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생물다양성은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

되고 있다.
1993년 생물다양성보존협약 첫 번째 회의가 거행되었다. 하지만 생물다양성보존

협약 은 국가 관할권 영역 내부에 존재하는 생물다양성에만 적용되었으며 2002년 지속

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에서야 비로소 국가 관할권 영역 내부에 존재하는 생물

다양성과 국가 관할권 외부에 존재하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WSSD) in 
2002. WSSD 는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으로부터 획득되는 이익을 공유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술이전과 생물안전 뿐만 아니라 본 가이드라인( Bonn Guidelines)을 요청하였다.
국가가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것을” 지시하는 UNCLOS 192조는 국가 

관할권 이원 영역에서의 해양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출발점을 제공한다. 국가 관할권 

이원 영역을 보호함에 있어서의 진전은 다음과 같은 2개의 방면으로 진행되었다. 첫 째, 
예를 들어OSPAR 협약 (북동 대서양)과 같은 지역적 활동은 특정한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을 추구하였다.
둘째, 국가 관할권 이원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이며 법적 구속력을 갖는 

기관을 설립하려는 국제적 노력이 진행 중에 있다. 2004년 UN 총회는 유엔해양법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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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거하여 생물다양성 보호에 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기관을 설립하는 결정을 내린 

특별 비공식 과정그룹을 창설하였다. 그 후, 기관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

기 위해 국가 관할권 이원 영역 준비위원회가 여러 차례 모임을 가졌다. 최종 권고안이 

현재 마무리 과정 중에 있다.

2. 해양 유전자 자원

해양 유전자 자원 (“MGR”) 문제는 국가관할권 이원영역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장 이론의 여지가 있는 쟁점들 가운데 하나이다. 사회는 특히 생물다양성 맥락에서 

해양 유전자 자원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해양 유전자 자원을 사용

하도록 장려하는 경제적 유인들이 존재한다. 해양 유전자 자원을 무제한적으로 추출하

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인해 합당하지 않다. 첫째 , 해양 유전자 자원은 생태학

적으로 중요하며 생물다양성의 상실은 전체 생태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해
양 유전자 자원 에 대하여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많다. 2백만의 종과 수 십억의 미생물

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과학적 불확실성은 해양 유전자 자원이 지속 가

능하지 않게 사용된다면 알려지지 않은 생태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이 영원히 상실될 수

도 있음을 의미한다. 
해양 유전자 자원과 같은 미 실현 상품을 다루는 방법에 대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은 언급하지 않았다. 유엔해양법협약은 국가 관할권 이원 영역에 존재하는 해양 유전자 

자원이 인류의 공통유산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유엔해양법협약은 

Area가 인류의 공통유산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은 Area가 아닌 부분이 인

류의 공통유산이 아니라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류의 공통유산은 해양 생태계 

온전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이것은 해양관리제도에 있어서의 커다란 

결함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이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해결책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3. 생물다양성관리 접근법 

생물다양성에 관한 현재의 논의는 국가관할권 이원영역에 존재하는 생물자원의 

추출 및 사용과 국가관할권 이원영역에 존재하는 생물다양성의 보호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를 알아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국가 관할권 이원 

영역 준비위원회의 원칙들에서 표현된다: (i)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에게 유익할 것” (ii) 
“해양과학연구개발을 증진할 것” 이것은 공해자유라는 개념과 인류의 공통유산이라는 

개념이 상호 배타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도록 만든다. 
Harriet Harden-Davies 는 공해자유라는 개념과 인류의 공통유산이라는 개념이 상

호배타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해양으로부터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을 얻

으면서 해양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결책은 특히 과학기술공유와 능력배양을 통

해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BBNJ를 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사용하

는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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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르면, “실제적 가치나 잠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유전물

질이다. 해양 유전자 자원은 금전적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량안보, 공중보

건, 생물다양상 보호,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면에서도 가치를 갖는다. 그러므로 생물다

양성보호는 중요하다. 
이익공유는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 자원에 관한 2001 국제조약(ITPGRFA)은 이익공유와 관련하여 

고려할 다음과 같은 네 개의 방법들을 제공한다: (i) 정보의 교환; (ii) 기술이용과 이전; 
(ii) 능력배양; (iv) 상업화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과학기술을 공유하는 것도 이익공유의 한 종류이다. 해양과학연구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능력에 있어서의 불균형은 국가가 이익을 실현하는 능력을 방해한다. 해양과

학연구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능력에 있어서의 불균형은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국가들에

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재 해양과학능력은 국가들 간에 차이가 있다. 해양을 감

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해양감시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것은 국가에 

의해 자금이 제공되고 지역적으로 조정되며 세계적으로 공유 및 활용되는 분권화된 네

트워크를 통해 행해질 수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과학기술공유와 능력배양에 대하여 규정한다. 244조는 국가와 

국제기관은 과학적 연구의 결과를 전파하고 과학적 자료의 이동을 증진하며 교육을 통

해 개발도상국들의 과학적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69조는 기술이전

을 다룬다. 실행은 복잡하며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익공유방법은 국가관할권 

이원영역에서의 개발과 지속가능성이라는 경합하는 이해관계들 간의 간극을 메우는 방

법이 될 수 있다. 
Cymie Payne 는 해양 공유지에서의 보호활동과 지속가능성활동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공익 신탁은 BBNJ의 지속적인 보호를 보장하는 법적 체

제를 제공할 수 있다. 공해자유권 접근법은 해양자원이 지속 가능한 한계를 너머 개발

되므로 생태계 붕괴를 초래한다. 해양 생물다양성을 보호할 필요성에 대한 합의는 이루

어졌으나 해양 생물다양성을 보호할 방법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익 신탁

은 국가에게 국가관할권 이원영역에서의 보호조치를 합법적으로 시행하는 지위를 제공

할 수 있다. 공익 신탁의 저변에 존재하는 개념은 BBNJ협상의 지도원리가 되어야 한다. 
신탁은 공적 사용을 위해 특정한 자원을 보유하는 법적 원칙이다. 공익신탁은 

신탁관리자, 수익자, 보호되는 자원이 존재할 경우 성립된다. 공익신탁의 경우, 한 개 이

상의 국가는 신탁관리자, 현재와 미래 세대는 수익자, 자원은 공해이다. 전술한 신탁의 

신설은 국가가 공해와 공해의 생물다양성을 낭비와 파괴로부터 보호해야 할 신의성실의

무를 부과한다. 국가가 손해배상을 추진하는 경우, 국가는 생태적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

해 수입이나 현물 서비스를 사용할 의무가 있다

공익 신탁을 활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점들이 있다. 첫째 공익신탁은 해양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무를 집행할 지위를 국가에게 제공한다. 둘째, 
공익신탁은 환경보호에 사용되었으므로, 공익신탁에는 적법성이 존재한다. 셋째, 공익신



첨부 2 : 2018년 제13차 국제해양법연차대회 공동개최 참고자료

 205

탁이 적용된 상황들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넷째, 공익신탁은 환경 중심의 원리가 

널리 보급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해양이 공동체의 재산이라는 개념이 어느 곳

에서나 존재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공익신탁을 사용하는데 다음과 같은 한계들이 존재한다. 첫째 공익신탁

은 재산권의 할당을 다루지 않으므로 재산권의 할당은 논쟁거리가 되는 사안이 될 가능

성이 있다. 둘째, 의무의 집행은 국제법원과 재판소의 절차에 의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 
공익신탁이라는 개념은 남극관리체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국제법에서 채택되

고 있으나 BBNJ협상의 지도원리 중의 하나는 아니다. 공익신탁으로서의 대양은 BBNJ논
의에서 다루어진 적이 없는 새로운 개념이다. BBNJ 과정은 해양에 대하여 공동체가 필

요로 하는 것을 포착할 원칙을 찾고 있다. 오래된 익숙한 원칙들은 이러한 독특한 상황

들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익신탁은 BBNJ 과정에게 해양관리를 이해하기 위한 

법적 개념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양을 보호하는 국가 의무의 범위와 성질 및 

국가가 지속가능성 조치를 시행하는 지위를 갖는 권한과 같이 BBNJ 과정에 의해 고려

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 
문제는 진행 중인 BBNJ 과정이 경합하는 이해관계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국가관

할권 이원영역에 존재하는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에 적절한가 하는 것이다. Elizabeth 
Mendenhall 은 BBNJ 과정이 생물다양성에 중점을 두지 않으므로 국가관할권 이원영역

에 존재하는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BBNJ 협상은 현재 두 개의 상이한 고찰 트랙을 추진하고 있다. 그것들 가운데 

하나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파괴를 제한하여 생물다양성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하는 것이

며 나머지 하나는 자원으로서 생물다양성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다. 전술한 2
개의 고찰들은 서로 조화하지 않으므로 이 고찰들 간에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BBNJ 를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자원의 생태학적 중

요성과 같은 과학적 의견이 필요하다. BBNJ 협상은 의사결정을 위한 충분한 과학적 정

보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해양에 대하여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많다. 종의 2/3가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수주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과학적 능력이 빈약한 개발도상국

으로부터 제공되는 자료는 선진국에 비해 적다. 
과학적 자료의 부족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재 어

느 곳에서 MPA를 실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택기준은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가진 지

역인가 그리고 충분한 인구를 가진 지역인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앞에서 언급한 선택

기준에 적합한 장소들이 해양에 많이 존재할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에 대한 자료가 부족

하다. 그 결과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으며 가장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보호되고 있다.
2개의 경합하는 고찰들을 조화롭게 하는 맥락에서 BNJ 과정에 산업계의 의견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산업체의 이해관계는 보호활동과 상충하므로 산업체

가 지나치게 많은 의사결정권한을 갖게 되면 해양보호조치는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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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예를 들어 광업권이나 석유 채굴권을 통해 국가관할권 이원영역에 사유재산을 창

설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현재 일본은 부문별 기관들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영향력이 산업과 자연보호론자 사이에서 한 쪽으

로 기울어진 현상의 계속이다. 
다음 단계는 BBNJ에 대한 견실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요구하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로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당사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과학연구에 

최대한 많은 투자를 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 목표는 BBNJ의 보호를 위한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법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4. 논의 

