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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목 표 내용 및 범위

1 차년도

(2013)

북극의 전략적

환경변화와

국제법적 레짐

연구

❍ 북극환경과 자원

❍ 북극을 둘러싼 국제법과 분쟁(안보)

❍ 북극의 전략적 환경과 레짐의 변화

❍ 주요국의 북극정책(법제도)과 전략

❍ 우리나라 북극전략방향

2 차년도

(2014)

북극의

이용개발을 위한

산업화 수요와

정책방향 연구

❍ 북극거버넌스 참여의 기회와 한계

❍ 북극 자원과 정책방향

❍ 북극 산업화 수요와 정책방향

- IMO의 Polar Code 분석과 기술수요 동향 분석

- 극지 연안국 극지 이용에 관한 기술 기준

- 극지 연안국 기술에 따른 산업화 수요 도출

❍ 북극 관련 국내법 제정 및 개정 수요

3 차년도

(2015)

우리나라

남극활용

전략연구

❍ 남극조약 체제와 영역별 질서

❍ 주요국의 남극 전략과 연구현황

❍ 국제법과 남극제도, 국가의 활동 관계

❍ 우리나라의 남극자원 접근과 활동(과제 수요)

국가 남극정책

제언

❍ 각국의 남극 관련 입법현황 분석

❍ 우리나라 남극 관련 법령 제/개정 수요 제언

제1장 연구목적 및 당년도 연구 개요

제1절 연구개발 주요 추진 내용 및 기대효과

1. 연구목표 및 추진 내용

남북극의 국제법 레짐 변화에 대응한 국내법제 정비 및 국가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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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사업내용

❍ (연차별 추진) 사업은 3단계로 구분하여, 1차년도에는 북극을 둘러싼 국제적 분

쟁과 전략충돌을 법적/정치적 현상에서 분석하고, 제2차에서는 북극의 이용과

개발을 위한 산업적 수요를 중심으로 전략 수립, 방향제시 측면에서 수행함

❍ (최종 목적) 극지연구는 분쟁과 대립이 가시화될 극지의 법적, 정치적 환경변화

에 따른 우리나라의 극지/해양권익 확보를 위한 국내법/제도적 정비작업을 함께

제언, 수행

❍ (결과 활용) 사업결과는 (1) 국제법, 정치환경에 따른 극지질서의 변화 예측 →

(2) 남극과 북극에서의 아국 이해관련성과 접근 전략 → (3) 국내법적 제도 정비

→ (4) 영역별 연구수요 및 과제 제시로 구체화하여 주제 수행

3. 기대효과

❍ (전략적 국가정책/연구방향 도출) 극지의 레짐 변화는 자원/활동의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국제법적 연구를 통해 남극과 북극에 특유한

목적형 국가 극지전략과 연구전략을 수립, 자원 접근과 기술수요 대응형 국제협력

방향 제시가능

❍ (해양권익극대화) 극지의 국제법적 질서형성 과정에서 우리나라 이익 극대화

방안과 전략을 제시, 극지역 자원접근과 개발을 위한 아국 해양권익 확보형

사업/정책 제시

제2절 연구개발 필요성 및 연구현황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기술적 측면

❍ 남극조약과 달리 UN해양법협약에 의해 규율되는 북극 자원쟁탈이 가속화되면서 ‘환경-자

원-권익’확보를 둘러싼 국제경쟁 대응형 해양조사(기후변화 포함)와 연구(기술)역량 강화가

긴요

❍ 국제레짐 형성단계에 있는 생물자원, 항로, 에너지광물자원 등의 국제법적 연구를 통해 자

원수송과 인프라 장비, 플랜트, 조선부문 부가가치 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 조성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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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산업적 측면

❍ 극지의 법적 지위, 非극지 연안국으로서의 자원 접근가능성 연구를 통해 석유가스, 가스

수화물 등 극지 천연자원을 확보, 국가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기반 조성 필요

❍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해 해빙*은 선박건조 항해기술의 발달과 함께 북극해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상승, 물류와 자원개발을 위한 조선/플랜트 산업 성장기반 수요 대응필요

* 북극해 빙하는 ‘79년부터 ’05년까지 10년마다 8%씩 계속 감소, 급기야 ‘08년 여름

북동항로(러시아 북측항로) 및 북서항로(캐나다 북측항로)가 동시에 열림

□ 사회․문화적 측면

❍ 청정지역이라는 극지의 특수성은 첨단 과학연구를 위한 최적의 기회를 제공, 인류의 미

개척지이자 거대한 ‘자연과학 실험실’인 극지를 통한 인류 기여형 과학연구 주도가 필요

❍ 극지의 극한환경은 생명공학 연구를 위한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빙하 운석은 지구의 과

거 및 우주연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과학을 통한 인류사회 기여에 최적

□ 연구소 고유기능 발전과의 연관성

❍ 각국의 극지전략이 자원, 군사활동, 영유권(관할권) 확보로 구체화됨에 따라, 극지

영토/관할권 확장과 자원에 대한 국제법적 이해를 바탕으로 아국의 해양(극지) 전략을 재

설정, 기초과학적 접근에 제한적인 연구원 역량을 국가 극지정책 선도형으로 확대 가능

❍ 극지의 국제법적 지위와 분쟁을 고려, 연구원 극지 연구는 (1) 국가전략적 측면에

서의 레짐변화 대응형, (2) 실무형 산업경제접근형, (3) 기초과학연구 형 기능과 연

계 추진 필요

2. 국내․외 연구개발동향

□ 국내․외 연구개발동향

❍ (국외) 극지 영유권 주장 국가군과 자원/군사전략적 가치에 주목하는 국가군을 중

심으로 연구정책방향이 설정되어 있으며, 주로 전략적 수요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

* 미국, 캐나다, 러시아, 덴마크, 호주, 뉴질랜드, 일본, 중국 등이 극지 연구 주도

❍ 남극은 남극조약협의당사국(ATCM), 북극은 북극해 연안국간 북극이사회(Arc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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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cil)를 중심으로 주도되고 있으며, 비연안국들은 권익 확보를 위한 연구를 강

화하고 있음

❍ (국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는 북극해 활용전략연구(2010, 황진회 등),

북극항로 개설에 따른 해운항만 여건 변화 및 물동량 전망(2011, 이성우), 신남극

체제에 대응한 국가정책 방안 연구(2012, 박수진) 등 선행연구가 있음

□ 지금까지의 연구개발현황

❍ (남극) 1908년 영국을 시작으로 프랑스,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등 7개국에서 탐험의

역사 및 지리적 근접성을 이유로 약 85%의 남극에 대한 영유권 주장, 분쟁 극화

* 미국 주도로 1959년 남극조약을 체결, 영유권 주장을 동결하고 평화적 과학적 목적

의 이용만을 허용, 이어 남극조약환경의정서(‘91) 등의 채택으로 ’남극조약체제‘ 성립

* 특히, 환경보호의정서는 50년간 광물자원 개발을 금지하여 ’48년에 재논의 가능

❍ (영유권 주장국) 남극조약체제는 영유권 주장을 유보시켰으나, 영국, 아르헨티나, 칠

레 등 영유권 주장국은 자국영토 주장 지역을 중심으로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군대기지 및 자국마을 조성을 통해 영유권 주장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UN 대륙붕 한계위원회를 통해 남극해 주변 자국령 섬 옆의 대륙붕확보 시도

❍ (그외 국가들) 미국 러시아는 방대한 인프라 설치 및 연구 활동, 극지 자원접근과

활동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을 통해 자국의 극지연계성과 이익 극대화 노력 시도

* 미국은 하계인원 2천명의 맥머도 기지를 포함해 3개의 상설기지와 3척의 쇄빙선 보

유, 러시아는 총 10개의 기지 보유, 중국은 3개의 남극기지, 1개의 북극기지 외에 추가

의 남극기지 건설 계획중

❍ (북극) 남극처럼 별도의 국제조약은 없으며, 북극해역에 대해서는 ‘82년에 채택

된 UN해양법협약(’94년 발효)의 적용을 받음

❍ 러시아 등 연안국들은 UN해양법협약에 근거하여 200해리 EEZ를 인정받고 있으

며, 최장 350해리(혹은 2500m + 100해리)까지 대륙붕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중

❍ (북극해 연안국) 천연자원 개발 및 북극항로 이용 등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문

제는 개별회원국, 이중 러시아, 미국, 캐나다 등 5개 연안국이 주도하고 있음

* 러시아는 ‘08년 2020 북극계획, 미국, 덴마크 등도 북극전략을 발표하는 등 5개

국은 북극 미래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러시아는 2개 여단을 창설, 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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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수함을 포함한 대규모 군사훈련 실시 등 주권 강화 시도

❍ (비연안국) EU 국가들과 일본, 중국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자국이익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중이며, 일본은 '90년대부터 북극항로 개발을 위해 러시

아, 노르웨이와 공동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중국은 2000년대 들어 4차례나 대규

모 탐사대를 파견

3. 현기술 상태의 취약성

❍ 국내 극지연구는 주로 남북극의 자연환경과 자원현황, 각국의 연구동향 분석을 중

심으로 전개되었으며, 극지질서의 법적 지위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을 간과한 형태

로 우리나라 극지연구의 한계점을 도출하는데 그치고 있음

❍ 국가전략적 측면에서 극지연구의 목적이 자원확보와 기후변화에 대한 인류사회

기여에 있다는 것을 고려에 있음에도, 주요 연구는 기초과학 중심에 제한적임

❍ 현행 5개년계획으로 수립된 제2차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 역시 자연과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수립, 국제법적 레짐변화에 대응한 국가전략 수립과 질서 주도

형 작업과의 연계성은 미흡

4. 앞으로의 전망

❍ 향후 극지는 군사활동, 자원확보를 위한 연안국과 비연안국 대립, 극지 레짐변화

에 따른 영유권 및 관할해역 확대 분쟁이 가속화 될 것인 바, 각국의 해양이익

확보 갈등의 가속화 예상

❍ 아국은 극지 레짐변화에 대한 국제법적 연구·대응력 확보 및 이해관계국과의 협력

강화, 극지 연안국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산업경제적 진출 가능성을 목표로 정책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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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2013년도 연구개발 요약

❍ [북극진출의 목성성과 타당성 도출] 우리나라 북극해 진출의 목적은 (1) 기후변화와 북

극해 해빙에 따른 한반도 영향을 모니터링, 변화하는 환경(동식물 군상/사회경제적 생활상

변화 포함)에 대응하고, (2) 북극의 상업적 활용(자원, 항로, 산업)가능성과 북극해 이용에

따른 위해요소(군사안보)에 대응을 위한 발언권과 협력기반을 확보하는데 있음

❍ 북극해를 둘러싼 레짐과 해양갈등과 관련하여, 북극해 갈등(경계획정) 구조는 해결되는

기조에 있으나, 전략적 가치에 따라 갈등은 재확산될 가능성이 농후함. 우리나라는 북극

진출 방법과 진출 기회가 연안국을 통한 접근에 제한적일 것임을 고려, 북극연안국과의 국

제협력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북극 레짐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연안국 대 비연안국 혹은

연안국의 북극에 대한 배타적 권리주장과 강화에 대한 非연안국간 협력 대응 논리, 북극해

를 지역해의 문제가 아닌 지역해간 문제(전지구적 문제)로 확대) 논리를 개발할 필요. 특

히, 국제사회의 북극진출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개발과 보전의 측면에서 손익

분석을 한 다음, (1) (북극개발 기회측면)연안국과 국제협력 강화 및 국제적 규범 형성 대

응, (2) (북극개발 손실측면)북극의 전지구적 관리대상 강조 및 국제사회 관리 논리 이론

강화의 측면을 함께 연구할 필요

❍ 북극해 자원(에너지, 수산)과 관련하여, 세계 에너지자원 수급은 당분간 안정화 추세로

평가, 북극자원 확보는 시급성이 없음.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급의 패턴을 고려하여, 주요

사업에 지분참여 혹은 기술적 요소를 포괄 고려한 접근 방식이 요구됨. 수산자원은 현재

북극해에서 충분히 조업중인 바, 향후에는 러시아 등과 합작을 통한 수산자원 확보정책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정부에서는 해역별 주요 어종 포획량에 관한 정보를 파악, 포획가

능어종과 북극해 수산정보 구축과 같은 과학적 연구로 수산자원 확보 방향을 설정할 필요

가 있음

❍ 북극해 운항의 해운 및 물류와 관련하여, 북극항로는 여전히 안전과 운임 측면에서 수익

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잠재적 후보군의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해운물류업계 역

시 벌크와 선박운송화물, 컨테이너 등의 접근을 고려할 수 있으나, 벌크는 직항 시장가치

가 없다는 점, 선박운송은 가격경쟁력이 없다는 점, 컨테이너는 중간기항성이 낮다는 점과

정시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격적 진출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즉, 현재 정책방향에서 무리한 북극진출 보다는 분야별 중장기적 R＆D 수행, 및 북극관련

국제 레짐 형성 경과를 고려하여 국가 시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북극해를 운항하는 항행안전과 관련하여, IMO가 추진중인 Polar Code의 제정 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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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개발측면에서는 북극해 모니터링을 통한 항행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사전 북극해 환경정보시스템 구축 연구, 방제장비 개발 등 북극해 진출과 국제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 필요(KIOST)

❍ 북극해 진출 및 접근 방법과 관련하여, (1) 북극 원주민과 문화 등에 대한 인문사회적 연

구를 병행, 북극 연안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북극 기반의 정착성 연구 방법을 제언하며,

북극권과 우리와의 문화적 연계성은 충분히 연구가치가 있음. (2) 북극연안국(특히, 러시아)

와의 프로젝트 기반 협력 뿐 아니라, 한중일 삼국(필요시, 싱가폴, 대만, 북한 참여 유도)의

북극 공동 프로젝트 역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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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북극을 둘러싼 국제법과 전략적 가치

제1절 북극을 둘러싼 국제법

1. 서언

전지구적 기후변화와 함께 북극에 대한 이용 가능성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변화

요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북극에는 저위도 지방과는 다른 독특한 생태계

가 형성되고 있지만 극도의 저온 환경을 전제로 하여 성립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

동에 의한 온난화로부터의 영향을 받기 쉬운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최근 예상되는 북극의 자연 환경 변화에 대해 국제적으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

지에 대하여, 국제사회는 국제적 협약과 문서 등을 통하여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1). 또 다른 극지지역인 남극에는 그 대륙에 관해 영유권 분쟁이 영유권 분쟁이

일찍부터 일어났으나, 1959년에 남극조약이 체결되어 남극지역에서의 영토권 및 그

청구권의 동결⋅평화적 이용⋅비핵화⋅과학적 조사의 국제 협력을 의무화 하고 포

괄적인 조약 체제를 설정하여 정기적인 체약국 회의에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2).

1991년에는 남극 조약 체제 하에서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가 작성되었는

바, 이는 남극에서의 활동이 남극의 환경과 그 생태계에 대한 악영향을 한정적으로

할 것을 의무화하고 활동계획에 의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

북극에도 그러한 포괄적인 체제를 설정하는 국제적인 레짐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있어 왔다. 북극의 자연 환경은 남극과 기후조건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그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북극권 제국의 대륙과 섬, 그리고 이를 둘러싼 해역이다. 일부

가 공해로 인정되는 이외에 대부분은 그러한 국가의 관할에 속하는 지역으로, 북극

의 자연 환경에 대해서는 이미 UN해양법협약(UNCLOS)이나 기타 다수의 국가 간

및 양자간 조약 등, 복수의 국제문서에 의한 규율이 미치는 상태에 있다. 북극해 연

안국은 2008년에 Ilulissat 선언을 하여 북극권의 해역이 UN해양법협약에 의거하는

기존의 레짐에 의해 규율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 북극해 연안국의 협력

없이 기존의 법을 능가하는 포괄적인 체제의 설정은 곤란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북극의 자연 환경의 보호와 생태계의 보전에 관하여 기존의 국제조

약 혹은 국제문서의 형성을 살펴보고, 현재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주요

국제법적 규범의 틀을 살펴보도록 한다.

1) 북극에 적용될 수 있는 환경 관련 국제조약 및 국제적 자료에 대하여는 Nowlan, Linda, Arctic Legal Regime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2001) ; Overview Report: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and their Relevance to the 
Arctic (September 2006); Johnsen, K. I., et al (eds.), Protecting Arctic Biodiversity: Limitations and Strengths of 
Environmental Agreements (2010) ; PAME, The Arctic Ocean Review: Phase I Report(2009-2011) 참조.

2) 남극조약(Antarctic Treaty)1959년 채택, 1961년 발효.
3)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Protocol on Environmental Protection to the Antarctic Treaty)1991년 채택, 1998년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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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극의 자연 환경의 변화

북극이란 북극해를 면한 영구적으로 얼어붙은 땅이 펼쳐지는 유라시아 대륙 및

북미 대륙의 북부 등이 포함되지만, 특히 식물 생태학으로는 수목 북한선(월평균기

온 10도의 선에 대부분 상당) 이북을 북극 지역으로 하고, 나아가서 식생에 크게 차

이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한랭한 지역을 고위도 북극 지역, 상대적으로 온난한 지

역을 저위도 북극 지역으로 불러 구별하고 있다4). 고위도 북극 지역은 한랭하고 강

수량이 적어 식물의 생육 가능기간(월평균기온 0도 이상)이 연간 1개월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수목은 생육하지 못하고 지면을 기어 다니는 것과 같은 왜생 저목⋅

초본류⋅이끼류⋅지의류 등이 조금 있을 뿐으로 대부분은 맨땅이 펼쳐져 있다. 저

위도 북극 지역에서는 비교적 온난하고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저목 툰드라가 발달

하여, 높이 1m정도의 저목이나 왜생 저목⋅단자엽식물⋅쌍자엽식물⋅이끼류⋅지의

류로 뒤덮인 토지가 펼쳐지는 동토이기 때문에 배수가 나빠 이탄습원(泥炭湿原)을

많이 볼 수 있다5).

북극의 토지에는 북극곰⋅북극고래⋅북극여우⋅카리부(토나카이)등의 포유류, 바

다까마귀⋅털오리 등의 바다 새 등이 북극의 동물로 상기되는 경우가 많은 동물 외

에 북극의 기후에 특유의 미생물이나 세균류 등이 존재하고 있다6). 또한, 이탄습원

은 Calidris canutus⋅Branta bernicla 등의 북극에서 번식하는 철새에게 중요한 생

식지가 되고 있다. 수역으로 눈을 돌리면 북극곤들매기나 북극대구 등을 볼 수 있

다7).

기후변동에 의한 온난화가 진전된다면 이러한 동식물로 구성되는 북극의 자연 환

경에 대해서는 크게 나누어 2종류의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가지는 온

난화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이다. 생식 환경의 변화에 의해 동식물의 개체 수 감소

로 이어지는 이외에 지금까지 북극에서는 생식이 불가능하였던 동식물의 북상에 의

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북극에만 존재하였던 동식물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다

른 한 가지는 간접적 영향이다. 온난화에 의해 북극의 해빙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어업이나 석유⋅천연가스 개발 등 인간의 활동의 확대를 생각할 수 있다. 북극권의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플랜트 시설의 설치가 증가하여 해양오염이나 오염을 발

생시키는 외에 선박의 충돌이나 좌초 등의 사고에 의한 오염의 위험도 생겨 결과적

으로 북극의 자연 환경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현 시점에서 북극의 자연 환경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거나 이와 같은 영향이

현저하게 눈에 띄는 증후는 없다8). 북극에 존재하는 종의 대부분은 변화가 없지만,

4) 전술 논문(주1) 46-51페이지.
5) 상동..
6) CAFF, Arctic Biodiversity Trends 2010: Selected Indicators of Change, 2011.
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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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동에 직접적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커다란 자연 사이클 중에서 감소하는 시기

가 생기고 있거나 해빙 기간의 확대에 의해 번식 가능 기간이 늘어나 증가하고 있

는 상태에 있어, 기후변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심각한 감소는 몇 가지 종에

서만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기후변동에 동반하여 착실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는 점은 지적되고 있다. 북극권 특유의 동식물 생식 환경은 해빙⋅툰드라⋅영구 동

토⋅이탄습지를 포함하여 수 십 년에 걸쳐 감소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에 의해 일부

종이 감소함은 물론 번식 가능 기간의 확대 및 북상에 의한 활동 범위의 확대에 의

해 일부 종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북극의 생태계 균형을 무너뜨려 손상시키게 된

다.

예를 들면, 북극의 해빙을 생식지로 하는 북극곰은 19집단 중 최소한 8집단에서

수렵이나 기후변동을 원인으로 한 감소가 확인되고 있다. 북극권 국가의 북부를 생

식지로 하는 토나카이(카리부)나 Calidris canutus 등의 철새도 감소되는 경향에 있

지만 현 시점에서는 커다란 자연 사이클 중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

다. 철새는 북극의 이탄지뿐만 경유지도 포함하여 활동 범위가 넓어 기후변동이 생

식지의 증감이나 질의 변화 등으로 이어져 영향을 받기 쉽다. 북극 전연에 걸쳐 널

리 분포되어 있는 곤들매기는 한마디로 곤들매기라고 하지만 생태나 형태가 다종다

양하고, 해빙의 변화 등에 의해 일부 종류는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종류는 감소하

고 있는 현상을 발생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는 이외에, 인간 활동의 확대에 의해

발생하는 해양 오염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이 북극의 자연 환경에

대한 영향은 기후변동에 의해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변화나 인간 활동의 확대에 의

해 간접적으로 초래되는 변화, 북극에서 발생하는 변화나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뒤얽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그 영향도 한결같이 동

식물의 감소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동식물을 파악해 보면 증가로 이

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북극 특유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한다는 관점에서는 다양한

종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9).

3. 북극의 환경 보호와 국제법

북극의 자연 환경보호에 관해 북극권 제국으로 구성되는 북극이사회(AC)는 다양

한 하부 기관을 두고 현상의 과학적 파악 등에 몰두하고 있다. 지금까지 AC는 그

대강 중에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몇 가지 개별 분야에 대해 비구속적인 가이드라

8) 북극의 자연 환경 상태를 과학적으로 제시하는 문서로 폭 넓게 참조되고 있는 것은 아래의 2가지를 들 수 있다. 한 가지는

북극이사회의 산하에 설치된 북극권 감독 평가 프로그램 작업부회(AMAP) 및 북극권 식물상⋅동물상보존 작업부회(CAFF)
가 국제 북극 과학위원회(IASC)와 공동으로 북극의 자연 환경⋅어업⋅선주(先住)민족 등에 대한 변화와 영향을 정리한 오

오베(大部)의 보고서 ‘북극기후 영향평가 과학 보고서(Arctic Climate Impact Assessment Scientific Report)'이다. 다른 한

가지는 그 후 CAFF 내에서의 북극생물다양성평가(ABA)가, 극지역 생물 다양성 모니터링 프로그램(CBMP)에 의한 데이터

에 의거하여 북극의 생태계 변화를 제시하는 지표를 특정하고, 현상과 앞으로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전망을 정리한 보고서

‘2010년 북극생물 다양성 추이(Arctic Biodiversity Trends 2010: Selected Indicators of Change)(주7의 문헌)'이다.
9) 이에 대한 상세에 대해서는 CAFF, supra note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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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포괄적인 조약이나 개별분야의 조약을 설정하는 경우는

없었다. 2011년에 AC의 각료회합에서 채택된 '북극에 있어서의 상공 및 해양에서의

해난구조협력 조약(북극해해난구조 조약)'이 첫 번째 시도였으며, 2013년에는 '북극

해에 있어서의 기름유출오염대책⋅대처 조약'이 채택될 전망이다10).

이와 같은 북극을 대상으로 한 조약이 특별히 없는 경우라도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북극의 대부분은 어느 국가의 관할 하에 있으며, 그러한 국가가 당사국인 범

위에서 기존의 국제조약의 규율에 따르게 된다. 지금까지 북극에 적용이 미치는 것

이 의식되어 오지 않았던 종류의 조약도 포함하여 기후변동에 동반하는 동식물의

북상이나, 북극에서의 인간 활동의 가능성의 확대에 의해 각국은 국제조약에 설정

된 권리의무에 따라 북극에서 자국의 관할 하에 있는 지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북극의 자연 환경의 변화에 동반하여 앞으로 자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국제조약으

로 특히 아래의 3분야가 논의되고 있다. 제1은 북극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생물 다

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식물의 보호 또는 그 생식 환경의 보호에 직접 관계하는

환경보호 관련 조약이다. 제2 및 제3은 북극의 해양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는 중에

인간 활동을 규율해온 대강의 재검토가 요구되는 분야로서 어업자원 관리 관련 조

약과 선박 항행 규칙 관련 조약이다. 이하, 각 분야에 대해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1) 환경보호 관련 조약

북극에 적용되는 주요 환경보호 관련 조약을 동식물의 종의 보전을 직접적으로

목적하는 조약, 대기오염이나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를 목적하는 조약, 해양오염의

방지를 목적하는 조약, 기타 조약으로 분류하고, 각 조약의 규율 내용의 개요와 북

극과의 관련에 대해 나중에 제재하는 도표1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란

다11).