관심사는 공익신탁원칙에 따라 국가가 해양에 대한 신탁관리자가 되는 것이 얼

마나 적절한가 하는 것이다. 법적인 면에서 말하자면, 국제연합과 같은 국제기구가 신탁

관리자가 되기 보다 국가가 신탁관리자가 되는 것이 더 용이하다. 뿐만 아니라, 국제기

구는 국가들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국가가 신탁을 설립하는 자일 경우, 국가

가 또한 신탁관리자가 되므로 언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제기구가 

관여해야 한다. 국제연합 회원이 국가회원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회원은 국가들로부

터 어느 정도 독립적이다.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부터 시야를 확대하여 해양보호라는 

더욱 광범위한 이익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은 어렵다. 이럴 경우 국가의 이익은 

더 커다란 집단의 이익의 일부가 된다. 생태계의 붕괴는 개별 국가들과 글로벌 공동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공익신탁원칙은 인정되는 법적 체제이므로 국가들이 이 접근

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가들이 시행을 할 

외부 당사자 없이 공익신탁원리를 따를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

다. 공익신탁원리에 따라 개발을 방지하는 책임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도 해

결해야 할 문제이다.
신탁이라는 개념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의무를 창설하는 것이다. 지

식은 고갈됨이 없이 재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다. 그러므로 과학적 연구와 과학적 지식

의 공유는 신탁에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해양 유전자 자원에 대한 지식을 많이 획득할

수록 우리는 그것에 더 많은 가치를 추가할 수 있으며 미래 세대를 위한 관리의 중요성

을 더욱 강조하게 된다. 여기에서의 관심사는 자료와 정보에의 접근성이다. 
BBNJ 협상을 포함한 모든 부문들에 걸친 해양관리논의는 갈등을 빚는 이해관계

를 수반한다. 산업체와 국가는 적합성 및 보호와 상반되는 경제적 이익을 원한다. 지속

가능성과 보호를 추구하고 특정한 결정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부문들이나 

국가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발과 추출은 가능하다면 가장 지속 가

능한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속가능성과 생물다양성을 경제적 이익에 연

결시키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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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역가능성에 따라 원본(영문) 자료와 병행하여 검토필요 

Nigel BANKES 

INDIGENOUS PEOPLES AND ARCTIC OCEAN MANAGEMENT – Nigel Bankes, University of 
Calgary

This presentation will examine Indigenous legal interests in Arctic Ocean management drawing 
where appropriate on examples from Canada’s arctic marine area. The presentation will examine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Arctic Council and the recently concluded Central Arctic Ocean 
Fisheries Agreement), Inuit declarations and proposals with respect to Arctic ocean management 
(including the work of the Pikialasoruaq Commission) and domestic law instruments (including 
relevant land claim agreements, particularly the Nunavut Final Agreement as well as well as the 
Nunavut Act and proposals for devolution).

토착민과 북극해 관리 – Nigel Bankes, 캘거리 대학교

이 발표는 캐나다의 북극 해양 지역으로부터 얻어진 사례들에 중점을 두어 북극해 

관리에 있어서 토착민의 법적 이익을 검토한다. 이 발표는 국제법(북극 위원회와 북

극해 어장 협정을 포함하여), 북극해 관리에 대한 이뉴잇족 선언과 제안(Pikialasoruaq 
위원회의 연구를 포함하여), 국내법(토지 요구 협정을 포함하여 – 특히 누나부트준주 

협정과 권력이양에 대한 누나부트준주 법과 제안)

James BOUTILIER 

WHERE DO WE GO FROM HERE? CAN WE TRUST CHINA ANYMORE? – James Boutilier, 
University of Victori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a great power with understandable great power concerns about 
def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us, persuasive arguments can be advanced to explain 
Beijing’s dedication to ensuring China’s maritime security. But do those arguments justify 
Beijing’s actions when the expansion of Chinese power into the South China Sea entailed riding 
rough shod over the claims of other littoral states, failing to honour the regional Declaration of 
Conduct (2002), lying openly about China’s intentions regarding the militarization of geographic 
features in the enclosed sea, and not only ignoring but actively deriding the Permanent Cour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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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bitration’s 2016 ruling regarding the legitimacy of Chinese claims in the South China Sea.

In a weary and skeptical age many tend to discount this egregious behaviour or weaken the 
charges by reference to erroneous relativist assertions. But Chinese actions, singly or collectively, 
are not mere trifles. How, for example, are we to respond to Chinese undertakings to honour 
international law in the Arctic.  A near religious tenet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that 
China does not interfere in the internal affairs of other states. Experience suggests that this claim 
is patently false. If China confined itself to the celebrated Middle Kingdom, that would be one 
thing, but China is engaged in a historically unprecedented expansion of Chinese influence, 
globally. This will mean that issues of international law will figure more and more prominently as 
China’s interactions with foreign states,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increase. For this, and many 
other reasons, Chinese conduct in the South China Sea needs to be revisited for the lessons that 
that arena provides.

여기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중국을 더 이상 믿을 수 있는가? – James Boutilier, 빅토

리아 대학교

중국은 군사력과 국제관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 강국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해양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베이징의 노력을 설명하는 설득력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다.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중국이 다른 국가들의 주장을 무

시하고 지역적 운영선언(2002)을 존중하지 않으며,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 주장의 적

법성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의 2016 판결을 무시하고 해상 군사력을 확장시키고 있

는 이때 전술한 논쟁들은 중국의 행위들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회의적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상대론자 주장을 참고하여 이러한 터무니없는 행위를 무시하

거나 비난의 강도를 약화시키고 있다. 중국의 행위는 사소한 것이 아니다. 북극에서

의 국제법을 지키겠다는 중국의 약속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중국 공산

당의 주의(主義)는 중국이 타국의 내부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의 경험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은 명백하게 거짓이다. 중국이 자신의 영향력을 중국 

본토로만 한정시켰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중국은 자신의 영향력을 전 세계에 걸쳐 확

대하려 하고 있다. 중국이 타국들과 갖는 상호작용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법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이 제공하는 교훈에 대하여 유념할 필

요가 있다.

Sherry P. BRODER 

PACIFIC BLUE NATIONAL MONUMENTS: ENVIRONMENTAL PROTECTION OR DRAIN ON 
THE ECONOMY? – Sherry P. Broder, Executive Director, Jon Van Dyke Institute, RichardsonLaw 
School, University of Hawai`i and Senior Adjunct Research Fellow, East-West Center (E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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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Pacific marine national monuments are under threat of being reduced in size and opened to 
commercial fishing. Many scientists and conservationists see these marine reserves as among the 
last untouched ecosystems and safe havens for species depleted elsewhere and populations 
migrating away from the Equator, where warming waters are lowering plankton density. 

The fishing industry sees it differently. The Western Pacific Fishery Management Council, or 
Wespac, based in Honolulu, has jurisdiction over the waters where 140 long-line vessels based in 
Hawai‘i - as well as a handful in American Samoa - fish mostly for tuna and billfish. Wespac 
officials claim the Pacific marine monuments “curtailed economic growth” and “compromised 
national food security.” 

The no-take provisions in these reserves benefit entire ecosystems, while the tools favored by 
fisheries officials target a few fish only and lead to by-catch due to their fishing methods.

In 2017, President Trump issued executive orders to the Secretaries of the Interior and Commerce 
to re-evaluate the size and prohibitions within the monuments and make recommendations to him.

President George W. Bush established three Marine National Monuments in the Pacific Islands 
under the Antiquities Act and President Obama substantially expanded the size of the monuments 
also under the Antiquities Act. 

The Pacific Remote Islands Marine National Monument (PRIMNM) spans approximately 
313,941,851 acres in the central Pacific Ocean. It encompasses seven islands and atolls: Baker, 
Howland, and Jarvis Island; Johnston, Wake, and Palmyra Atoll; and Kingman Reef. It includes 
some of the most pristine coral reefs in the world.  The primary object in designating the 
PRIMNM was to protect coral reefs and listed species surrounding the islands in the PRIMNM. 
These islands host the world’s largest Sooty Tern colony, endangered Phoenix Petrels, and 
White-throated Storm-petrels. At the time of its designation and expansion commercial fishing was 
prohibited within PRIMNM and other resource extraction activities, such as deep-sea mining. Prior 
to that time, Hawaiian and American Samoan longliners and purse seiners vessels operated in 
these waters. 

The Rose Atoll Marine National Monument (Rose Atoll) is part of the Territory of the American 
Samoa, the southernmost point of the United States, and includes 13,393.18 sq. mi in the South 
Pacific. Like PRIMNM, on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monument is to protect its very pristine 
reef ecosystem, which is home to diverse terrestrial and marine species. Commercial fishing was 
prohibited at the time that Rose Atoll was designated. Prior to that time, American Samoa fishers 
harvested from its waters. 

For PRIMNM, Secretary of the Interior Zinke recommended on December 7, 2017 that the 
expanded boundary be reduced in order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and intent of 
the Act while also allowing the regional fishery management council to make fishery-management 
decision for fishing in the expansion area as authorized by the 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Under the same rationale, the Secretary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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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ing the boundaries of Rose Atoll. 

Pursuant to Executive Order of April 28, 2017, “Implementing an America-First Offshore Energy 
Strategy,”, the Department of Commerce is conducting a review of all designations and expansions 
of National Marine Sanctuaries and Marine National Monuments since April 28, 2007. Eleven 
National Marine Sanctuaries and Marine National Monuments are under review including 
PRIMNM, Rose Atoll and Papahānaumokuākea.  That report has not been released yet.

The third Pacific marine monument, Papahānaumokuākea Marine National Monument in the 
Northwestern Hawaiian Islands, is an area of 582,578 square miles under the Antiquities Act. 
Papahānaumokuākeahas also been designated a mixed (natural and cultural) World Heritage Site. 
Commercial fishing and other resource extraction activities have been prohibited. While not 
included in the Secretary Zinke’s published memorandum, WESPAC submitted comments arguing 
against the monument designations as being “unnecessary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fishery resource”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and asserting "Make America Great Again: Return 
U.S. fishermen to U.S. waters.” The Hawaii Longline Association has submitted comments, “The 
longline fleet caught about two million pounds of fish annually from the expanded area before it 
was closed to our American fishermen.” Trump has been urged to add Papahānaumokuākea to his 
executive orders recommending reassessment of the designation and expansion of national 
monuments.