10) 후술2．(3)선박 항행 규칙 관련 조약을 참조할 것.
11) 주2에 제시한 리포트, United Nations Treaty Series(UN의 조약 데이터베이스), ECOLEX(UN식량농업기관〔FAO〕⋅UN

개발계획〔UNDP〕⋅IUCN의 국제환경법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작성(2013년 3월 14일 현재의 데이터). 이동성 야생

동물의 보호에 관한 조약(CMS)은 부속서에 제시한 특정 종에 대해 개별 합의를 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의무화 하

고 있다(CMS 제2조3항(c)). 관련된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된 협정이나 각서 등 중에서 북극권 제국이 그 범위로서 관계하

여 당사국이 되는 것으로는 표 중에도 기재한 아프리카⋅유라시아 이동성 물새의 보전에 관한 협정(AEWA)외에, ①유럽의

박쥐 보전에 관한 협정(EUROBATS), ②발트해⋅북동대서양⋅아이리시해 및 북해의 소형 고래의 소형 고래의 보전에 관한

협정(ASCOBANS), ③소매검은학의 보전 조치에 관한 양해각서가 있다. ①EUROBATS(Agreement on the Conservation of 
Populations of European Bats)(1991년 채택⋅1994년 발효)는 북극권 제국 중에서는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및 스웨덴

이 체약국(2012년 12월 시점에서, 조약의 종류가 대상이 되는 지역에 속하는 63개국 중 33개국이 체약국으로 되어 있다. 
일본은 대상지역이 아니며 체약국도 아니다.). 박쥐는 이동 범위가 넓지만 북극에는 여름에만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앞으로 기후변동에 동반하여 더욱 북상할 가능성이 있다. ②ASCOBANS(Agreement on the Conservation of Small 
Cetaceans of the Baltic, North East Atlantic, Irish and North Seas)는 발트해 및 북해의 소형 고래의 보전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he Conservation of Small Cetaceans in the North and Baltic Seas(1991년 채택⋅1994년 발효)의 대상

해역을 확대하여 조약명을 변경하는 개정이 실시되어, 2008년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 북극권 제국 중에서는 덴마크, 핀란드

및 스웨덴이 체약국. 대상 해역이 국가 중, 북극권 제국에서는 러시아가 체약국으로 되어 있지 않다. 대상 해역의 북쪽 한

계는 북위 62도 까지 이며, 현 시점에서 소위 북극은 들어가지 않지만 해수온도의 변화 등에 의해 앞으로 변화를 필요로

할 가능성이 생긴다. ③소매검은학의 보전 조치에 관한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concerning 
Conservation Measures for the Siberian Crane)(1993년 cpr장⋅1999년 개정)가 대상이 되는 소매 검은 학은 러시아의 습

지를 번식지로 하는 멸종위기종인 철새이다. 책정 당초는 서부 시베리아에서 이란 및 인도를 이동하는 것만 대상이 되었으

나 1998년부터 중국에서 월동하는 동아시아로 이동하는 것으로 넓혔다. 서명국에는 북극권 제국 중 본 각서에 관련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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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서는 북극에 적용될 수 있는 환경관련 조약으로 어떠한 것이 있으며, 기

존 대강의 규율과 그 한계를 보고 정하는 작업이 시작된 것에 불과한 개개의 대강

중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 북극의 자연 환경의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어도 특별히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던

지역에서의 관리가 새롭게 필요하게 된 것이나 지금까지 대강이 대상으로 삼지 않

았던 지역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생긴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생물 다양성 조약은 동식물과 그 생식 환경 전체로 이루어진 생태계의 보호를 도

모하고 생물 다양성의 유지 확보를 목적으로 한 종합적인 역할을 하는 조약이라 할

수 있다. 이 조약의 대강 중에서 최근, 다음과 같이 북극의 자연 환경에 특별히 초

점을 맞춘 시작되고 있다.

2008년의 생물 다양성 조약(CBD) 제9회 체약국 회의에서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제안하는 수속 및 방법을 정하였던바 2008년 12월에 영국의 기관인 세계 생

물 다양성 소위원회(Global Biodiversity Sub Committee)12)가 ‘북극권의 생물 다양

성'을 제안하였다. 그 후, 2011년의 제11회 체약국 회의에서 CBD의 과학기술 조언

보조기관(SBSTTA)의 요구에 따라 AC의 북극권 식물상⋅동물상보존 작업부회

(CAFF)가 북극의 생물 다양성에 관한 정보와 전망을 정리한 리포트를 제출하고,

SBSTTA는 이것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도 CAFF와 협력하여 북극에서의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권고와 결의를 제출하였다13). 이때 제출된 리포트 자체

는 북극이사회에서 CAFF의 역할과 활동 내용을 소개하는 내용이 주체가 되는데 그

치지만 앞으로의 협력관계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2) 어업자원 관리 조약

지금까지 북극해에서는 상업 어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북극권 제국의 연안

부근에서 북극곤들매기⋅찰갑상어.연어 등이 어획되어 왔을 뿐이다. 그러나 북극해

에 인접하는 북부대서양 및 북부 태평양은 사할린 별 빙어 · 카라스가레이 · 홋코

쿠아카에비 · 홋쿄쿠다라 · 명태 · 청어 · 대게 · 왕게 · 연어 등이 잡히는 풍족한

어장이다.

기후변동에 동반하여 북극의 해수온도가 상승하면 이러한 어종이 북상하고, 해빙

기간도 확대되기 때문에 조업 가능 해역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으로, 북극

중심의 얼음이 녹아 담수가 증가하여 염분 농도가 낮아지거나, 대기의 변화와 얼음

의 감퇴에 의해 태풍이나 바람에 세지는 등 기상 상황에 변화가 생기고, 이산화탄

소의 증가에 의해 해수의 산성도가 높아지는 등 해역에 질적인 변화도 예상되고 있

다.

이러한 변화에 의해 어떤 어종은 생식 해역을 확대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

인 러시아가 포함된다. 중요한 생식지인 러시아의 습지 보전은 본 각서에 의거하는 계획과 직결되어 있다.
12) Global Environmental Change Committee(GECC)의 하부조직. 정부의 정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적 기초를 제공하

기 위한 기관.
13) UNEP/CBD/SBSTTA/REC/XV/7 및 UNEP/CBD/SBSTTA/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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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어떤 어종은 북상함으로써 지금까지 생식하였던 해역에는 감소하거나, 북극에

지금까지 생식하여 왔던 어종은 감소하는 등의 가능성이 있다. 현 시점에서 어느

어종이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정확한 예상을 하기는 곤란하지만14), 어느 경우

에나 앞으로 북극의 해양 생태계가 변화되고, 어업 대상 종에 대해서도 무언가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북극권 해역의 어업자원 관리는 UNCLOS 등의 보편적 대강(협력 틀)과 지역 어

업관리 기관⋅지역 어업관리 협정 등의 지역적 대강 등에 의해 규율되게 된다. 북

극권의 해역의 어업 상황에 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중에 이러한 대강의 사정 범위를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보편적인 어업관리의 대강에는 ①UNCLOS(1982년 채택⋅1994년 발효), ②UN 공

해 어업 실시 협정15)(1995년 채택⋅2001년 발효), ③UN 식량 농업 기관(FAO)에의

해 작성되는 구속적⋅비구속적문서 등을 들 수 있다. UNCLOS 는 어업자원에 관하

여 연안국의 영해에 있어서의 주권⋅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의 주권적 권리를

규정(UNCLOS 제2조 및 제56조), EEZ에서 연안국이 생물자원의 총 어획 가능량

(TAC)과 자국의 어획능력을 결정하고, 잉여분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에 의한 어획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 제61조 및 제62조). 연안국은 EEZ 내의 생물자원에

대해 적당한 보존 조치 및 관리 조치와 유지 확보를 의무화하고, 적당한 경우에는

보편적 및 지역적 국제기관을 통하여 협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동 제61조). 그밖에

2개국 이상의 EEZ에 걸친 종에 대해서는 관계국이 직접적으로, 또는 적당한 지역적

기관을 통하고 (동 제63조), 고도 회유성 어종에 대해서는 적당한 국제기관을 통하

여(필요에 따라 기관을 설치하여)(동 제64조), 회귀성 어종에 대해서는 적당한 경우

에는 지역적 기관을 통하여(동 제66조), 종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해 협력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UN공해 어업 실시 협정은 어떤 국가의 관할에도 속하지 않은 해역에서의 어업관

리가 UNCLOS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분포 범위가 EEZ의 내외에

걸쳐 존재하는 어종) 및 고도 회유성 어종의 장기적인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된 당해 어종의 보존관리 조치를 취하기 위해 관계국이 직접적

으로, 또는 지역적 기관 또는 대강을 통하여 협력하도록 의무화(UN공해 어업 실시

협정 제8조), 관련된 기관 또는 대강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를 먼저 깃발을 꽂은 국

가로 하는 어선은 대상 어종을 어획할 수 없다(동 제17 조). 북극에서는 어느 나라

의 EEZ에도 해당하지 않은 공해가 되는 해역은 한정되어 있지만 본 협정의 대상이

되는 어종은 인접 해역을 포함하여 많다.

14) Molenaar, Erik J., and Corell, Robert, Background Paper: Arctic Fisheries (2009), p. 9-10, at
http://arctic-transform.org/docs.html; Barns, Richard, “International Regulation of Fisheries Management in 
Arctic Waters”, Germ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54 (2011), p. 194.

15) 정식 명칭은 ‘분포 범위가 배타적 경제수역의 내외에 존재하는 어류 자원 및 고도 회유성 어류 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

한 1982년 12월 10일의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조약 규정 실시를 위한 협정(Agre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traddling Fish Stocks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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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경제사회이사회의 전문기관인 FAO16)는 수산위원회(COFI)에서 어업을 취급하

고, 공해 어업 관리나 원양 조업선에 대한 대처 등을 위해 다양한 문서를 작성하고

있다.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조치의 공해상의 어선에 의한 준수를 촉진하

기 위한 협정17)'(플래킹협정⋅1993년 FAO 총회에서 채택⋅2003년 발효) 및 동 협정

과 불가분한 것으로 채택된 ‘책임 있는 어업을 위한 행동규범18)'(1995년 FAO 총회

에서 채택⋅법적구속력 없음)은 생태계를 보전하고 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확

보한 책임 있는 형태로의 어업을 위해, 어업관리의 방법⋅어획 방법⋅가공 및 유통

환경에 대한 배려 등에 대해 규정한 것이다. 그 아래에 행동규범을 으로 실시해 나

가기 위한 기술적 가이드라인(Technical Guidelines)이나 행동계획(International

Plans of Actions)이 작성되어 있다. 앞으로 북극권의 해역으로 어업활동이 확대되

어 갈 때는 이러한 문서에도 주목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이어서 지역 어업 관리 기관 또는 지역 어업 관리 협정 등의 지역적 대강(틀)을

살펴보도록 한다. 상기와 같이 UNCLOS 및 UN공해 어업 실시 협정에는 관계국이

보존 및 관리 조치를 취하기 위해 지역적 기관 등을 통하여 협력하도록 의무화 규

정이 여러 종류 존재한다. 북태평양 및 북대서양에는 특정 어종에 대한 지역적인

어업 관리 기관이 복수 설치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어업관리는 이러한 대강 안에서

실시되고 있다. 북극 및 그 인접 해역의 대부분은 북극권 제국의 영해 또는 EEZ에

속해 있어 공해 부분은 적고 북극권의 해역에서의 어업 가능성이 넓어진 경우에도

대상 어종에 관해서는 이러한 대강의 규율에 따르는 범위가 크다.