태평양 BLUE 국립 기념물: 환경보호인가 아니면 경제에 해가 되는가? – Sherry P. Broder, 책
임자, Jon Van Dyke 연구소, Richardson로스쿨, 하와이 대학교 선임 연구원, East-West Center 
(EWC)

미국의 태평양 해양 국립 기념물들은 크기가 감소하고 있으며, 상업적 어업에 노출

되어 있다. 많은 과학자들과 환경 보호 활동가들은 해양보호구가 마지막으로 남은 

훼손되지 않은 생태계이자 감소되고 있는 종들과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해 플랑크톤 

밀도가 감소하고 있는 적도로부터 이주하는 생물체에게 안전한 피난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업계는 과학자나 환경 보호 활동가들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호놀룰

루에 본부가 있는 서태평양 어업 관리 위원회(The Western Pacific Fishery Management 
Council, Wespac)는 140개의 연승어업 선박들이 참치와 꽁치를 포함한 물고기를 잡는 

수역에 관할권을 갖는다. Wespac의 임원들은 태평양의 해양 기념물이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국가의 식량안보를 약화시켰다”고 주장한다. 
보호구역에서의 no-take 조항(물고기나 기타 생물을 잡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과 

관련된 조항)은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반면 어업관계자들이 선호하는 도구들은 소수

의 생선만을 목표로 삼아 의도하지 않은 어획물(다른 생선들을 잡는 과정에서 부수

적으로 잡힌 생선들)이 얻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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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해양 기념물 내에서의 금지를 재평가하여 자신에게 권고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국가유물관리법에 의거하여 태평양 열도에 세 개의 해양 국

립 기념물을 지정하였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유물관리법에 의거하여 해양 국립 

기념물들의 크기를 상당하게 확대하였다. 

태평양 원거리 도서지역 해양국립기념물(The Pacific Remote Islands Marine National 
Monument (PRIMNM))의 면적은 약 313,941,851에이커이다. 태평양 원거리 도서지역 

해양국립기념물에는 일곱 개의 섬과 환상 산호도가 있다: Baker(베이커), Howland(하
울랜드), Jarvis Island(자르비스 섬); Johnston(존스턴), Wake(웨이크), Palmyra Atoll(팔
미라 환초); Kingman Reef(킹맨 환초). 태평양 원거리 도서지역 해양국립기념물에는 

세계에서 가장 원시적인 산호초들이 있다. PRIMNM를 지정한 주된 목적은 태평양 

원거리 도서지역 해양국립기념물 주위에 있는 산호초와 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태평양 원거리 도서지역 해양국립기념물에는 세계 최대의 검은등제비갈매기 군집, 
멸종위기에 처한 Phoenix Petrels과 White-throated Storm-petrels(흰멱폭풍바다제비)가 

있다. 태평양 원거리 도서지역 해양국립기념물의 지정과 확장 시, PRIMNM 내에 상

업적 어업과 예를 들어 심해 채광과 같은 자원추출활동이 금지되었다. 태평양 원거

리 도서지역 해양국립기념물이 지정 및 확장되기 전에, 해당 수역에서는 주낙어선들

과 건착망 어선이 조업하고 있었다. 

Rose Atoll Marine National Monument(Rose Atoll 해양 국립 기념물)은 미국령 사모아

의 영토에 속하며 남태평양에 있는 13,393.18 sq. mi을 포함한다. PRIMNM와 마찬가

지로 Rose Atoll Marine National Monument를 지정한 목적은 다양한 육지종과 해양종

에게 서식지 역할을 하는 원시적인 암초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Rose Atoll 
가 지정되었을 당시 상업적 어업은 금지되었다. Rose Atoll가 지정되기 전, 미국령 사

모아 어부들은 Rose Atoll 근처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PRIMNM에 대하여, 내무부 장관 Zinke는 2017년 12월 7일 매그너슨-스티븐스 어장 

보호와 관리법에 의해 허가된 대로 확장지역에서의 어업에 대한 결정을 지역 어업 

관리 위원회가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동법의 조항들과 의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확장

된 경계가 감소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 내무부 장관 Zinke
는 Rose Atoll 의 경계를 감소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2017년 4월 28일 행정명령인 “미국우선주의 연안 에너지 전략실행”에 따라, 통상부는 

2007년 4월 28일 이후 해양국립보호구역과 해양 국립 기념물의 지정과 확장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PRIMNM, Rose Atoll, Papahānaumokuākea를 포함하여 11개의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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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호구역과 해양국립 기념물이 검토 중에 있다. 그 보고서는 아직 발표되지 않

았다.

태평양에 있는 세 번째 해양 기념물이며 북서 하와이 열도에 있는 Papahānaumokuākea 
해양 국립기념물의 면적은 국가유물관리법에 따라 582,578 제곱 마일이다. 
Papahānaumokuākea는 혼합(천연과 문화) 세계문화유산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상

업적 어업과 자원 추출 활동이 금지되었다. Zinke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

았으나, WESPAC은 해양 기념물 지정이 서태평양 지역에 있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관리에 불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WESPAC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고: 미국의 어부들이 미국의 수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와이 연승

어업 협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연승어업 선박들은 확장된 지역으로부

터 연간 약 2백만 파운드의 물고기를 잡았다”. 트럼프는 국가 기념물의 지정과 확장

에 대한 재평가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에 Papahānaumokuākea를 추가하라는 요구를 받

았다.

Michael BYERS 

CANADA AND THE SOUTH CHINA SEA – Michael Byers,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Western media often make a tenuous connection between China’s growing interest in the Arctic 
and its claims in the South China Sea. However, the dispute betwee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over the legal status of the Northwest Passage is legally distinct from the disputes between 
China, the United States, and a number of other states in the South China Sea. The Northwest 
Passage dispute concerns whether the waterway is Canadian internal waters or an international 
strait. This question turns on the validity of Canada’s claim to historic title, in other words, 
whether the waterway was used for international navigation without Canada’s consent and control 
before it drew straight baselines around its Arctic islands in 1985. 

In contrast, the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concern: (1) China’s extensive claim to historic 
waters within the so-called “nine-dash line”, an area which overlaps with the exclusive economic 
zones of Brunei, Indonesia, Malaysia, the Philippines, Vietnam, and Taiwan; (2) Title over, and 
the existence and extent of maritime zones around, a multitude of islands, rocks, reefs and shoals 
in areas also claimed by Malaysia, the Philippines, Vietnam, and Taiwan; (3) Maritime boundaries 
between China and Brunei, Indonesia, Malaysia, the Philippines, Vietnam, and Taiwan. None of 
these disputes include or are even related to the legal issue - internal waters or international strait 
- in the Northwest Passage dispute.

Despite the clear differences between the Northwest Passage and South China Sea disputes, 
Canada has avoided explicitly criticizing China’s position in the latter. This may help to explain 
why China has not taken a position on the Northwest Passage dispute, and why the two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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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ed on the voyage of the Chinese icebreaker Xue Long through the Northwest Passage in 
2017.

캐나다와 남중국해 – Michael Byers,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서구의 언론은 북극에 대한 중국의 증가하는 관심과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요구를 

자주 연관시킨다. 하지만, 북서항로의 법적 상태에 관한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분쟁

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 미국 및 기타 다수 국가들 사이의 분쟁과는 다르다. 북서

항로분쟁은 수로가 캐나다의 수역인가 아니면 국제 해협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

제는 역사적 소유권에 대한 캐나다 주장의 유효성을 - 즉, 1985년 북극의 섬들에 대

한 직선 기준선을 긋기 전에 캐나다의 동의와 통제 없이 수로가 국제 항해를 위해 

사용되었는지의 여부- 중심주제로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남중국해에 대한 분쟁은 다음의 것들에 관련된다: (1)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대만의 배타적 경제구역과 겹치는 지역인 

이른바 “남해 9단선” 내의 수역에 대한 중국의 주장; (2)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대만도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지역에 존재하는 섬, 암석, 암초, 모래톱에 대한 

중국의 소유권 주장; (3) 중국,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대
만 사이의 해양경계. 이 분쟁들 가운데 어느 것도 법적 문제 -북서항로 분쟁에서 내

수인가 아니면 국제해협인가 하는 문제- 를 포함하거나 법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지 

않다.

북서항로분쟁과 남중국해 분쟁 간의 분명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비판하는 것을 회피하였다. 중국도 북서항로분쟁에 대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양 국은 2017년 북서항로를 통한 중국 쇄빙선 Xue Long의 항

해에 협력하였다.

Deborah CURRAN OIL SPILL PREPAREDNESS AND RESPONSE: CANADA’S EVOLVING 
APPROACH IN A MULTI-JURIDICAL OCEANSCAPE – Deborah Curran, University of Victoria 
and Environmental Law Centre

Canada’s oceanscape, some 243,797 kilometres of coastline and over 3 million square kilometres 
of jurisdiction, presents a daunting spill response platform. Its sheer size, predominant geographic 
remoteness and diversity of harsh environments poses technological and financial challenges for all 
levels of government and affected communities. While spill preparedness and response are largely 
a federal responsibility, jurisdictional complexities arise with operations in provincial waters, 
regional spill response funds and operations centres, and localized impacts. In addition, Indigen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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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ies, often first responders in remote areas and who rely on nearshore environments as 
their “breadbasket”, are calling for increased roles in oceans governance and in oil spill response 
operations. First Nations are asserting Aboriginal rights throughout the oceanscape, which could 
see evolving governance in fisheries and spill management. Focusing on nearshore response on 
Canada’s west coast (and primarily in Straits), the purpose of this presentation is to outline 
Canada’s oil spill preparedness and response regime with attention to the increasing complexity of 
marine operations in a multi-juridical oceanscape. 

기름 유출 대비: 다중 해양경관에서의 캐나다의 진화하는 접근법– Deborah Curran, 빅토리아 
대학교, 환경법 센터

캐나다 해양경관(243,797킬로미터의 해안선과 3백만 제곱 킬로미터 관할)은 기름 유

출에 취약하다. 가혹한 환경의 크기, 지리적인 고립, 다양성은 정부와 해당 지역사회

에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야기한다. 기름유출대응은 주로 연방의 책임에 속

하지만, 지역의 수역, 지역적 기름유출대응기금, 운영센터 등에 있어서 복잡성이 발

생한다. 생계를 위해 해안에 의존하는 토착민들은 해양관리와 기름유출대응에 있어

서의 역할증가를 요청하고 있다. 캐나다 원주민은 해양경관 전체에 걸친 원주민 권

리를 주장하고 있다. 캐나다 서해안에서의 대응에 (주로 해협에서의) 중점을 두는 이 

발표의 목적은 기름유출에 대한 캐나다의 대응을 기술하는데 있다. 