이러한 대강(틀) 중, 다수국간에 의한 대표적인 것은 나중에 제재하는 도표2 ‘북극

권의 해역에 관련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주요 다수국 간 지역 어업 관리 대강'

과 같다19). 이러한 대강의 대상 수역을 확인하면 북쪽 한계를 명기하지 않은 것이

많아 앞으로 대상 어종의 북상을 염두에 두고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이와 같이 수종의 지역적 대강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북극권의 해역에 적용

16) 북극권 제국 8개국 등 191개의 가맹국 및 EU 등 2개 준가맹국. 
17) Agreement to Promot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by Fishing Vessels on 

the High Seas. 북극권 제국 8개국 중 캐나다⋅노르웨이⋅스웨덴⋅미국 등 39개국(포함 지역⋅지역기관)이 체약국. 
18)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19) Molenaar, Erik J., “Climate Change and Arctic Fisheries”, Koivurova, T., et al. (eds.), Climate Governance in the 

Arctic (2009), pp. 145-169; Molenaar and Corell, supra note 15; Barns, supra note 15 등의 논문 외에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FAOのHP, 각 어업 관리 기관의 HP를 참조하여 작성(2013년 3월 14일 현재의 데이터). 한편, 2국
간에 의한 대강으로, 북극의 어업 자원 상황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태평양 측에서는 어느 것이나 캐나다와 미국의 사이에 체결되어 있는, ①‘북태평양 및 베링해의 Greenland halibut어업의

보전에 관한 조약'에 의거하여 설치되어 있는 국제 태평양 Greenland halibut위원회(Convention for the Preservation of 
the Halibut Fishery of the North Pacific Ocean and the Bering Sea(기관：International Pacific Halibut Commission)), 
②‘태평양 연어 조약'에 의거하는 태평양 연어 위원회(Treaty between the Government of Canad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Pacific Salmon(기관：Pacific Salmon Commission)), ③‘유콘강 연어 협정'에
의거하는 유콘강 패널이 있다(Yukon River Salmon Agreement of December 2002(기관：Yukon River Panel)). 대서양 측

에서는 바렌츠해에 있어서의 대구⋅Capelin의 어업자원에 관하여 1975년에 노르웨이와 소련이 조약을 맺어 설치한 공동 어

업 위원회가 있으며(Joint Russian-Norwegian Federation Fisheries Commission(1975년 조약：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Norway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Co-operation in the 
Fishing Industry)), 그 후 이 대강 아래에 수 종의 조약 및 의정서 등을 체결하고 청어 및 Greenland halibut(카라스가레

이) 등으로도 대상 어종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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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때문에 북극 부근의 해역의 자연 상황의 변화에 대해 각 연안국 등은 자국에

부과되는 의무를 다하도록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지만, 현 시점에서 대강 중에서

특별한 대처가의 취해지고 있지는 않다. 또한, 각각은 일부 해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어종도 참치류나 회귀성 어중 등 일부에 그치고 있는 외에 해역의 경계 미획

정 문제에서 이러한 대강이 설정되지 않아 구멍이 되고 있는 부분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앙 베링해에 있어서의 명태 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약(CCBSP)

의 연차 회합에서는 명태 자원이 축치해로 북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Beaufort해나 축치해의 알래스카 먼 바다의 해역에서는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경계

미획정 부분이 있어, 2국 간의 자원관리 대강은 아무것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

관련된 상황 중에서 북극권 제국의 일국인 미국에서는 북극 부근의 해역의 변화

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국내의 규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

고 있다. 미국의 상원 의회는 2007년에 북극해에서의 회유성 어종 및 월경(越境)성

어종의 관리를 위한 합의 체결을 위해 국제적인 교섭을 미국이 추진하도록 지시하

는 결의20)를 채택하고, 정부는 캐나다 및 러시아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

다. 또한, 정부는 이 결의의 내용을 2007년의 고급 북극 실무자 회합에서도 제시하

였다21).

그리고 미국의 북태평양 어업관리위원회는 2008년에 포괄적인 북극해 어업 관리

계획(FMP：Fishery Management Plan)을 작성하고, 북극 부근의 해역을 보전하기

위한 예방적인 조치로서 알래스카 먼 바다의 넓은 범위의 어업을 금지하도록 결의

하고, 여기에 의거하여 상무성은 알래스카 먼 바다(Beaufort해 및 축치해)에서 선주

민(원주민)의 자가 소비 어업과 연어 및 Greenland halibut 이외의 어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경계 미획정 분쟁 해역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캐나다는 여기에

항의하였으나 동일한 조치를 자국에서도 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22).

(3) 선박 항행 규칙 관련 조약

지금까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북극의 항로 이용이 현실성을 띠고 있는 중

에 선박의 항행이 증가함에 따라 북극의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하기에서는 북극의 자연 환경보호에 관계된 기존의 선박 항행

관련 국제적 대강을 대충 살펴보고 국제해사기관(IMO)에서 추진하고 있는 Polar

Code 작성 작업의 현상에 대해 소개한다.

(a) 기존의 국제적 대강(협력 틀)

UN해양법협약(UNCLOS)은 제12부 ‘해양 환경의 보호 및 자연'에서 해양 환경을

20) SJ Res. No. 17 on 4 October 2007. 하원에서 2008년 5월에 통과되어 2008년 6월 4일에 당시의 부시 대통령이 서명.
21) 이때 각국에서는 이 문제는 기존의 대강의 문맥 중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지지하여, 북극이사회 등에서

기존의 대강과는 다른 새로운 대강이 설정되는 것에 대한 반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Molenaar and Corell, supra 
note 15, p. 25).

2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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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및 보전할 의무를 체약국에 부과하고 있다(UNCLOS제192조). 또한, 동 부에서

권한이 있는 국제기관(IMO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는 일반적인

외교회의를 통한 선박에 기인한 오염 방지 등을 위한 국제기준 작성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먼저 깃발을 꽂은 국가에게는 최소한 관련된 기준과 동등한 효과를 초래하

는 국내적 규율을 실시할 것을, 배타적 경제수역의 연안국에게는 일반에게 인정받

은 국제기준과 일치한 내용으로 선박에 기인한 오염 방지 등을 위한 외국 선박에

적용하는 법을 채택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동 제211조). 또한, 공해에 먼저 깃발

을 꽂은 국가의 의무로서 인명의 안전⋅충돌 예방⋅해양오염 방지 등에 관한 국제

적인 규칙을 선장 등에게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동 제94조4항(c)).

관련된 규정 하에 IMO에서는 다양한 조약 및 문서를 작성하여, 국제기준 내지

국제적인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북극의 자연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활동에 관련된 조약 및 문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지적되고 있다23). 주로 해양

오염방지를 목적으로 한 문서로 해양오염방지 조약(MARPOL73/78 조약) 및 부속

서24). 선박의 유해오염방지방법규제 조약(AFS 조약)25), 선박평형수 조약(BWM 조

약)26), 런던해양투기 조약27), MARPOL의 특별구역 지정에 관한 가이드라인28), 특히

민감한 해역(PSSAs) 지정에 관한 개정 가이드라인29), 고래에 대한 선박의 충돌 위

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도 문서30)를 들 수 있다. 또한, 주로 해상안전 확보를 목적

으로 한 문서로서 해난 사고에 의한 오염방지 등의 관점에서 북극의 자연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상인명안전 조약(SOLAS 조약)31), 선원의 훈

련 및 자격 증명과 당직 기준에 관한 국제 조약(STCW 조약)32)을 들 수 있다. 또한,

23) 이 외에 IMO의 대강 밖에서 해상의 안전을 목적으로 작성된 COLREG 조약(1972년의 해상에서의 충돌 예방을 위한 국제

규칙에 관한 조약)도 지적된다.
24)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of 1973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78. 해

양오염방지를 위해 선박에 대해 유해 오염물질의 배출 규제와 검사시스템을 규정한다. 이 아래에 부속서Ⅰ(기름에 의한 오

의 방지를 위한 규칙), Ⅱ(산적의 유해 액체 물질에 의한 오염의 규제를 위한 규칙), Ⅲ(용기에 수납한 상태에서 해상으로

운송되는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의 방지를 위한 규칙), Ⅳ(선박으로부터의 오수에 의한 오염의 방지를 위한 규칙), Ⅴ(선박

으로부터의 폐기물에 의한 오염의 방지를 위한 규칙), Ⅵ(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칙)이 있으며, 개정⋅ 추
가가 반복되고 있다.

25)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Harmful Anti-Fouling Systems on Ships.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방지 방법을 규제하는 대강. 
26)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 유해한 수생 생물

및 병원체의 이동을 방지⋅최소화⋅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27)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and its 1996 Protocol. 원
칙적으로 해양 투기 금지로 세이프 리스트에 지정된 물질만 투기 가능한 것으로 한다. 

28) Guidelines for the Designation of Special Areas under MARPOL 73/78. MARPOL 부속서의 일부 규제에 대해 보다 엄

격한 기준을 설정 가능한 특별구역의 지정 방법을 규정한다. 특별구역에는 복수 국가에 걸친 구역에 대해서도 폐쇄 해역

또는 반폐쇄 해역에 대해서도 지정 가능.
29) Revised Guidelines for the Identification and Designation of Particularly Sensitive Sea Areas (PSSAs). PSSA의 지정

방법 및 인정된 때에 취할 수 있는 보호조치에 대해 규정한다. 현재 13해역이 지정되었으나 북극 및 남극에는 없다.
30) Guidance Document for Minimizing the Risk of Ships Strikes with Cetaceans. 고래 밀집 지역에 대한 정보의 선박 운항

자에 대한 제공, 항로의 지정 등을 규정한다.
31)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해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선체 구조나 설비의 기준과 검사

시스템을 규정한다.
32)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해상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선원의 교육⋅훈련 요건의 설정과 증서 발급 시스템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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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극해를 대상으로 한 문서로, 원양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대한 항행 계획에

관한 가이드라인33)를 들 수 있는 외에 2009년에 극해를 항행하는 선박에 관한 가이

드라인(후술(b) 참조)이 작성되었다.

북극에서 선박을 항행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기존의 대강이 적용되게 된다. 단, 북

극에서는 공해에 해당하는 부분이 적고, 항로의 이용이 일상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어떤 국가의 관할 하에 있는 해역을 항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국제기준

을 토대로 하여 설정된 연안국의 규제에 따르고, 구체적인 운항에 있어서는 각 국

가의 규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UNCLOS에서는 연안국에 대해 자국의 영해를 항행하는 선박의 항행 안전 및 해

상교통 규제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증에 관련된 법령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UNCLOS제21조1항), 외국 선박의 설계⋅구조⋅승조원의 배승⋅설비에 대해

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제적인 규칙 또는 기준을 실시하는 범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 제21조2항).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연안국에 국제조

약이나 국제기준을 실시하기 위해 정하는 법령 이외에 법령을 제정할 권한은 규정

되어 있지 않다. 덧붙여 해빙 지역이 많은 북극권의 해역은 폐쇄해 또는 반폐쇄해

라고도 생각되고 있으며, 관련 해역을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가지는 관계

연안국은 해양 생물자원의 관리나 해양 환경의 보호 등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적당한 지역적 기관을 통해 조정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다(동 제123조). 그러

면, 국제기준을 초과한 국내법령을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연안국이 규정하는

것은 UNCLOS에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북극권 제국의 캐나다⋅러시아⋅

덴마크는 UNCLOS 중의 취약한 환경인 얼음으로 둘러싸인 수역을 가지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연안국에 대해 선박에 기인한 오염방지 등을 위해 무차별 법령을 규정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동 제234 조)을 근거로 IMO에서의 규제 내용 보

다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점을 둘러싼 논의에 대해서는

앞 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또한, 북극권 제국으로 이루어진 AC는 독자적으로 북극권의 해난 구조에 관한 협

력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AC의 대강의 첫 조약인 북극해해난구조 조약34)을 2011

년에 채택하였으며, 계속해서 2013년에는 북극해에서의 기름유출오염대책⋅대처조

약을 채택할 예정이다35). 이는 북극권 해역에서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중에 환경

보호와 석유오염방지대책에 있어서의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의거하여,

2011년부터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b) Polar Code 작성 작업의 현상

북극해역의 항행이 현실성을 가지기 시작하게 됨에 따라 IMO는 극해의 기상 조

33) Guidelines on Voyage Planning for Passenger Ships Operating in Remote Areas. 좌초⋅충돌 회피를 목적으로 극해를

포함하는 원양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대해 자세한 항행 계획 작성을 요구하는 것.
34) Agreement on Cooperation in Aeronautical and Maritime Search and Rescue in the Arctic. 폐쇄 조약. 
35) AC의 HP 참조(http://www.arctic-council.org/index.php/en/oceans/emergency-prepare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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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고려한 해양의 안전과 오염방지 기준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상기(a)에 기술

한 기존의 조약을 초월하는 내용의 문서로서 Polar Code를 현재 작성 중이다.