Karen DUNMALL 

NORTHWARD SHIFTS IN OPPORTUNITY: ASSESSING FISH BIODIVERSITY IN A WARMING 
ARCTIC – Karen Dunmall, Fisheries and Oceans Canada

The Arctic is rapidly changing. Warming temperatures both present new opportunities and 
may alter biodiversity through additions and perhaps losses of species. Despite a global 
effort to conserve biodiversity, and the recent acceleration of related conservation 
initiatives in Canada, species are already responding to a changing Arctic. However, our 
abilities to assess the changes, including shifting distributions and their effects, are limited 
because of the expansive and remote geographic area of the Canadian Arctic, coupled 
with limited baseline knowledge of current species distributions and habitat uses. 
Innovative approaches are therefore necessary to assess change and many are currently 
underway in the marine, coastal, and freshwater ecosystems of the Canadian Arctic to 
meet these challenges and document the nature, directions and rates of change. 
Ship-based research, moored instuments, and community-driven monitoring efforts are 
increasing our understanding of local species diversity, their distributions and habit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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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d. Knowledge gained helps guide policy supporting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interests for future development in the Arctic while also conserving an Arctic for the 
future.

기회의 북쪽 이동: 따뜻해지고 있는 북극에서의 어류 생물다양성 평가 – Karen Dunmall, 
Fisheries and Oceans Canada

북극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따뜻해지고 있는 온도는 새로운 기회를 발생시키고 

종의 추가와 상실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생물다양성을 보호

하려는 전 세계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들은 변화하고 있는 북극에 반응하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 북극제도가 매우 넓고 지리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 분포와 서식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변화를 평가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변화

를 평가하기 위해 혁신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어려운 문제들에 대응하고 변화의 

성질, 방향, 속도를 기록하기 위해 캐나다 북극해 제도의 해양생태계, 해안생태계, 민
물생태계에서 많은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이다. 선박을 기반으로 한 연구, 계류된 기

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모니터링 활동은 현지의 생물종, 생물종의 분포, 서식지

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킨다. 연구 등을 통해 획득된 지식은 북극에서의 미래 개발에 

대한 국제적 이해관계를 뒷받침하고 북극을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David FREESTONE 

STEWARDSHIP OF GLOBAL OCEAN RESOURCES – David Freeston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This will look at the concept of Stewardship and its relationship to modern duties 
relating to ocean governance in the light of the IUCN Principles of Ocean Governance 
and the jurisprudence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on the Law of the Sea. It will review 
and assess a series of contemporary targets and objectives, as well as recent 
developments.

글로벌 해양자원 관리 – David Freestone, 조지 워싱턴 대학교 로스쿨

이 연구는 해양관리에 대한 IUCN 원칙과 국제해양법재판소의 법리학 측면에서 해양

관리와 관련된 관리의 개념을 검토한다. 이 연구는 현대의 목표 및 최근의 발전을 

검토 및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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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frid GREAVES 

THE ARCTIC OCEAN SECURITY COMPLEX: REGIONAL ACTIVITIES, SUB-REGIONAL 
SECURITY, AND GLOBAL CLIMATE CHANGE – Wilfrid Greaves, University of Victoria

The warming of the Arctic Ocean is ushering in a new era across the circumpolar region, with 
distinct implications for conditions of security across the Arctic and its various sub-regions. This 
paper develops the argument that climate change is causing a transformation of the Arctic regional 
security complex that is resulting in distinct securit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across different 
parts of the region. As climate change continues, it will increasingly produce distinct securit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across a range of issue areas within different Arctic sub-regions. This 
variation in security conditions will contribute to the erosion of the circumpolar Arctic as a single, 
coherent region, and will likely strain the governance capacities of the region’s political and 
security architecture. This argument will be illustrated by evidence from the Euro-Barents region.

북극해 안보: 지역적 활동, 소 구역 안보, 글로벌 기후변화 – Wilfrid Greaves, 빅토리아 대학교

북극해의 온난화는 극지 부근의 지역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도록 유발하고 있다. 
북극해의 온난화는 북극지역의 안보 조건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논문은 기후변화가 

북극의 안보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전개한다. 기후변화는 안보와 관련된 난제

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기후변화가 계속되면, 이는 북극의 소 구역들에서의 상

이한 안보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안보 조건에 있어서의 이러한 변화는 북극 

주위지역의 침식에 기여하며 북극지역의 관리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주장은 Euro-Barents 지역으로부터 획득된 증거를 통해 기술될 것이다

Warwick GULLETT

ADDRESSING POTENTIAL CONFLICT BETWEEN MARINE SCIENTIFIC RESEARCH AND 
EXPLORATION ACTIVITIES IN THE DEEP SEABED – Warwick Gullett, University of 
Wollongong

Exploitation of seabed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is creeping closer to reality. 
Advances in deep ocean mining technology and rising prices for minerals such as cobalt, copper, 
nickel and manganese have emboldened more commercial contractors to apply to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ISA) for 15 year exploration contracts in large areas of the deep seabed to 
investigate the feasibility of subsequently extracting resources. More than 20 contracts have been 
granted since 2011. A key feature of exploration contracts awarded by the ISA is that they 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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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ors exclusive rights in designated areas to search for and analyse mineral deposits, use and 
test recovery systems and equipment, processing facilities and transportation systems, and conduct 
environmental studies. In due course similar rights will be afforded to contractors under resource 
exploitation contracts. Yet some qualifications must exist to the exclusive rights granted to 
contractors because of the existence of spatially overlapping rights. These include the high seas 
freedom to conduct “scientific research” in superjacent waters and a more qualified right of States 
and compet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conduct “marine scientific research” in the Area and 
in the water column beyond the exclusive economic zone (LOSC arts 256 & 257), as well as the 
high seas freedoms of fishing and laying of submarine cables. The LOSC provides only minimal 
guidance for reconciling these competing interests, using commonsense but imprecise phrases such 
as the conduct of one activity shall be done with “due regard”(art 87) to or “reasonable regard” 
(art 147) of others, or “shall not unjustifiably interfere with other legitimate uses of the sea” (art 
240(c)). Another complication is that exploration activities by contractors, such as sonar mapping, 
may be identical to activities conducted pursuant to rights of scientific research.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impact assessment obligations may be triggered - either under LOSC, ISA 
regulations o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 for any activity by a contractor or researcher which 
may cause substantial pollution or significant environmental harm may. For activities which do not 
meet this threshold, contractors - although not researchers - may have further environmental 
obligations pursuant to ISA recommendations. Uncertainty also exists regarding at what point a 
researcher will be liable to a contractor where its activities prevent the contractor from fully 
implementing its obligations. This paper considers the scope of potential conflict between activities 
and rights of contractors and scientific researchers in the Area, the legal conundrums that exist to 
reconcile these competing interests, and efforts made by the ISA to address the problem.

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연구와 개발활동 간의 갈등 다루기 – Warwick Gullett, 울런공 대학교

국가 관할에 속하지 않는 지역들에서의 심해저 자원개발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

다. 심해채광기술의 발전과 코발트, 구리, 니켈, 망간과 같은 광물의 가격상승은 자원

추출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심해저에서의 15년 개발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많은 후

보자들이 국제해저기구에 지원하도록 만들었다. 2011년 이후 20개 이상의 계약이 수

주되었다. ISA가 수여한 개발계약의 특징은 계약자가 지정된 지역에서의 광상을 탐

사하고 분석하며 시스템과 장비를 사용하고 테스트하며, 환경조사를 수행할 독점적

인 권리를 계약자에게 수여한다는 것이다. 적절한 때에, 자원개발계약에 따라 비슷한 

권리들이 계약자들에게 수여될 것이다.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권리들로 인해 계약자

에게 수여된 독점권에는 자격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것들에는 위에 있는 수역에

서 “과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공해상에서의 자유, 배타적 경제수역(LOSC arts 
256 & 257) 너머 존재하는 수역에서 국가와 국제기관이 “해양과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 공해 상에서 물고기를 잡고 해저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

된다. LOSC는 “적절한 고려”(art 87), “합당한 고려”(art 147) 또는 “바다에 대한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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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사용을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는다”(art 240(c))와 같은 모호한 표현으로 상충되

는 이해관계를 화해시키는 것에 대하여 최소의 지침만을 제공하고 있다. 또 하나의 

복잡한 문제는 예를 들어, sonar mapping(수중음파탐지)과 같이 계약자들에 의한 개발

활동이 과학연구권리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과 동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환경 

모니터링 의무와 영향평가 의무가 상당한 오염이나 환경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

는 계약자나 연구자에 의한 활동에 대하여 LOSC, ISA 규정이나 국제법에 따라 부과

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 부합하지 않은 활동들에 대하여 계약자들은 ISA 권고

에 따라 추가적인 환경의무를 져야 한다. 연구자의 활동이 계약자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방해할 시 연구자가 언제 계약자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확실하게 명시되지 

않았다. 이 논문은 계약자와 연구자의 활동과 권리 사이의 갈등, 경쟁하는 이해관계

를 조정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적 난제, 문제를 다루기 위한 ISA의 노력을 고찰한다.

Robert HAGE 

CANADA AND LAW OF THE SEA: STORMY SEAS AND PROSPEROUS VOYAGE – Robert 
Hage, Canadian Global Affairs Institute

Robert Hage was a member of Canada's delegation to 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and continued his involvement on LOS issues in the ensuing years. He looks 
back to the “Stormy Seas” regarding Canada's LOS related disputes, including boundaries, with its 
neighbours and other states fishing off Canada's coasts (USA, France (St. Pierre and Miquelon) 
and EU). Overall, Canada enjoyed a “Prosperous Voyage” arriving at negotiated settlements, 
instituting fishing moratorium and benefiting from the Treaty's provisions on secure maritime zones 
and adjacent continental shelf exploitation including the new possibilities of deep sea shelf 
exploitation. States, such as Canada, which have benefited from UNCLOS have what perhaps is a 
moral obligation to take a lead to ensure the health of the world’s oceans which is being 
overcome by over fishing and pollution.

캐나다와 해양법: 풍랑이 거센 바다와 순조로운 항해 – Robert Hage, 캐나다 글로벌 문제 연
구소

Robert Hage는 제3회 국제연합해양법회의 캐나다 대표단 가운데 일원이었으며, LOS 
문제들에 관여하였다. 그는 캐나다의 연안에서 물고기를 잡는 이웃국가들과 (미국, 
프랑스, (St. Pierre and Miquelon) and EU) 캐나다 사이의 LOS 관련 분쟁들을 검토하

였다. 캐나다는 심해 대륙붕 탐사를 포함하여 대륙붕 탐사와 해양 구역에 대한 조항

들로부터 이득을 얻으며 어업 활동중단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한 해결을 향해 나아가

는 “순조로운 항해”를 즐겼다. 캐나다와 같이 UNCLOS로부터 이득을 얻는 국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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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해양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에 있어 솔선해야 할 도덕적 의무

가 있다.

HONG Nong 

THE SOUTH CHINA SEA DILEMMA: A POLITICAL GAME OF INTERNATIONAL LAW – Nong 
Hong, Institute for China-America Studies

The existing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s in South China Sea have been pending for decades. 
Despite tremendous efforts on conflict management, the settlement of the decades-old maritime 
dispute in the South China Sea seems to be politically deadlocked. The Philippines, losing 
patience and confidence on negotiations on various levels, has stepped forward by utilizing the 
arbitration procedures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gainst China 
on January 22, 2013 which lasted for more than 3 years before the Award was issued on July 
12, 2016.

This paper analyzes China’s policy approach to dispute settlement through the angle of its attitude 
on international law, especially the role of third party compulsory mechanism in solving 
international disputes. It explains China’s position of no acceptance and no participation i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Case and discusses the legal implication of the Arbitration Case and 
its political and security impacts on the South China Sea. A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may not be the only or the best option for addressing the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A model of maritime dispute management is proposed with the goal of achiev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of the South China Sea. This article suggests a practical four-tiered model 
of maritime dispute management in the SCS, namely, environmental security as a driving force of 
cooperation in the South China Sea, fisheries cooperation as a start of the South China Sea 
dispute resolution, UNCLOS as a framework for ocean governance in the South China Sea, and 
lastly, transformation of ways of thinking as a foundation to lead policy and research direction.

남중국해의 딜레마; 국제법의 정치적 게임– Nong Hong, 중미 연구소

남중국해에서의 육지분쟁과 해양분쟁은 수 십 년 동안 미해결인 채로 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에서의 수 십 년 동안에 걸친 분

쟁의 해결은 정치적으로 교착 상태에 있다. 협상과 관련하여 인내와 자신감을 상실

하고 있는 필리핀은 2016년 7월 12일 판결이 있기 전에 3년 이상 동안 계속되었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 1월 22일 중국을 상대로 하여 중재절차를 활용할 것을 

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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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국제법에 대한 중국의 태도라는 앵글을 통해 분쟁해결에 대한 중국의 정

책 접근법을 분석한다 -특히, 국제적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제3자 분쟁강제해결방

식의 역할. 이 논문은 남중국해 중재 사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입장을 설명

하고 중재 사건에 대한 법적 관련성 및 남중국해에 대한 정치적 영향과 안보영향을 

논의한다. 남중국해에서의 분쟁을 다루는데 있어서 분쟁강제해결이 남중국해에서의 

분쟁을 다루는 최상의 선택은 아닐 수도 있다. 남중국해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해양분쟁관리 모델이 제안되었다. 이 논문은 SCS에 있어서의 해양분쟁관리의 

4단계 모델을 제안한다. 이 논문이 제안하는 4 단계 모델은 환경안보를 남중국해 협

력의 추진력으로 삼고 어업협력을 남중국해 분쟁 해결의 출발점으로 삼고 UNCLOS
를 남중국해에서의 해양관리를 위한 틀로 삼고 사고방식의 변화를 정책과 연구 방향

을 이끄는 토대로 삼는다.

Anna-Maria HUBERT 

REGULATING GEOENGINEERING RESEARCH IN THE OCEANS – Anna-Maria Hubert, 
University of Calgary

An ever-expanding suite of ocean-based geoengineering measures have been proposed to 
deliberately alter marine ecosystems at large scales in order to counteract serious anthropogenic 
climate change. These measures either act by drawing-out carbon dioxide or other greenhouse 
gases from the atmosphere, thereby reducing atmospheric greenhouse gas concentrations (‘greenhouse 
gas removal’), or by directly cooling the earth by reflecting sunlight back to space (‘solar 
geoengineering’). Geoengineering measures are Janus-faced – being viewed as both malady and 
cure. On the one hand, ocean-based geoengineering measures have the potential to significantly 
alleviate the magnitude and rate of ocean warming, ocean acidification, and sea level rise, and 
their impacts on communities and marine ecosystem services. However, they also may cause 
serious, and possibly irreversible harm to the marine environment, which already threatened by 
other human activities. Large uncertainties exist with regards to the feasibility, benefits, and risks 
of different geoengineering measures. Nonetheless, geoengineering is garnering increased attention 
from policymakers at all levels, and there is growing interest in undertaking focused research and 
development of ocean-based geoengineering measures. Yet the conduct of interventionist-style 
experiments in the marine environment raises thorny environmental, ethical, legal, and social issues 
that are not easily captured by existing regulatory frameworks. This paper will analyse questions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to the regulation of emerging 
science and innovation on geoengineering. It will start by describing the range of different 
ocean-based geoengineering proposals, and will then proceed to examine these within the context 
of the existing legal landscape. The 1982 LOSC provides the overarching jurisdictional and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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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work for addressing these questions. However, specific marine instruments - notably, the 
2013 amendment to the 1996 London Protocol on marine geoengineering - are also applicable. 
Also, under the banner of the principle of systemic integra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ross-regime implications of marine geoengineering research. Other relevant subject areas includ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the climate regime, in particular)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paper will conclude with some ideas about how emerging science and innovation 
can be appropriately governed in light of the various competing interests, trade-offs and levels at 
stake.

해양에서의 지구공학 연구 – Anna-Maria Hubert, 캘거리 대학교

인간에 의해 유발된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해양생태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해양 기반 지구공학 대책들이 제안되었다. 이 대책들은 대기로부터 이산화탄소

나 기타 온실가스를 제거하여(‘온실가스제거’), 대기 중 온실가스농도를 감소시키고 

햇빛을 우주로 반사하여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것이다(‘태양 지구공학’). 지구공학 대

책들은 상반되는 두 면을 갖는다. – 지구공학 대책들은 병폐와 치료법으로서 간주되

고 있다. 해양기반지구공학 대책은 해양 온난화,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의 규모와 

속도를 상당히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해양기반지구공학 대책은 해양 

온난화,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이 지역사회와 해양 생태계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도 상당히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해양기반지구공학 대책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 이미 위협받고 있는 해양환경에 심각하고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할 가능

성이 있다. 지구공학 대책들의 실행가능성, 장점, 위험과 관련하여 커다란 불확실성

이 존재하고 있다. 지구공학은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해양기반지구공학 

대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해양환경에서의 간섭주의 스타일의 실험은 기존

의 규제체제로는 포착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환경문제, 윤리적 문제, 법적 문제, 사회

적 문제를 유발한다. 이 논문은 신생과학관리와 지구공학 혁신에 국제법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분석할 것이다. 이 논문은 해양기반지구공학 제안들에 대하여 

기술하고 법적 전망의 맥락에서 해양기반지구공학 제안들을 검토할 것이다. 1982년 

LOSC는 전술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사법권적 틀과 법적 틀을 제공한다. 하지만, 
특정한 해양 도구들도 –특히, 해양 지구공학에 관한 1996 런던 프로토콜에 대한 

2013 수정- 역시 적용 가능하다. 체계적인 통합원칙의 기치 아래, 해양 지구공학연구

의 교차 체제 영향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기타 관련된 영역들로는 국제환경법(특히, 
기후체제)과 국제인권법이 있다. 이 논문은 신생과학과 혁신이 다양한 경합하는 이해

관계들과 트레이드오프 그리고 위험수준 측면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는

지를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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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UNIPER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 A REALITY 
CHECK – Kim Juniper, Ocean Networks Canada, University of Victoria

The commercial utilization of marine biodiversity, specifically Marine Genetic Resources (MGRs), 
had very modest beginnings in the 20th century. Examples of successful development of 
commercial products from marine organisms were very few, especially for pharmaceuticals. 
Technological advances in the first two decades of the 21st century have dramatically increased 
our capacity to discover novel marine organisms and biomolecules and understand the genomic 
basis of life in the oceans, fostering a new wave of optimism about the commercial potential of 
MGRs. The past decade has seen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first drugs derived from marine 
organisms, and considerable growth in nutraceutical and other non-medical uses of marine natural 
products. New technologies are also changing the way that marine biodiversity can be exploited. 
Bulk harvesting of biomass for extraction of biomolecules is being replaced by the cloning of 
individual genes, by chemical synthesis using biomolecules as models, and by re-use of waste bio 
mass from fisheries.   Recently, negotiations have been launched at the UN aimed at developing 
a framework for access and benefit sharing of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ABNJ), an area of the ocean that occupies 47% of the surface of the Earth. In the 
context of these negotiations it is important to point out that:

i) The capacity for the discovery and commercialization of MGRs remains concentrated in a few 
developed countries,

ii) Biodiversity and genetic resources in ABNJ are poorly known and relatively unexplored.  
iii) Marine Scientific Research in ABNJ is primarily fundamental in nature, aimed at expanding 

our knowledge of marine biodiversity and understanding how marine ecosystems function.

There are strong arguments to be made to avoid creating a MGR-ABNJ regulatory regime that 
will slow the pace of basic research, at a time of rapid loss of marine biodiversity and ocean 
change, and at a time when we are only beginning to discover the potential benefits to society of 
marine genes and biomolecules, and the contribution of marine species to our planetary life 
support system.