Polar Code 작성의 시작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36). 1989년에 알래스카주

프린스 윌리엄스만에서 좌초한 대량의 원유유출사고를 낸 엑슨 발디스호를 대표로

1990년 전후에 북극권 및 그 인접 해역에서 해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한 것을 계

기로 극해의 항행에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칙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1994년부터 IMO

의 외부 작업부회(OWG：Outside Working Group)가 설정되어 작업이 시작되었

다37). 이 작업부회를 주도한 국가 중의 일국인 캐나다 1997년에 Polar Code의 기초

안을 IMO의 해상안전위원회(MSC：Maritime Safety Committee)의 하부 기관인 설

계설비소위원회(DE：Ship Design and Equipment Sub-Committee)에 제출하여

IMO로 무대를 옮겼다38). 강제적 규칙화나 성질이 다른 북극과 남극을 동시에 취급

하는 것 등에 대해 미국이 반대하여39), 결과적으로 IMO는 2002년에 비강제적이고

북극만을 대상으로 한 ‘북극의 얼음으로 덮인 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채택하였다40). 그러나 그 후, 남극 관계 제국이 가이드라인의 대상에 남극

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여 2004년의 제79회 회합에서 MSC는 DE에 대해 개정 작업

을 지시하여 2009년에 DE는 이 작업을 완료하여 동년의 제26회 IMO총회에서 ‘극

해를 항행하는 선박에 관한 가이드라인41)'이 채택되었다42).

그렇지만 동 시기에 남극에서 사고가 계속 발생한 것을 이유로, 보다 많은 선박이

항행할 가능성이 있는 북극권의 해역에서의 사고의 발생을 우려하여 극해의 제국은

보다 엄격한 구속력이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43). 덴마

크⋅노르웨이⋅미국은 북극지역에서 적용되는 의무적 요건을 정하는 문서의 작성을

제안하였다. 이를 받아들여 2010년 이후 DE가 중심이 되어 Polar Code작성 작업에

임하고 있다44).

36) Polar Code의 작성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에 대해서는 이를 캐나다 정부에 의한 적극적인 연관을 평가하는 시점에서 기술

한 Kikkert, Peter, “Promoting National Interests and Fostering Cooperation: Canada and the Development of a Polar 
Code”, Journal of Marine Law and Commerce, Vol. 43 (2012), pp. 319-334에 상세. 앞 장과 같이 캐나다는 국제기준

보다도 강화된 독자의 규제를 실시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작성 단계에서 국내 규칙과 일치하도록 논의를 주관하는 마찬가지

로 독자적인 규제를 하는 러시아의 의견의 중요성을 의식하였다고 한다. 러시아는 Polar Code의 전문에 캐나다가 제시하여

가이드라인에 삽입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선박 항행관리에 관한 국내 규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를 넣도록 제

안하였으나 (IMO Doc. DE55/12), 현 시점의 안(IMO Doc. 56/10/1を 참조)에서는 빠져 있다. 한편, 앞 장에 기재되어 있

는 캐나다와 러시아가 독자적으로 설정한 수선 안내 제도에 대해서도 러시아는 쇄빙선에 의한 것을, 캐나다는 다른 점 등, 
지금까지 설정해온 규제 양태의 차이에서 Polar Code의 구체적인 기준 작성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된

다.(Bartenstein, Kristin, “Navigating the Arctic: The Canadian NORDBERG, the International Polar Code and Regional 
Cooperation”, Germ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54 (2011), p. 117).

37) Kikkert, supra note 37, pp. 321-323.
38) Ibid., p. 326.
39) Ibid., pp. 326-328.
40) Guidelines for Ships Operating in Arctic Ice-Covered Waters. 여기에 의거하여 국제선급협회연합(IACS)은 해빙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을 위한 기술적인 설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 2006년에 통일된 규칙을 제시하였다.
41) Guidelines for Ships Operating in Polar Waters. 
42) IMO Doc. A26/Res.1024.
43) Kikkert, supra note 37, p. 329. 2007년에 일어난 여객선 익스플로러호(MS Explorer)의 빙산 충돌 사고 외에, 2010년

12월에는 한국 어선 제1인성호(No.1 In Sung)의 침몰 등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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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ar Code는 작성 중으로 현재 대부분은 미확정이지만 큰 틀은 다음과 같다.

Polar Code는 의무적 요건을 제시하는 A부와, 권장 요건을 제시하는 B부로 이루어

진 2부로 구성하고 위험 기준⋅접근 방법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DE에서 합의되어,

먼저 의무적 요건의 검토부터 시작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Polar Code는 기존의 해

상인명안전 조약(SOLAS 조약) 및 해양오염방지 조약(MARPOL 조약)을 발전시킨

내용의 기준을 작성하는 것으로 하고, 2조약을 초월하는 내용의 부분만 규정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 선박은 2조약의 적용을 받는 규모의 여객선

및 화물선으로, 기타 선박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기로 되어 있다.

현 시점의 구성은 아래와 같으며45) 각 장의 기술적 요건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전문 부분: 전문, 서론, 목적, 극해에 내재된 위험, 코드의 구조. 총칙 부분: 부분: 규

칙1(정의), 규칙2(적용 대상 선박), 규칙3(증서와 검사), [규칙4(운항 제한)]. A부(의무

적 요건)：제1장(극해역 운향 안내서), 제2장(선체 구조), 제3장(복원성⋅구획), 제4장

(수밀⋅풍우밀), 제5장(기관), 제5장bis (묘박(錨泊) 장치), 제6장(거주 적성/[거주 설

비⋅탈출 경로]), 제7장(방화), 제8장(구명), 제9장(항해), 제10장(통신), 제11장(대체

설계), 제12장(운항요건), 제13장[산원/배승(配乗)／평가 및 훈련], 제14장(긴급제어),

제15장((환경보호). B부(권장 요건)：[A부 조항에 관한 추가적 지침을 규정할 예정].

A부의 요건을 충족하는 선박은 행정당국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에 의한 극

해 선박 증서(Polar Ship Certificate)를 발급받는다(상기 Polar Code규칙3). 극해를

항행하기 위해서는 이 증서와 선체 구조의 상세⋅당해 선박의 해빙해역에 있어서의

안전속도와 안전한 간격 등에 대해 기재한 극해역 운항 안내서 (Polar Water

Operational Manual)(동 제1장), 선원의 훈련 매뉴얼 및 항해 계획이 필요 서류로

지정될 예정이다((동 제12장).

Polar Code의 의무적 요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여 각국에 대해 구속력을 발생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IMO의 위원회, 구체적으로는 MSC 및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EPC)에서 정하게 된다. 양 위원회에서의 검토에 앞서 IMO의 법률위원회는 견해

를 제시하고, 그 방법으로 ①SOLAS 조약에의 추가(Amendment)만으로 대처하는

방법, ②관계된 사항이 관련된 다양한 기존의 조약에 추가하여 대처하는 방법, ③새

로운 조약을 채택함으로써 대처하는 방법의 3가지를 들고, 각각의 이점과 결점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①에 대해서는 발효 시기와 체약국도 통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한편 해상 안전에 주안점을 둔 조약에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실체적 요건을

포함하는 것이 잘 풀리지 않을 염려가 있고, ②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는 조약으로

44) 기초 작업은 DE 내에 설치된 ‘의무적 Polar Code 발전을 위한 작업부회'에 의해 기본 안이 제시되고, 여기에 대해 각국으

로 구성된 통신반 전문가 회의를 운용, 수정된 형식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또한, DE의 통신에 의한 검토 후 대상 사항별로

필요가 있는 범위에서 다른 소위원회에서 거듭 심사에 부치고 있다.
45) 현 시점에서 일반적으로 입수 가능한 DE의 문서(IMO의 문서 검색 페이지에서 등록함으로써 의해 입수 가능 & 

[http://docs.imo.org/]. 특히 최신의 전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2011년의 DE 제56회 회합에서의 통신에 의한 리포트

〔IMO Doc. DE56/10/1〕) 및 국토교통성 HP 중에서 선박의 안전 및 환경보전에 관련된 IMO회합의 결과 개요 페이지

(http://www.mlit.go.jp/maritime/maritime_tk7_000006.html) 참조. 현재 작업은 2014년의 DE 제58회 회합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할 예정(IMO Doc. 56/25,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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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SOLAS 조약⋅MARPOL 조약⋅BWM 조약⋅AFS 조약이 상정되고, 대상 사항에

맞추어 적절한 조약에 삽입할 수 있는 한편 발효시기 및 체약국이 각각 달라질 염

려가 있으며, ③에 대해서는 하나의 문서로 통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한편 기존

조약과 같이 추가 수속이 규정되어 있는 중에서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발효시기

및 체약국에 대해 높은 불확실성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하였다46). MEPC에서

는 이 견해를 참고로 하여 2012년의 제63회 회합에서 검토 하여 기존의 다양한 조

약 중에 삽입해 나가는 ②의 방법을 기본으로 동일한 발효시기에 갖추어지도록 수

속 시작 시기를 생각하는 등, Polar Code가 분산화되는 것을 가능한 피하는 형태를

취하는 수법이 지지를 받고 있으며47), 앞으로 MSC에서의 검토를 기다리게 된다.

4. 결론

북극의 자연 환경보호라는 관점에서 기존의 국제조약 및 문서가 어떻게 북극에

관계하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이 본격화 되어 시작된 것은 최근이다. 이 장에서는 북

극의 자연 환경에 관련된 국제조약 및 문서로서 환경보호 관련 조약⋅어업관리 조

약⋅선박 항행관련규칙의 3분야를 개관하였다.

국제법 전체에서 보면, 이 3분야는 모두 국제조약 및 문서가 많이 작성되고, 국제

적인 대강이 많이 설정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극에서의 동식물

의 보호⋅보전이나 북극에서의 활동으로부터의 자연 환경보호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조약 및 문서가 검토되어 온 것은 거의 없으며 앞으로 북극 기후의 변화와

인간 활동의 확대를 염두에 두고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단, 개개의 조약 및 문서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 것만으로는 북극에 특유한 생태

계 전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남극과 유사한 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

우에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조정하는 코디네이트의 역할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다. 생물다양성조약의 제도와 AC와의 연계가 추진되어가는 시초가 보이는 점이나,

IMO가 중심이 되어 기존의 IMO 관련 조약과의 유대를 조정하는 형식으로 Polar

Code를 작성 중이라는 점은 이와 같은 기존의 대강이 비교적 고착되어 있는 분야

에서 온화한 형태로 포괄성을 확보하기 위하 시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46) IMO Doc. MSC91/8.
47) IMO Doc. MEPC62/11/4/Ad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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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해빙에 의한 북극해의 전략적 가치

1. 서언

오늘날 기후변동현상은,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

다. 2007년에 보고된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제4차 평가보고서에 따르

면, “기후 시스템의 온난화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 점은 대기나 해양의 세계

평균온도의 상승, 설빙의 광범위한 융해, 세계평균해면수위상승이 관측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명백하다”고 여겨져, 就中, 북극해 기온 상승은 과거 100년간의 세계

평균 기온의 상승률에 비에 거의 2배의 속도로 상승한 것 외에, 海氷이나 적설면적

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북극해의 융빙은 새로운 해상교통로의 출현과, 북극해의 해저자원의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해군함정 등이 행동할 수 있게 되면, 각 국은 북극해를

안전보장상의 시점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되기도 한다. 이번 절에서는 븍극해의 융빙

이 초래하는 전략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각국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 분석하도록 한다.

2. 북극해의 융빙상황

북극해의 기온상승에 대해서는,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 의해 제출된 제4차 보고서(2007년

5월)에 그 상세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IPCC는, 국제적 전문가가 만드는 지구온난화

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수집, 정리를 위한 정부간 기구이며, 1988년에 세계기상기관

(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에 의해 설립되어, 지구온난화에 관한 최신 知見의

평가를 시행, 몇 년마다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제4차 보고서에 따르면, 북

극의 기온은, 과거 100년의 세계 기온상승률의 평균치인 0,74도의 약2배의 상승률로

추정되며, 海氷이나 적설면적의 감소도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48)

한편, 북극해의 융빙상황에 대해서는 미국 국립 빙설 자료 센터(NSIDC: National

Snow and Ice Data Center)에 의해 그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동 센터는,

콜로라도 대학에 있으며, 미항공우주국(NASA), 미해양대기국(NOAA), 국립과학재단

의 후원 하에 극지역 데이터의 관리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림 1~349)은, 2010년 7월

부터 9월 까지의 북극해의 海氷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진 속의 실선은 1979년부

48)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패널 제4차 평가보고서 HP

 <http://www.env.go.jp/press/file_view.php?serial=9125&hou_id=7993> 2010年11月6日접속

49)National snow and ice center HP

<http://nsidc.org/arcticseaicenews/2010/072010.html>

<http://nsidc.org/arcticseaicenews/2010/081710.html>

<http://nsidc.org/arcticseaicenews/2010/092710.html> 2010年11月6日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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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2000년까지의 동안에 각 월의 평균적인 海氷지역을 나타낸다. 이에 따르면 7월

부터 서서히 연안부의 융빙이 진행되어 9월에 연안부의 얼음이 녹고있다는 점을 분

명히 알 수 있다. 이 연안부의 융빙상황은, 7월부터 서서히 시작되어, 10월까지 볼

수 있다. 그림450)에 볼 수 있듯이 관측이 개시된 1979년부터 2010년의 기간에 6월

부터 10월까지의 북극해의 海氷면적은 점차 감소하고, 융빙 피크인 각년 9월을 살

펴보면, 과거 30년에 걸쳐 약200만평방킬로의 海氷의 감소를 볼 수 있다.