국가 관할 너머 존재하는 지역에 있는 해양 유전 자원 – 현실 확인 – Kim Juniper, Ocean 
Networks Canada, 빅토리아 대학교

해양 생물다양성에 대한 상업적 이용 –특히, 해양유전자원(MGRs)에 대한 상업적 이
용- 은 20세기에 매우 소박한 출발을 하였다. 해양생물을 상업적인 면에서 성공적으

로 개발한 사례는 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제약분야에서-. 21세기 초 20년 동안의 기
술적 발전은 새로운 해양생물과 생체분자를 발견하고 해양생물의 게놈 기반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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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우리의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해양유전자원(MGRs)의 상업적 가능성에 대한 기
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해양생물로부터 추출한 최초의 약들이 상업화

되었으며, 해양천연물의 기능식품 및 기타 비의료적 사용에 있어서 상당한 성장을 
하였다. 신 기술들은 해양 생물다양성이 활용될 수 있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생
체분자추출을 위한 바이오매스의 대량 수확은 각 유전자에 대한 복제, 모델로서 생

체분자를 사용한 화학합성, 폐기물 바이오매스의 재사용이 대신하고 있다. 최근, 지

구표면의 47%를 차지하는 해양면적인 국가 관할 너머에 존재하는 영역(ABNJ)에 있
는 해양 유전 자원을 개발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는 협의가 UN에서 시작되었다. 협의와 관련하여 아래의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i) MGRs의 발견과 상업화를 위한 능력은 소수의 선진국들만이 MGRs의 발견과 상업

화를 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ii) ABNJ에서의 생물다양성과 유전자원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탐구

되지도 않았다. 

iii) ABNJ에서의 해양과학연구는 해양 생물다양성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고 해양 생물

다양성이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 생물다양성이 빠르게 상실되고 있으며 해양 유전자와 생체분자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득과 지구 생물 시스템에 해양종이 갖는 기여에 대한 연구가 이제 막 시작된 
이 시대에 기초연구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MGR-ABNJ 규제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들이 있었다.

Victoria KEENER

THE 4TH US NATIONAL CLIMATE ASSESSMENT: BEHIND THE DEVELOPMENT OF THE 
HAWAII AND PACIFIC ISLANDS REGIONAL CHAPTER – Victoria Keener, East-West Center

The Nation’s authoritative assessment of climate impacts, the Fourth National Climate Assessment 
Volume II: Impacts, Risks, and Adaptation in the United States (NCA4 Vol. II), is scheduled for 
release in late 2018.  It was developed by more than 300 authors from across the country 
representing many different disciplines, and focuses on the ecological, societal, and economic 
aspects of climate change, including 10 authors representing risks and adaptation in Hawai‘i and 
the U.S.-Affiliated Pacific Islands. The team collaboratively developed the chapter’s Key Messages 
and narrative. Webinars and an informal survey informed the selection of focal sectors. To be 
inclusive of the vast region and expertise, the authors convened six half-day workshops on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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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ors, including remote participation from experts in the U.S. Affiliated Pacific Islands. In all, 
the chapter involved more than 60 technical contributors. Authors reviewed major areas of risk 
and new understanding since the last national assessment, including on issues such as: (1) reliable 
and safe water supplies, (2) marine and terrestrial ecosystem health, (3) sea level rise and coastal 
impacts, (4) impacts on community livelihoods and well-being, including Indigenous peoples. Prior 
to publication, the chapter went through eight rounds of review, including comments from the 
public, all the federal agencies, and the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 Engineering, and 
Medicine. This talk will discuss the chapter development process, the significance of the findings 
to the region and the nation, and some of the issues that were worked through.

  
4차 미 전국 기후 평가: 하와이와 태평양 섬 개발– Victoria Keener, 동서 센터

기후영향에 대한 미국의 권위 있는 평가인 4차 전국 기후 평가 Volume II: 미국에서

의 영향, 위험, 적응(NCA4 Vol. II) 챕터(장)가 2018년 후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4차 

전국 기후 평가는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300명 이상의 저자들에 의해 개발되었으

며, 기후변화의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 중점을 둔다. 300명의 저자 가운데 하

와이와 태평양 섬에서의 위험과 적응을 다루는 10명의 저자가 포함되어 있다. 팀은 

협력하여 챕터의 핵심적인 메시지와 내용을 만들었다. Webinars 와 비공식적 설문조

사가 정보를 제공하였다. 다양한 지역과 전문지식을 포함시키기 위해, 저자들이 핵심 

분야들에 대한 여섯 차례의 워크샵에 모였다. 챕터에는 60명 이상의 기고자들이 참

여하였다. 저자들은 다음의 것들을 포함하여 주요한 위험 지역과 지난 평가 이후 획

득된 새로운 지식을 검토하였다: (1) 믿을 수 있고 안전한 물 공급, (2) 바다와 육지

에서의 생태계 건강, (3) 해수면 상승과 해안 영향, (4) 지역사회의 생계 및 웰빙에 

미치는 영향. 출판에 앞서, 챕터를 여덟 차례에 걸쳐 검토하였다. 대중, 연방기관, 미
국 국립 과학원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챕터 개발 과정, 연구결과가 지역과 

미국에 대하여 갖는 중요성에 대하여 다룬다.

Suzanne LALONDE 

CANADA’S VIEWS OF STRAITS – Suzanne Lalonde, Université de Montréal

Caminos and Cogliati-Bantz’ seminal work on “The Legal Regime of Straits – Contemporary 
Challenges and Solutions”, published by Cambridge University Press in 2014, opens with a quote 
by Henri Matisse: “What I dream of is an art of balance”.
In their Introduction, the authors declare that “one of the great tasks” of the Third UN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was to create a new regime for straits used for international 
navigation, “which would strike the best possible balance” between the diverging, often conflicting, 
interests of States bordering straits and those of commercial entities and military actors.

This paper will sketch out the regime of straits established in Part III of the 1982 Law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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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 Convention and consider whether it is capable of responding to new contemporary challenges, 
chief among them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Has State practice over the last few 
decades promoted balanced solutions to issues not expressly resolved in the LOSC? 

In the course of this enquiry, reference will be made to Canada’s views on the straits regime, 
using the Northwest Passage, Head Harbour Passage and Juan de Fuca Strait as examples.

해협에 대한 캐나다의 견해 – Suzanne Lalonde, 몬트리올 대학교

2014년 캠브리지 대학교 출판사가 출판한 Caminos와 Cogliati-Bantz의 중대한 연구인 

“해협의 법적 체계 – 현대의 난제와 해결책”은 Henri Matisse(앙리 마티스)의 “내가 

꿈꾸는 것은 바로 균형의 예술이다” 인용으로 시작된다.

서문에서, 저자들은 3회 유엔해양법협약의 “위대한 과제들 가운데 하나는” 해협 주위

에 있는 국가들, 상업적 단체, 군사기관들 간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정하는 새로

운 체제를 만드는 것에 있다고 선언하였다.

이 논문은 1982 유엔해양법협약의 Part III에서 규정된 해협들에 대하여 약술하고, 동 

협약이 해양환경보호와 같은 새로운 난제를 다룰 수 있는지의 여부를 고찰한다. 지

난 수 십 년 동안 행해진 방법은 LOSC 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한 균형 있

는 해결에 도움이 되었는가? 

이 연구는 예로서 북서항로, Head Harbour 항로, 환드퓨카 해협을 사용하여 해협체제

에 대한 캐나다의 태도를 검토할 것이다.

Seokwoo LEE 

MARITIME DISPUTES IN NORTHEAST ASIA: CHALLENGES AND PROSPECTS – Seokwoo Lee, 
Inha University, Korea

The Northeast Asia, the most dynamic region in the world in terms of economic development, is 
heavily and increasingly dependent on its ocean spaces both in terms of the routes for 
international trade but also the valuable marine activities and resources that they provide 
opportunities for. Northeast Asia seas are subject not only to increasing volume and intensity of 
uses and exploitation but also to enhanced threats, for instance in terms of marine pollution, 
conflicting activities and the over-exploitation or destruction of vulnerable marine resources and 
environments. The maritime Northeast Asia is, moreover, rife with significant maritime issues and 
disputes which demand attention. These issues and challenges feature complex geograph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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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historical, political, socio-economic and legal dimensions thanks to the diversity as 
well as strategic importance of the area. These facets arguably make ocean law and policy 
challenges especially difficult to resolve in comparison with those of other regions in the world. 
A Northeast Asia region in turmoil, potentially triggered by oceans-related disputes, would have 
severe implications globally. With escalating ocean governance challenges coupled with mounting 
tensions in the region, this study focusing on this area has become an especially pertinent topic to 
explore and research with a view to underpinning and maintaining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and beyond. 

동북아시아에서의 해양분쟁: 난제와 전망 – Seokwoo Lee, 인하대학교

경제발전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동북아시아는 국제무역뿐만 아니라 해양활

동과 자원 면에서 해양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바다는 사용량과 

강도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 취약한 해양자원과 환경 파괴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해양에서는 주목을 요하는 중요한 많은 문제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전략적 중

요성으로 인해 복잡한 지리적, 환경적, 역사적, 정치적, 사회경제적, 법적 성격을 갖

는다. 전술한 문제들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해양과 관련된 분쟁에 의해 유발된 문제들로 인해 동북아 지역은 혼

란에 빠져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관련성을 갖는다. 동북아 지역

에서의 긴장이 증대함에 따라 이 연구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할 

목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의 해양분쟁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Ted McDORMAN 

THE BBNJ NEGOTIATIONS: A BIG PICTURE VIEWPOINT (SOME THOUGHTS FROM THE 
CHEAP SEATS) – Ted McDorman, School of Law, University of Victoria

In September the first session of negotiations of a convention on biodiversity in the area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was held.  This presentation will look at the background to and some the 
challenges facing the negotiators.

BBNJ 협의: 큰 그림 관점(SOME THOUGHTS FROM THE CHEAP SEATS) – Ted McDorman, 
로스쿨, 빅토리아 대학교

9월 국가의 관할을 넘는 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을 협의하기 위한 첫 번

째 모임이 거행되었다. 이 발표는 교섭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검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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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kyo SEO 

THE PERSPECTIVES ON EAST-ASIA’S NATIONAL ARCTIC POLICY – Hyunkyo Seo,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Korea, Japan, and China became the Arctic council’s observer at the same time in 2013, and have 
been operating Arctic stations in Nyalesund, and have done cooperative activities within AFops 
(Asian Forum for Polar Sciences). Also, it is a recent trend to expand the investment on 
polar-infrastructure including planning to build the second icebreaking research vessel among 3 
countries according to the National policy of each nation.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differences of Arctic policy of three nations by comparing China’s (2018), Japan’s (2015) with 
Korea’s Arctic Policy (2018) in historical perspectives and reviewed contents of detailed strategic 
plans and as a result, tried to find out and identify characteristics of three countries. The study 
especially analyzed Arctic events of China, Japan and Korea by time-line for the sake of 
understanding the background on the setup of three countries’ arctic policy and the contents by 
major key-words(1. climate change+environment+ecosystem, 2. S&T, 3. Resources, 4. Arctic sea 
route, 5. international cooperation, 6. Arctic indigenous people. 7. Security) for comparing the 
details of each subject. And finally, the study reviewed the some implications based on the 
outputs of comparative analysis and provided some suggestions on the ideas for improving Korea’s 
Arctic policy. 