전술의 IPCC 제4차보고서에 따르면, 북극해의 海氷면적의 연평균은, 1978년부터

10년간 2.7%정도의 비율로 감소하였고, 특히 여름에 주목해보면 7.4%정도로 감소경

향이 현저하다. 이렇게 살펴보면, 북극해의 융빙은 서서히 진행하고, 특히 매년 8월

하순부터 10월 상순에 걸쳐 2개월간은 연안부의 빙하가 완전히 없어지는 상황이 이

미 발생하고 있다. 만약 이대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될 경우, 융빙상황은 더욱 진행될

것이며, 연안부의 빙하가 통년에 걸쳐 융빙상태가 되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다. 지금까지 빙하로 뒤덮여있던 북극해가 한정적 혹은 장래에 통년에 걸쳐 연안

부에서 융빙상태가 출현했을 경우, 어떠한 영향을 초래할 것인가. 자연환경이나 생

태계로의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한편, 북극해의 이용에 관해 연안국에서는 물론,

그 외의 국가에서도 이미 다양한 기대와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3. 북극해의 융빙이 초래하는 영향

(1) 해상교통로로서의 이용

첫 번째 영향은, 해상교통로로 이용하는 것이다. 북극해에는 현재, 러시아의 북부

를 지나는 북동통로와 캐나다의 연안부를 지나는 북서통로가 있지만, 융빙이 진행

하여 통년 혹은 여름의 일정 기간의 통항이 예상된다면,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을

연결하는 새로운 항로로서의 이용가치가 높아진다.

예컨대, 수에즈 운하경유에 비해, 요코하마-로테르담 간에는 12,894마일이 8,452마

일로, 상하이-로테르담 간에는 1만 2,107마일이 9,297마일로 약40%나 단축되었다. 또

한 파나마 운하경유에 비해 밴쿠버- 로테르담 간은 1만 262마일에서 8,038마일로 단

축되었다. 세계 물류의 90%는 해상교통으로 이루어 지고 있어 따라서 쇼트커트 항

로의 출현은 세계 경제에 커다란 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세계의 sea

lane이 하나로 연결됨으로써 해상물류의 비율과 유연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분쟁이나 해적의 출현에 의한 현유 항로의 봉쇄나 안전면에서의 우려에

대해, 항로의 선택지가 늘어나는 것도 북극해항로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기

대된다.

50)National snow and ice center HP

<http://nsidc.org/arcticseaicenews/2010/092710.html> 2010年11月6日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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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원개발

두 번째는, 자원개발이다. 결빙으로 인해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북극해의 해

저자원은, 융빙에 의해 그 대다수가 채굴가능하게 되자 기대 받고 있다. 미국 내무

성 지질조사소가 2008년 7월에 시행한 북극권의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의 매장량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미발견으로 기술적으로 굴삭이 가능한 가채 자원이 차지하

는 북극권의 비율은 전세계의 22%를 차지하고, 그 중 석유자원이 전 세계의 약

13%(900억 베럴), 천연가스가 동30%(167조 입방피트), 그리고 천연가스액체는 동

20%(440억베럴)이라고 파악되며, 이들 자원의 80%이상이 수심500미터 정도의 근해

에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해저자원에 그치지 않고, 융빙에 의해 북극의 해양면적이

넓어지고 있어, 새로운 어장으로서 조업이 가능하게 된다.

(3) 군사적 가치

세 번째는, 군사적 가치이다. 북극해는 냉전이후, 미소 대치의 지세적 구조에서 대

륙간 탄도 미사일(ICBM)의 비상 루트가 되어 미소 쌍방의 조기 경계망이 배치되고,

탄도 미사일 원잠(SSBN)이나 공격형원잠(SSN)의 행동역으로서 군사적 중요성을 가

지고 있다. 이 구조는, 현재의 미국 러시아 간의 전략핵 관계에서도 변함이 없다.

이러한 종래의 구조와, 북극해의 융빙에 의해 초래된 항로의 출현에 의해, 수상함정

이 행동가능해 진 경우, 해군력의 전개에 즉응성과 유연성이 증가하게 되어, 특히

미국의 글로벌한 해군력의 전개 패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4. 북극해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

북극에는, 남극 조약과 같은 당해 지역의 평화이용이나 영토주권의 주장을 동결하

는 조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유엔해양법

협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적용된다. 여기에서는, 북극해를 둘러싼 각국의 주장과 그

에 따른 대립의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연안국이 주장하는 주권적 권리

가. 러시아

러시아는 연안국 중에서도 주권적 권리의 주장에 가장 적극적이다. 러시아의 북극

원정대는 2007년 8월 9일, 조사선에서 발진한 심해잠수정에 의해 북극점의 해저에

티타늄 제의 러시아 국기를 꽂았다. 이는 러시아의 북극권 대륙붕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상징적 행위라고 받아들여졌다. 동국은, 2001년 12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그

림6에 제시한 대륙붕 연장신청을 행하였다.51) 러시아 연안의 적선이 200해리의 배

51)大陸棚限界委員会HP，“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CLCS）Outer limits of the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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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적 경제수역, 로모노소프 해령에 따라 북극점까지 이어지는 선 및 북극선에서 이

어지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사선부분, 바렌츠 해의 사선부분이 대륙붕의 연장부분이

라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극해연안 4개국은 대륙붕한계위원회에 대해서 이미

다음과 같은 견해를 언급하였다.

①캐나다: 러시아가 제출한 데이터는 불충분하고, 주장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러

시아의 신청 및 신청에 대한 대륙붕한계위원회의 권고가 러시아 태나다 간의 경계

획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②덴마크: 러시아의 신청 및 신청에 대한 대륙붕한계위원회의 권고가 러시아 덴마

크 간의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③노르웨이: 러시아와 노르웨이 간에 바렌츠 해에서 주장이 중복되는 해역이 있기

때문에 대륙붕경계획정에 대해서 현재 교섭중이며, 이 미획정 경계는 대륙붕 한계

위원회의 절차 규칙상, “해상분쟁”으로서 다루어지고, 위원회 심사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④미국: 모노로소프 해령은 북극해분의 깊이, 해양성 부분에 있는 독립된 해저지

형으로, 어떠한 국가의 대륙붕연변부의 자연 연장도 아니다. 러시아 신청과 과학적

커뮤니티 간에 과학적 측면에 대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대륙붕

한계 위원회가 권고를 행하기 전에 다시 검토 및 논의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하였

다.52)

또한, 러시아는 연안부를 지나는 북동항로를 북극해항로라고 호칭하고, 유엔해양

ntinental shelf beyond 200 nautical miles from the baselines :Submissions to the Commission: Submis

sion by the Russian Federation”<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rus01/RUS_C

LCS_01_2001_LOS_2.jpg> 

52)大陸棚限界委員会HP <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submission_ru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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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협약 234조를 근거로서, 1991년에 북극해항로항행규칙을 시행하고, 외국선에 대해

서, ①선장에게 빙해항해 경험이 부족한 경우는 러시아인의 수로안내인을 붙일 것,

②해양오염에 대한 민사손해배상지불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③4개월 전까지 운항

신청을 제출하고 심사를 받을 것, ④러시아 운항관제를 받을 것 등, 사전의 선박 검

사, 통행료,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을 경우의 할증요금을 규정53), 자국의 권

리를 주장하고 있다.

나. 캐나다

러시아에 이어 적극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는 캐나다. 2003년 11월에 유엔해양법협

약을 비준하고 있으며, 대륙붕연장신청기한인 2013년 11월을 목표로, 신청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실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그림754)은 캐나다가 주장하는 배타적경

제수역을 적선으로, 대륙붕 연장을 흰선으로 표시한 것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

해서는, 알라스카, 아이슬란드의 중간선을 긋고 있긴 하지만, 북극점 쪽으로 이어지

는 대륙붕의 연장에 관해서는, 러시아의 주장과 경합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연안부의 북서항로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유엔해양법협

약 234조를 근거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캐나다 북극역선박오염방지규칙을 제

정하고, 통항선박에대한 환경오염방지 조치나 사전의 통고제도를 두고 있다.55)

다. 미국

미국은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에 위

원을 보내는 것도 불가능하고, 자국의 대륙붕연장에 관하여 동 위원회에 신청할 수

가 없는 상황이다. 러시아의 대륙붕연장신청에 관해서는, 전술과 같이 과학적 근거

의 부족을 지적하고, 데이터 부족의 경우에는 권고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구상서

를 위원회에 제출하였다.56) 자국의 대륙붕 연장에 관한 과학적 조사에 대해서는 대

륙붕 연장 프로젝트(Extended Continental Shelf Project)를 세워, 적극적으로 해양조

사를 실시하고 있다.57) 조사에 근거하여 대륙붕연장을 주장하는 경우, 캐나다나 러

시아와 경합 할 가능성이 있으며, 조사에 관해서는 캐나다와 밀접하게 제휴하고 있

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북서항로에 관해서는 캐나다와는 긴장관계에 있다. 미국

의 입장은, 북서항로는 국제해협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캐나다가 북극제도 및 퀸

엘리자베스제도를 직선기선으로 연결하는 육지쪽을 내수로 하고 있다는 점에도 반

대를 표명하였다.58)

53)Hiromitsu Kitagawa, The Northern Sea Rout-The Sortest sea route linking East Agia and Europe, 

Ship and Ocean Foundation, 2001.pp.80-87 

54)<http://www.international.gc.ca/continental/limits-continental-limites.aspx?lang=eng> 

55)注7、ｐ80

56)大陸棚限界委員会HP<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rus01/CLCS_01_2001_LOS_

_USAtext.pdf> 2010 年11月7日アクセス 

57)About the Extended Continental Shelf <http://continentalshelf.gov/about.html> 2010 年11月7日アクセス 

58)Matthew Carnagham and Allison Goody, Canadian Arctic Sovereignty,Parliamentary Information and

Research Service,January 26 2006 <http://www2.parl.gc.ca/Content/LOP/ResearchPublication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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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2006년 12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연장신청을 하고, 2009년 3월에 동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았다. 이에 따르면, 바렌트해의 대륙붕은 러시아와 경합하고

있으며 경계획정문제는 2개국간에서 해결하라고 되어있으며, 북극해의 타국과 계쟁

이 없는 대륙붕에 대해서는 합의를 얻었다.59) 바렌츠해에서의 경합에 대해서는

2010년 4월, 40년에 걸친 계쟁에 종지부를 찍고자 경합부분을 거의 2등분으로 하는

조건으로 러시아와 합의하였다.60)

마. 덴마크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두고 북극해의 주권적 권리에 관계되어 있다. 대륙붕에 대해

서는 대륙붕 프로젝트를 세워, 그린란드의 북방해역에 대해서도 북극점을 포함한

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데이터 수집을 계획, 2014년까지 대륙붕 연장신청

을 시행할 계획이다.61)

(2) 해결해야 하는 문제

각국이 주장하는 주권 및 주권적 권리는, 각각에 정당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계

획정에는 향후에도 긴 프로세스가 필요할 것이라 예상된다. 섹터 이론62)을 취하는

러시아와 캐나다에서도 북서항로를 중심으로 한 구역의 주권적 권리, 즉 북극제도

의 영토에 의해 둘러싸인 내수를 주장하는 입장을 캐나다와 개방된 부분이 압도적

으로 많은 러시아의 주권적 권리 주장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각국의 정

당성의 담보는, 대륙붕한계위원회의 권고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경합하는 부분의 문

제 해결은, 당사국 간에 위임되어 있다. 미국, 캐나다의 대립에서 볼 수 있듯이, 내

수로서의 캐나다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북서항로에 무해통항이 적용됨과 동시에, 캐

나다가 해양교통이나 환경, 자원탐사에 관한 법령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해져, 미국