동아시아의 북극정책에 대한 관점– Hyunkyo Seo, 극지연구소

한국, 일본, 중국은 2013년에 북극 이사회의 옵서버(참관인)이 되었으며, 뉘올레순에 

있는 북극 기지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AFops(아시아극지과학포럼)에서 협력하고 있

다. 최근 한중일 간의 두 번째 쇄빙 연구선을 건조하는 것을 포함하여 극지 기반시

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이 연구는 중국의 북극 정책(2018), 일본의 북극 정

책(2015), 한국의 북극 정책(2018) 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전략적 계획의 내용을 검토

하고 한, 중, 일의 특징을 알아내는데 중점을 둔다. 이 연구는 각 주제의 내용을 비

교하기 위해 키워드별로(1. 기후변화+ 환경+ 생태계, 2. S&T, 3. 자원, 4. 북극해 루

트, 5. 국제협력, 6. 북극 토착민. 7. 안보) 한, 중, 일의 북극정책과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한, 중, 일의 북극관련 행사들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비교분석 결과에 근거

하여 영향을 검토하였으며 한국의 북극정책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안을 하였다. 

Anastasia TELESETSKY 

FISHING FOR FOOD SECURITY: BEST PRACTICES FROM NEARSHORE FISHERY MANAGEMENT 
– Anastasia Telesetsky, University of 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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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aquaculture products are playing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supplying global protein, 
marine capture fish and seafood from nearshore fisheries are an essential part of subsistence for 
many traditional fishing communities. While many of the stocks that are considered overexploited 
are beyond the catch radius of many traditional fishing communities, there are globally overfished 
stocks that impact community food security including both highly-migratory and near shore 
species. Starting with the text of UNCLOS, this paper looks at what obligations the State has 
under Article 2(3) to protect interests of traditional fishers. The paper highlights the increasing 
disconnect between traditional community values associated with fisheries and modern economic 
values. Drawing on recent legal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s in the State of Hawaii designed to 
protect traditional Hawaiian fishing practices as well as other innovative community fishery 
management practices in other States, this paper identifies the need to protect coastal subsistence 
fishing and fishing communities through legal and regulatory reforms that prioritize protection and 
restoration of subsistence interests for nearshore fisheries.

Recognizing that there are a proliferation of different legal and customary practices across not just 
States but also within communities, this paper proposes that at a minimum, managers and users of 
nearshore fisheries must (1) identify restoration  objectives and targets for nearshore ecosystem 
management that are capable of being adapted to a changing climate and that increase marine 
abundance; (2) formally adopt a management plan based on some combination of science and 
traditional ecological knowledge to achieve the restoration objects; (3) create mechanisms that are 
considered legitimate by the community for resolving disputes between coastal resource users 
within a fisheries restoration zone;  and (4) introduce (or revive) robust monitoring and 
enforcement mechanisms to ensur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community management plans.

식량안보를 위한 어업: 연안어장 관리로부터 획득된 모범 경영 – Anastasia Telesetsky, 아이다

호 대학교

단백질을 공급함에 있어서 양식 어류가 점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연안어장

에서 직접 잡은 물고기와 해산물은 전통적인 어촌의 생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다. 남획되고 있는 어류 자원의 다수는 전통적인 어촌이 잡을 수 있는 범위 너

머에 있지만, 고도 회유성 어류자원과 연안종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식량안보에 영

향을 미치는 어류 자원에 대한 남획이 행해지고 있다. UNCLOS의 문장으로 시작되

는 이 논문은 전통적인 어부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Article 2(3)에 따라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들을 검토한다. 이 논문은 어업과 관련된 전통적인 공동체 가치

와 현대의 경제적 가치 사이의 증가하고 있는 단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하와이의 

전통적인 어업방법을 보호하기 위한 하와이 주에서의 법적 발전과 기관적 발전 및 

다른 주들에서의 혁신적인 어업관리에 의지하여, 이 논문은 연안 어장의 보호와 회

복을 우선하는 법적 개혁과 규제 개혁을 통해 연안 어업과 어촌을 보호할 필요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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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들에서 다양한 법적 관행과 관습적 관행이 확산되고 있다

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논문은 연안 어장의 관리자와 사용자들이 다음의 것들을 행

할 것을 제안한다. (1)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할 수 있고, 해양 풍부성을 증가시키는 

연안 생태계 관리를 위한 회복목표를 설정한다; (2) 회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학

과 생태계 지식에 근거하여 관리계획을 채택한다; (3) 어장 회복 구역 내에 있는 연

안자원 사용자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만든다; (4) 지역사회관리계획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견실한 모니터링 및 시행방법을 도입한다(또는 재가동한다).

XUE Guifang (Julia) 

MARINE PROTECTED AREAS IN CHINA – Guifang (Julia) Xue,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The coastal and marine ecosystems in China are of high bio geographic and socio-economic 
importance, and the country hosts an exceptional abundant marine biodiversity. The rich coastal 
and marine resources in turn support important industries such as fishing, maritime shipping, and 
oil and gas explorations, which jointly contribute to over 10% of China’s overall GDP. 

However, as the main arena for China’s economic rise, attracting large volumes of labor and 
capital investments, the coastal regions, particularly the coastal and marine ecosystems in China 
have been facing increasing threats along with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urbanization in 
the coastal regions, and the population growth (1.3 billion account for 20% of world total). 
Indeed, the pressures on China’s ecosystems and natural resources are unprecedented, which have 
led to the disappearance of 50% of the area of coastal wetlands, 70% of mangroves, and 80% of 
coral reefs since the 1950s.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paper examines the establishment of the various types of MPAs in 
China and assesses the protection effort of such an MPA system with specific reference to 
China’s operational experiences regarding the designation, monitoring, and evaluation procedure of 
the MPA management. The paper will highlight the key characteristics of the four types of MPAs 
and challenges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marine ecosystems and biodiversity.

중국에서의 해양보호지역 – Guifang (Julia) Xue,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중국에 있는 해안생태계와 해양생태계는 커다란 생물지리학적 및 사회경제적 중요성

을 갖는다. 중국은 매우 풍부한 해양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풍부한 해안 자원과 해

양 자원은 예를 들어, 어업, 해상운송, 석유탐사, 가스탐사(이것들은 중국 총 GDP의 

약 10%에 기여한다)와 같은 중요한 산업들을 뒷받침한다. 

수 많은 인력과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중국 경제성장의 지역들은 –특히, 해안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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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해양 생태계- 급속한 발전, 도시화, 인구 증가(중국의 인구는 13억으로써 세계 

총인구의 20%을 차지하고 있음)로 인한 위협들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의 생태계와 

천연자원에 가해지는 압력은 전례가 없을 만큼 심하여 1950년대 이후 해안습지면적

의 50%, 맹그로브의 70%, 산호초의 80%가 사라졌다.

이 논문은 중국에서의 다양한 종류의 MPAs 설립을 검토하고 MPA 관리의 지정, 모
니터링, 평가절차에 관한 중국의 운영경험에 중점을 두어 MPA 시스템의 보호활동을 

평가한다. 이 논문은 4가지 종류의 MPAs가 갖는 특징과 해양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난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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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 아시아 태평양 지역회의 전년도 참고자료

○ 2017년도 지역회의 자료 
 ▪미국 하와이대 법대 JVD 연구소와 호주국립해양안보자원연구센터와 공동으로 

KIOST-JVD-ANCORS간 국제 아시아 태평양지역회의 공동개최 
 ▪ 명칭 : 2017 Regional Conference on the Ocean Policy for the East Asia and the Pacific Islands
 ▪ 테마 : SDG 14 and Ocean Issues for the Pacific Islands and the East Asia
 ▪ 일시 : 2017.11.17. ~ 18. (본회의)
 ▪ 장소 : Fiji, Nadi(Sofitel)
 ▪ 현지호스트 : Division of Geoscience, Energy and Maritime/Pacific Community (GEM/SPC)(담당 

: Akuila Tawake)
 ▪ 규모 : 12개국, 17개기관(총 참석자 37명)   

○ 2016년도 지역회의 자료 
 - 2016년도 지역회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주요 지원자로서(major sponsor) 하와이대 법대 및 

호주 울룽공대 국립해양자원안보센터(ANCORS, Australian National Centre for Ocean Resources 
& Security)와 공동개최하는 지역대회로 “태평양 및 아시아지역에서의 해양이슈(Ocean Issues 
for the Pacific and East Asia)를 주제로 하였으며 2016년 11월2일~4일동안 개최함

 - 규모 :12개국, 17개기관 총 참석자는 37명
 - 참여국 : 한국, 호주, 미국, 중국, 영국/스코트랜드, 아일랜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캐나다, 이탈리아 등 12개국 
 - 장소 : 울릉공대 호주국립해양자원안보센터(ITAMS building)
 - 내용 : 6패널, 환영사 1개, 15개 발표, 7개 코멘테이터, 1개 경의(Reflection and Tribute to Prof. 

Ian Townsend-Gaudt) 

 - 패널주제는 청색경제-혁명, 기후변화영향 및 해수면 상승, 해양환경보전과 태평양에서의 지속가
능한 어업활동, 새로운 프론티어, 생물종다양성에 대한 국제적 협의 및 국가 관할권 넘어서의 
국제[적 협의, 남중국해에서의 중제재판 결과에 따른 영향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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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발한 토의를 기반으로 한 회의였으며 매 패널발표우에는 총체적 검토와 이에 대한 코멘테이
터발표가 있었음

○ 2015년도 지역회의 자료 
 - 2015년도 지역회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주요 지원자로서(major sponsor) 하와이대 법대 및 

동서센터와 공동개최하는 지역대회로 “Marine Diversity, Climate change and Maritime 
Boundaries” 테마로 2015년 11월 11~13일 동안 개최함

 - 규모 : 9개국/2 원주민(하와이, 이뉴이트) 등 약 30여명 초청 및 학생포함 50여명 참석 
 - 참여국 : 미국, 한국, 마이크로네시아 연방국, 뉴질랜드, 이뉴이트(알래스카), 호주, 사모아, 필리

핀, 일본, 중국 등 9개국 이상 등 
 - 장소 : 하와이대에 위치한 East West Center의 Burns Hall 
 - 내용 : 총 3개 환영사, 3개 기조연설, 23개 논문발표 

 - 패널주제는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호, 수산자원, 남중국해, 해상경계분쟁 및 새로운 해양이슈  등으로 구성

 - 하와이 법대 및 동서센터(East West Center)는 해양법(정책) 및 태평양지역에 영향력있는 기관으

로 지역거점 확보 및 젊은 학자 양성을 통한 우호세력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특히 하와이대 지역 세미나를 통해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적 지지학자 파악 및 논리개발에 기

여, 향후 주변해양 경계획정시 지원세력 확보가 가능한 유능한 학자들과 연계가 유용함 

○ 2014년도 하와이법대 지역회의 개요  
- 2014년도 지역회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주요 지원자로서(major sponsor) 하와이대 법대 및 
동서센터와 공동개최하는 지역대회로서 “Our Ocean Planet – Governance for a Better Future” 
테마로 2014년 12월 14~16일 동안 개최함

- 규모 : 5개국, 18개 기관, 약 28여명 참석 

- 참여국 : 미국, 한국, 중국, 필리핀, 마이크로네시아 연방국

- 장소 : East West Center의 Burns Hall 1층 

- 내용 : 총 2개 기조연설, 15개 논문발표 

 - 패널구성 주제는 해양 및 북극에 대한 동아시아의 주장, 아시아 인권, 해양보호와 해양자원의 
보호, 해양과학조사, 새로운 해양이슈들 등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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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와이 법대 및 동서센터(East West Center)는 해양법(정책) 및 태평양지역에 영향력 있는 기관
으로 지역거점 확보 및 젊은 학자 양성을 통한 우호세력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특히 하와이대 지역 세미나를 통해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적 지지학자 파악 및 논리개발에
기여, 향후 주변해양 경계획정시 지원세력 확보가 가능한 유능한 학자들과 연계가 유용함

○ 2013년 하와이법대 지역회의 개요 

  - 일시 : 2013.01.30–02.01
  - 장소 : 하와이대 법대

  - 규모 : 11개국/지역, 30개 기관, 약 100여명 참석(미국, 한국, 중국, 대만, 일본, 캐나다, 호주, 
터어키, 뉴질랜드, 팔라우, 괌)     

  - 내용 : 총 5개 기조연설, 29개 논문발표(한국인 : 2명 좌장, 3명 발표, 1명 환영사)
  - 121명이 들어가는 회의실에 각개별 페널마다 총 100여명이상이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마지막 

2개 페널은 참석자들이 서서 회의에 참여하기도 하였음  
  - 총8개 패널중 해양법/해양정책 관련 주요 패널 : 동아시아 대립의 평화적 해결, 국제환경법, 

기후변화/해수면상승, 환경영향의 새로운 레짐, 해양자원의 보호 등

  - 130명이 환영리셉션에 참석하였는데 하와이 주지사, 호톨룰루 시장, 하와이주 최고법원의 
Chief Justice Mark Recktenwalt, 하와이 주 상원의원 Layton H. W. Hee, 그리고 하와이왕국의 
Kapiolani 여왕과 Kalakaua와의 후계인 공주 Princess Abigail Wanananakoa도 함께 하였음

  - Closing 리셉션은 Judge Helen Gillmore 하와이 호놀룰루시의 시장 등이 참석하였음

  - 해양법(정책) 및 태평양지역에 영향력있는 기관으로 지역거점 확보 및 젊은 학자양성 우호세
력 확대를 위한 기관협력/공동연구 필요성 확대

  - 회의의 인력지원은 하와이대 Law Review에서 교수, 학생, 지원 등 36명이 지원되었으며 총 
예산은 $150,000이었음

  - 아침은 따로 제공되었으며 점심은 모든 참석자들에게 제공되었음

  - 모든 회의는 비디오로 촬영되었으며 인터넷으로 다시보기가 가능함

    ((http://blog.hawaii.edu/lawreview/symposium/biographies-of-spe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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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지원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며 그 외의 하와이관련 기관에서 지원하였고 이에 대한 소
개도 하와이대 법대 “Law Review” 홈페이지에도 소개됨

(http://blog.hawaii.edu/lawreview/symposium/sponsors/)

○ 미국 하와이대 법대와 공동으로 개최한 2013년 12월 워크숍

  - 일시 : 2013.12.13
  - 장소 : 하와이대 법대 Manika 회의실

  - 주관기관 : 하와이법대 Jon Van Dyke 국제법연구소

  - 공동후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규모 : 20명을 초청하여 총 50여명의 전문가 워크숍으로 진행되었으며 4개국7개기관에서 참
여하여 15개 발표와 토의가 이루어 졌음(한국인은 하와이대 교수 등을 포함하여 4명
이 참석함)

  - 예산 : 총 $29,300으로 계획되어 진행되었으며 자기비용으로 참석하는 참석자에 대한 예산은 
총 예산에 포함하지 않았음. 총 예산중 $10,000(10,566,452원)은 KIOST가 부담하였음

   - 워크숍의 주요 내용 : 
    ① 하와이대 로스쿨에서 2013년12월13일 진행된 워크샾에는 다양한 연구관심사를 아우르는 

주제에 부합하여, 국제해양법, 동아시아의 갈등과 화해등을 포함한 폭넓은 발표가 이루어
졌음. 

    ② 2013년 1월말 진행된 학술 지역회의와는 다르게 워크샾 스타일의 소규모로 진행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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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JVD Institute가 지향하는 방향성을 가늠하고 향후 해양법/해양정책/해양거번넌스 등
에 대한 협력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행사로 평가할 수 있음. 또한 
동행사 역시 KIOST가지원을함에 따라 하와이대학 로스쿨 관계자뿐만 아니라 하와이현지
의 주요 정관계 인사들에게도 KIOST의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게하는 계기가 됨 

    ③ 행사전 체총 참석인원은 프로그램에 언급된 공식초청 참가자를 포함하여 (세션별로상이
하나) 전체대략 80명정도의 인원이 참석함. 다만, 워크샾 형식의 실무형 행사로 기획되어 
진행된 관계로 대학관계자이외의 외부인사 참석은 특이사항이 없었음 

    ④ 해양법관련 주요발표문에 대한 시사점:
      ․동 JVD Institute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된 해양법관련 논문 발표자료는 모두 5건으로 그

가운데 덕성여대 홍승용총장의 “Emerging Marine Issues surrounding the Northeast Asian 
Rim” 이외의 4건의 발표 주제 및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Professor Nilufer Oral, “ITLOS Advisory Opinion No. 2: Obligations and Liabilities for 
IUUFishing”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으로 계류중인 불법어업(IUU) 문제에대한 국제환경운
동단체인 IUCN이 재판소에 제출한 입장을 배경으로 향후 국제해양법이 보다 강화된 방향으
로 IUU문제에 대처해야함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Oral 교수의 발표는 최근 서부 아프리카지역
에서 IUU문제로 많은물의를 일으키고있는 한국의 원양어업계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특히, 동재판소의 권고적 의견과 관련 한국정부의 입장이 정확히 재판소에 제
시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현상황에서 동 IUCN의 입장 및 의견에 대해 주의깊은 분석이 필
요할것으로 보임

      ․Sherry Broder, “The Arctic Sunrise Case(Kingdom of the Netherlands v. Russian 
Federation), Provisional Measures, ITLOS Order 11/22/13”

         러시아의 소송절차 참가거부로 국제적인 관심을 야기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최근 판례
인 네덜란드와 러시아간의 The Arctic Sunrise Case에대한 분석발표였음. 억류중인 그린피스대
원 및 선박에 대한 석방과 관련한 재판소의 명령 이외에도 주요 해양국가들이 국제 해양법재
판소의 소송절차에 참석을 거부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이러한 경향에 대한재판소의 입장
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 사례임. 국제해양법의 소송과 관련한 절차문제에대해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Seokwoo Lee, “Whaling in the Antarctic;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Fishing; and the Sino-Philippines Arbitration on the South China Sea”     

        인하대 이석우교수는 최근 해양과 관련된 국제 사법기관의 주요사건들을 중심으로 현안 
분석을 발표함. 특히, 국제사법재판소에 처음 피제소자로 참가한 일본의 주장과 변론을 중심
으로 호주와 일본간 국제사법재판소의 “남극지역에서의 포경사건”; “국제해양법재판소의 불
법 어업과 관련된 권고적 의견”을 포함한 최근의동 향; 그리고 중국의 소송절차 참가 거부로 
국제적인 관심을 촉발한 “필리핀-중국 남중국해 중재재판”등 에대한 분석을 통해 현재의 국
제사법제도에서 다루어지고있는 주요 해양 관심사에 대한 정리 및 입법론적 고찰을 시도함. 

      Clive Schofield, “Oil and Gas Development in the East China Sea”
         동중국해에서 진행되고있는 자원개발과 관련된 주요 이해당사국들의 입장과 최근의 발

전상황에 대한 정리를 시도함. 동중국해의 현안문제에 대한 이해가 중첩된 한중일간의 협력 
및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해당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 등에 대해
서도 의견을 제시함

   - 이번 회의에서는 Jon Van Dyke 국제법연구소의 향후 활동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한국과의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우리의 의사가 반영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태평양 동아
시아 이슈들과 문제 그리고 젊은 과학자들의 동아시아 이슈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는데 우리
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함.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하와이대와 해양과학기술원간의 협력이 확
대되어 태평양 아시아지역에서의 해양법/해양정책/해양거버넌스에 대한 연구와 활동이 지속
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력활동을 추진하고 이러한 활동에 젊고 유능한 학자들을 양
성하여 친한파를 확대하고 한국의 젊은 학자들을 이곳으로 보내어 전문가로 양성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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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기회를 확보하고자 함. 또한 지속적인 양자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곳에서 학위를 부여받
고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을 우호적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파트너 기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하와이대법대과장 Soifer교수와 Broder,교수(좌), Levin 교수와 Shultz교수(중), 회의사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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