의 이익을 현저하게 제한하게 된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 234조가 규정하는 “빙하

로 뒤덮인 수역”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는 러시아의 과징금에 관한 규정은 동26

조에 규정된 “외국 선박에 대해서는, 영해의 통항만을 이유로 하는 어떠한 과징금

도 부과할 수 없다. 외국선박에 제공된 특정 役務의 대가로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에 저촉할 가능성이 높아 해결의 길은 쉽지 않다.

rb0561-e.pdf> 2010 年11月7日アクセス

59)大陸棚限界委員会HP<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nor06/nor_rec_summ.pdf> 

2010年11月7日アクセス 

60)The New YorkTimes, Aplil 28, 2010<http://www.nytimes.com/2010/04/28/world/europe/28norway.htm

l?scp=2&sq=April+27+2010&st=nyt> 2010年11月7日アクセス 

61)大陸棚限界委員HP<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rus01/CLCS_01_2001_LOS__

DNKtext.pdf> 2010年11月7日アクセス 

62)“섹터이론”이란, “극을 정점으로 하여, 2개의 경도선과 1개의 위도선에 의해 둘러싸인 지표상의 구면삼각형내

의 육지 및 도서에 대한 주권이 연안국에 귀속된다”고 하는 것으로, 1920년대에 영토획득을 위해 채용된 이

론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정책연구재단편 “북극해계보 제7호”(2010년)24-29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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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북극해를 둘러싼 군사동향

(1) 러시아

2008년 9월에 승인된 “2020년까지의 북극해에서의 러시아 연방국가기본정책”에

의하면 “군사안전보장, 방위, 국경경비분야에서의 기본정책으로서, 북극권에서의 러

시아 연방의 국익보호와 군사 정책 상황에도 적절한 안전보장을 약속하기 위해 활

발한 기능을 수행하는 연안경비 시스템 구축, 북극권에서의 국경경비 인프라의 시

급한 정비, 국경경비기관의 경비력강화와 시설개발을 시행한다”고 하고 있으며, 또

한 “해상테러리즘, 밀수 및 불법입국, 수산자원보호에 관한 국경경비기관과의 제휴

를 목적으로 하는 러시아연방군부대를 보지한다”고 하였다.

한편, 2009년 5월에 승인된 “2020년까지의 러시아 연방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는,

“에너지자원을 둘러싼 쟁탈전 속에서, 러시아 연방국경부근에서 균등을 해치는 사

태가 발생한 경우, 군사력행사에 의한 문제해결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명

기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전략 아래, 북극해에서의 러시아의 군사적 접근은 활발해

지고 있다. 2008년에는 Tu-95폭격기가 북극권의 미국 및 캐나다 영역에 따르는に

沿った(정기적 초계비행을 개시함과 동시에, 러시아 국방성이 북극권에서의 국익방

호를 위해 행동전투태세를 갖춤과 동시에 잠수함의 행동도 증대시킨다고 발표, 또

한 러시아해군 델타Ⅲ급 원자력잠수함이 북극해를 잠항하여 캄챠카반도에 도착하였

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러시아 북양함대가 카라반도를 기지로 스파이 잠수정 B-90

Sarov를 북극해에서 행동시키고 잇다는 보도도 있었다. 2009년에는 북극경비대가

발족하여 북극해 및 북방항로의 경비에 임하며 해빙역에서도 행동할 수 있는 쉐빙

감시선이 출항하여 처음으로 국경경비대에 편입되었다.

(2) 미국

2009년 11월에 공표된 “미해군북극 로드맵”에서 향후 4년간에 걸쳐 미해군, 연안

경비대 및 그 밖의 미정부기관이 어떻게 선박과 장비를 가지고 어떤식으로 훈련을

시행하여 격변하는 북극에서의 작전에 대비해야 하는 가를 제시하였다.

동 로드맵에서는, 미해군의 행동을 3단계로 규정하고, 제1단계에서는, ①북극권에

서의 함대의 즉응태세와 필요한 임무의 査定, ②북극원에서의 미해군전략 목표의

책정, ③북극해에서의 전투지휘관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미해군의 입장 확립, ④미

공군의 극역군사위성통신(MILSATCOM)프로그램의 품질 평가의 계속 등을 행한다.

제2단계에서는, ①미해군의 북극해에서의 능력에 관한 능력준거평가개시, ②ICEX-1

1, ICE-13, Arctic Edge, Arctic Care 등, 북극해에서의 연습에 2년마다 참가 계속,

③수색구난(SAR), 해양권식별능력(MDA), 인도적 지원과 재해구원(HA/DR), 알래스

카에서의 민생지원(DSCA)에 관한 미해군의 경험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협력

관계의 구축 등을 시행한다. 제3단계에서는 지역의 안전, 안전보장, 안정으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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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공동 및 2개국간 활동의 개시를 시행한다.

또한 2010년 2월에 공표된 “4년마다의 국방계획 재검토 보고”(QDR2010)에서는

기후변동이 지정학적 변화를 생성하는 요인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어 북극해에서의

식별능력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한편, 러시아와는 북극해를 둘러싼 문제에

서의 협력을 모색하고, 캐나다와는 방위협력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다. 국방성 전체

로서는 국토안전보장성과 공동으로 북극해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감시, 수색 및 구

난, 환경관측을 강화하고, 향후 계획입안과 작전실시를 향상시킨다고 되어 있다.

(3) 캐나다

2009년 7월에 발표된 “Northern Strategy: Our North, Our Heritage, Our Futur

e”은, ①북극에서의 주권 행사, ②사회적, 경제발전의 촉진, ③환경유산의 보호, ④

북방 거버넌스 개선 및 부탁의 4가지를 우선과제로 삼고 있다. 군사분야의 방침으

로는, 북극에서의 주둔 강화(북극수역의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등)를 들고 있

다. 이러한 방침에 기초하여, 캐나다는 동부북극해역에서의 군사연습(Operation NA

NOOK09)의 실시와 캐나다 군 최북부대로서 북서지역(NWT)의 옐로우 나이프 기지

에 육군예비역 중대를 비치하는 등, 북극권으로의 주권적 권리 주장을 뒷받침하는

군사 주둔을 도모하고 있다.

(4) 덴마크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영유하고 있어 북극권의 연안국이다. 2009년 6월에 승인된 2

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국방계획은 북극권에서의 각국의 활동 강화가 이 지역의

전략지정학적 중요성을 높이고 있어, 덴마크 군에 있어서의 커다란 과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그린란드의 군사 태세의 강화와 그린란드와 그 주변 해역에서의 주권옹호

를 위해 전투기에 의한 초계(哨戒)활동를 행한다. 또한 2010년 5월, 캐나다 간에 북

극의 방위, 안전보장, 작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작전상의 협력

을 확인하였다.

(5) 비연안국의 북극해에 대한 관여

비연안국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관여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중국이다. 중국

은, 중국국가해양국극지관리국을 설치하고, 극지탐사 계획 및 관리를 시행하고 있

다. 1999년 이후 3회의 북극조사활동을 행하고 있고, 2004년에는 북극역 조사기지

“황하(黄河)”를 스발바르 제도(노르웨이 령)에 설치되어 있다. 또한 現有하고 있는

세계최대급의 쇄빙선 외에, 2009년 10월에 새로운 극지조사용 쇄빙선의 조달도 결

정되어 있다고 보도되었다. 또한 2007년과 2009년에 개최된 북극이사회의 대사급

회합에 임시 옵저버로서 참가하여 북극해에서의 비연안국의 협력의 필요성을 호소

하는 것으로 상임 옵저버의 지위를 요망하고 있다고 하였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10년 3월1일, 夏期 수개월간 海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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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녹아서 항행가능해진 북극해로의 진출을 위해, 중국이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서, “중국, 융빙하는 북극해로의 준비”(CHINA PREPARES FOR AN ICE-FREE

ARCTIC)를 공표하였다.63) 보고서는, “중국은 海氷이 없는 북극해가 초래하는 상업

적, 전략적 기회에 대해서, 서서히, 그러나 착실하게 인식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

적하였다.

한국은 1987년에 극지연구센터를 설립함과 동시에, 북극권의 스발바르 제도(노르

웨이 령)에 기지를 소유하고 있다. 또한 2010년에 신형쉐빙선을 취항시켜, 북극조사

에 종사시키고 있다.64) 북극이사회에는 2008년 11월에 임시 옵저버 참가하고, 북극

해문제에 관여하고자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6. 북극의 지정학적 가치와 전략적 활용 변화

(1) 북극해의 지정학상 위치

세계 정치 속에서 미국 전략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호소한 니콜라스 J 스파이크

맨은 해양국가는 유라시아대륙을 帶狀으로 둘러싸는 해양을 교통로로서 이용함에

따라 발전해 왔지만, 유라시아 대륙 국가는, 대륙 및 그 북쪽에 인접하는 동결된 북

극해를 글로벌한 교통로로서 이용할 수 없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その上で 대륙의

연안내륙역을 림랜드라고 호칭하고, 그곳에 대륙국가가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경계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림랜드를 차지하는 자가 유라시아 대륙을 차지하

고,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의 운명을 지배한다”고 하였다.65) 지금 새

롭게 자원개발, 해양에서의 항해 자유와 같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출현이 예

상되고 있다. 북극해를 차지하는 국가가 다양한 선택지를 얻어 주도권을 쥘 수 있

다. 이 경우, 해군전략에서 말하는 制海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해군력을 행사한 북

극해의 배타적인 콘트롤은 항로 이용이나 자원의 획득, 혹은 군사적인 이용에서 유

리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2) 전략구조의 변화

북극해항로의 실용성이 높아짐에 따라, 북극해를 둘러싼 항로의 법적 지위나 국제

법상의 무해통항 및 통과통항권을 둘러싼 연안국과 항로를 이용하는 제국과의 대립

의 고조가 예상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캐나다가 북서항로를 자국의 내수라고 주장

하고, 러시아는 북방항로의 통행에 관해서 자국의 국내법의 적용을 주장하는 등, 영

63)Linda Jakobson, “HINA PREPARES FOR AN ICE-FREE ARCTIC” SIPRI Insight on Peace and Security

No.2010/2,（March 1, 2010,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http://books.si

pri.org/files/insight/SIPRIInsight1002.pdf> 2010年11月7日アクセス 詳細は海洋政策研究財団編『北

極海季報第5号』（2010年）43－48頁参照 
64)韓国極地研究所HP <http://www.kopri.re.kr/index_eng.jsp> 2010年11月7日アクセス 

65)ニコラス. J. スパイクマHン「平和の地政学」奥山真司（芙蓉書房出版、2008年5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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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혹은 국제해협으로서의 무해통항이나 통과통항권을 주장하는 미국과 대립하고

있다. 또한 자원 에너지 수요는 세계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융빙이 진행됨에

따라 북극해의 풍부한 자원의 획득, 개발권을 둘러싼 각국의 알력도 현실화 될 것

이 예상 된다.

섹터이론에 근거한 주권적 권리의 주장이나 자원개발, 군사활동으로부터 러시아는

북극해로의 자유로운 접근을 거부한다는 자세가 엿보여, 항로, 해역의 자유항행을

주장하는 미국과의 대립축이 되어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미국 해군은 2001년 4월

에 “융빙하 북극해에서의 해군작전”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북극해에서의 해군작전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에 따르면, 북극해의

항로나 해저자원을 둘러싼 러시아나 중국이 적대하여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

성, 항해선박이나 해저자원을 노린 테러 발생 등이 지적되어, 한랭지에서의 미사일

이나 잠수함군용의 연구나 해군과 연안경비대의 통합적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2009년 1월에 제출된 “국가안전보장대통령지시 및 국토안전보장대통령지시”에

따르면, 북극해에서, ①미국의 육해공의 국경을 지키기 위한 능력을 구축하고, ②해

군이나 크리티컬 인프라스트럭처(critical infrastructure) 혹은 자원을 지키기 위해

해양역에서의 지견을 증대시켜, ③함선, 항공기의 운항을 확보하고, ④미국의 주둔

을 도모하며, ⑤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미국의 안전보장상의 관심이 북극해에서의 해역의 자유항해, 병력전개나 군사작전

의 무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북극해는 可否없이 세계의 2대해군국인 미국, 러

시아의 해군력의 주둔을 위해 경쟁하는 해역이며, 융빙과 함께 전략상의 무게(중요

성)도 커질 것이 예상된다.

전략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국가는, 중국이다. 풍부한 자금력을 배경으로

자원획득을 꾀하는 중국은, 북극해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술한 S

IPRI의 보고서는 “중국정부는 북극해에 국력을 쏟고 있으며, 연안국도 아니고 북극

이사회 멤버도 아니긴 하지만, 북극해에서의 정책결정의 틀에 관련성을 갖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2009년 6월에 행해진 북극 포럼에

서의 중국외교부부장의 발신으로서 “중국은 대륙붕 등에 관한 북극해연안국의 주권

과 관할권을 지지한다”고 하는 한편 “현행법은 융빙하는 북극해의 상황으로 보아

재검토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였다. 또한 “북국해 비연안국으로서 중국, 일본, 한

국, 북한은 한 배에 탄 것과 같으며, 협력적 태도가 큰 이익을 다져올 것이다. 중국

과 일본이 북극개발에서 협력할 수 있다면 양국에 WIN-WIN하는 상황이 될 것이

다. 그러나 당면 중국은 노르딕제국과의 협조를 중시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 현

재 상황에서는 중국이 북극해에 해군력을 주둔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공동

개발에 의한 자원획득, 상업 루트로서의 항로이용이 가능해 진 경우, 북방항로에서

중국 본토로의 해역은 중국에게 sea lane이 된다. 이러한 장래에, 북극해를 향해 주

둔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국해군에 있어서 필수가 될 것이다.

북극해를 둘러싼 전략구조는, 2대해군국인 미국, 러시아, 그리고 해군력의 증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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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양 접근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중국 3개국이 주요한 액터로서 행동하고, 각국

이 자유항행과 접근거부, sea lane 방위라고 하는 키워드로 복잡하게 얽히는 구조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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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북극해에서 각국의 군사적 활동

1. 서언

2000년대 후반에 들어 북극의 하계 결빙 면적이 현저하게 축소되어 자원개발 및

북서 항로⋅동북 항로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전망이 높아지자 북극해 연안제국은

북극에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군사력에 대한 자원 투자를 표명하

거나 본격화해 나간다. 이러한 흐름이 시작된 계기가 된 것이 2007년 8월의 러시아

에 의한 북극점 국기 설치 행위였다. 이를 계기로 연안제국은 북극에서의 자국 영

토 및 해역의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유사시에 대응하기 위한 군비를 시작하여왔

다. 이와 같은 최근 몇 년의 동향을 북극의 군사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군사력에 대한 자원 투입이 한층 강화된다면 1990년대의 협조적인 북

극 국제관계는 협조가 그림자를 드리우고 정치학적 특색을 가진 힘의 정치로 변용

되어갈 가능성이 있다.

북극에서의 최근의 연안제국의 군비 강화 움직임의 요인은 이미 많은 논자가 지적

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거기에는 북극해의 해빙 면적의 축소라는 지금까지 거의 생각

하고 있지 않았던 기후변동에 의한 북극의 지정 환경의 변화가 크게 작용하고 있

다. 그러나 논자의 대부분은 북극에서의 지정 환경의 변화가 연안제국의 군사 전략

상 미치는 영향을 논하는 한편으로 그러한 영향이 북극해 연안제국의 사이의 군사

능력의 ‘차이'나 군사적 의사에 있어서의 ‘온도차'까지 가미한 시점이 빈약하다. 또

한, 연안제국의 안전보장 정책의 상호 작용에 의해 형태가 갖추어져 가고 있는 북

극 전체의 안전보장 환경의 특질에 대한 고찰이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약간 불명확한 표현이지만 정부 수뇌가 북극에서의 군사적 능력 강화를 표명해온

러시아나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의 동정에 시선을 빼앗긴 감이 있다. 거기에는 본래

북극해 연안제국의 일부 제국의 의사(전략 문서 등)와 군사 능력에 대한 냉정한 평

가가 필요하다. 북극의 안전보장 환경을 생각하면, 특히 미국이 세계 전략 전체에서

북극의 전략적 가치를 어떤 위치에 둘 것인지의 문제는 매우 중요이다.

이 장에서는 상술한 문제의식 하에 먼저, 북극해 연안제국(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

마크, 노르웨이)의 북극에 대한 군사⋅안전보장 정책의 동향을 각국의 군사⋅경찰력

의 보강 정도를 고려해 나가면서 정리하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동향이 미치는 북극

의 안전보장 환경에 있어서의 암시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한편, 이 장에 있어서

의 각국의 군사력에 대한 기술의 대부분은 2012년에 공개된 시프리 백그라운드 페

이퍼의 ‘북극에서의 군사 능력'에 의거한 것을 미리 말해둔다66).

66) Wezeman, S. T., Military Capabilities in the Arctic(SIPRI Background Pap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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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1897년에 알래스카를 구입함으로써 북극권내에 영토를 얻었

다. 현재 알래스카 주도(州都)는 앵커리지이며, 동 주의 인구는 대략 71만 명이다.

육지 면적은 1,481,346㎢이다. 동 주의 노스 슬로프(North Sloap)에서 1968년에 유전

이 발견되어, 1970년대에 개발이 본격화 되었다. 1969년에 노스로프 유전을 목표로

한 미국 선적 유조선인 맨해튼호(Manhattan)가 캐나다 정부의 공식 허가 없이 북서

항로를 미국 연안 경비대의 2척의 쇄빙선을 동반하고 시험 항행 하였다. 이 사건은

북서 항로를 국제해협으로 간주하는 미국과, 북서 항로의 항행에 무언가의 규제를

두려고 하는 캐나다에 의한 분쟁의 발단이 되었다(제2장 참조). 이 이외에도 미국은

캐나다와의 사이에서 보포트해의 경계획정 문제를 안고 있다(제1장 참조).

미국에게 북극이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였다. 미국은

대독일전에서 북태평양의 제해권(制海権)을 확보하기 위해 그린란드 및 아이슬란드

에 군사기지를 설치하였다. 북태평양 및 북극해 주변 해역은 영국 및 소련에 대한

군사 지원 물자의 공급 경로로서도 중요하였다. 알래스카에 있어서는 일본군에 의

한 북미 서해안에 대한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군사 거점을 설치하였다. 또한, 미군

은 캐나다의 북부 여러 주에 전략 물자를 전선으로 수송하기 위한 공급 기지를 마

련하고 동시에 병사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전략 물자 수송을 위한 인프라 등을 정

비하였다. 전투가 가장 격렬한 시기에는 약 5만 명의 미군 및 캐나다군의 병사가

북극권에 배치되어 있었다.

전후, 1940년대 말에는 냉전의 진전과 함께 북극권이 서방동맹과 소련과의 잠재

적 전투지역으로 간주하게 되었으며, 미국은 북미의 방위 체제를 정비하였다. 또한,

1949년의 NATO 창설 후는 유럽의 동맹국을 방위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서도

중요하였다. 미국과 캐나다는 소련의 장거리 폭격기의 내습에 대비하기 위해 1951

년에 패인트리 레이더 방위시스템(Pinetree Radar Defense System), 1955년에 북위

70도선에 따른 레이터망인 ‘원거리 조기 경계 레이더 시스템(Distant EarlyWarning

Radar System)'을 구축하기 위한 군사협정을 체결하였다. 나아가서 1957년에는 미

국은 캐나다 정부와 공동으로 북미 대륙의 북방 방위를 위해 ‘북아메리카 방공협정

(NORAD)'을 체결하여 24시간 경계 태세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1957년부터 1960년

에 걸쳐 소련이 대륙탄도미사일의 배치를 시작한 결과, 북미 대륙 북방의 방공 시

스템의 전략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저하되었다. 나아가서 소련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의 배치를 시작하자 북극에서는 대 잠수전(ASW)이 중요하게 되었다.

1968년에 알래스카에서 노스로프 유전이 발견되자 미국은 에너지 공급지로서 북

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냉전 요인에 더하여 미국 북극의 방위를 중시하게 된다.

1983년에 레이건 대통령은 북극에서의 국가 방위 문제가 최대의 관심 사항이 되고,

북극에서의 공해 및 그 상공의 자유의 유지를 포함한 안전보장상 빼놓을 수 없는

국익을 지키는 것이 미국의 대북극 정책의 기본적 방침이라고 발표하였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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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종결 이후 미국에서는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기후변동의 영향에 대해 관심

이 고조되었다. 특히 러시아가 2007년 8월에 자국의 국기를 북극점 해저에 설치하

고 이후,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북극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검토가 시작

되었다. 2007년 10월, 미국 해군은 해병대 및 연안 경비대와 함께 "21세기 Sea

Power를 위한 협조 전략(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power)”을

발표하였다. 미군 3군이 공통된 해양 전략을 발표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동 전략

문서는 북극해가 점차로 자원개발 및 신항로로서 이용가능하게 된 것은 경제성장의

기회를 초래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해상 접근과 천연자원을 둘러싼 경쟁과 분쟁의

잠재적 요인이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68). 나아가서 2007년 이후 보다 광범위한 문제

는 취급하는 대북극정책에 대한 검토도 정부 내부에서 시작되어, 2009년 1월 9일에

는 미국 대통령에 의한 "국가 안전보장 대통령 지시 66 및 국토방위 대통령 지시

25(National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 - 66 and Homeland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 - 25)”가 발표되고, 1994년에 클린턴 정권에서 작성된 북극

정책이 갱신되었다. 동 대통령 지시는 북극해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자원개발에 대

한 전망이 높아짐에 따라 북극해의 중요성이 높아진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중점 영

역으로, 1) 안전보장상의 필요성에 대응할 것, 2) 북극 환경의 보호와 생물자원의 보

전, 3) 자원관리와 지속 가능한 개발, 4) 북극 국제 협력의 제도적 강화, 5) 북극 원

주민에 의한 정치적 관여의 향상, 6) 기후변동의 영향 등에 따른 과학 협력의 강화

를 들고 있다. 단, 이번 회의 대북극 정책은 단순한 ‘원하는 것의 목록'으로 부처 간

의 합의가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다69). 또한, 이 정책의 수행에는 군사 능력의

차이를 메울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도 있다70).

구체적인 해군 북극의 행동 계획인 "미국 해군 북극 로드맵(U.S. Navy Arctic

Roadmap)”이 2009년 10월에 미국 해군에 의해 발표되었다. 동 행동 계획은 동군

내의 기후변동 검토 부회에 의해 검토된 것이다. 동 계획에 의하면 2010년에는 함

선에 의한 즉시대응 체제의 평가를 실시하고, 해군의 전략 목표 작성과, 2011년부터

12년에는 북극에서의 해군 능력 평가, 그리고 2013년부터 2014에 걸치는 북극에서

의 안전성(safety), 안전보장(security), 안정(stability)을 유지하기 위해 타국과 공동으

로 행동을 한다는 행동계획이 명확해지고 있다71).

그러나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이후, 미국은 아시아 중시를 선언하고

67) Nord, D. C. “Canada as a Northern Nation: Finding a Role for the Arctic Council,” in the James, Patrick, et.al., 
Handbook of Canadian Foreign Policy(Lanharm:Lexington Books, 2006), pp.295-296.

68) U.S. Marine Corps Commandant of the Marine Corps, U.S. Navy Chief of Naval Operations, Department of the Navy, 
U.S. Coast Guard Commandant of the Coast Guard, 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power, p.3 at
http://www.navy.mil/maritime/Maritimestrategy.pdf (as of December 20, 2012)

69) Kraska, J. “The New Arctic Geography and U.S. Strategy,” in Kraska, J. ed. Arctic Security in an Age of Climate 
Change(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p.252.

70) Conley, H., K,J., U.S. Strategic Interests in the Arctic; An Assessment of Current Challenges and New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10), p.9.

71) Department of the Navy, Arctic U.S. Navy Arctic Roadmap, pp.3-4 at http://navy.mil/navydata/documents/USN 
_arctic_roadmap.pdf. (as of December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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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의 전략적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저하되었다. 오바마 정권에 의한 2010년의 "미

국 국가 안전보장 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통합 참모 본부에 의한 2011년

의 "국가 군사 전략(National Military Strategy)”에서는 북극은 약간 언급되는 정도

였다. 2011년 3월, 연안 경비의 Papp, Robert 사령관은 미국의 북극에서의 전략적

이익은 아직 충분하게 명확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72). 2012년 1월의 방위성 "미국

의 글로벌 리더십의 유지(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에서는 북극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었다. 그 한편으로, 방위 관계자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 관계자에 의

해 UN해양법협약의 비준의 필요성이 반복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북극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일까? 냉전기부터 국방군 내에서의

북극의 관할은 북방군 사령부(USNORTHCOM), 태평양군(USPACOM), 유럽군

(USEUCOM)이 포함된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미국 국방성은 2011년 4월 8일에 통

합군(Unified Command Plan)을 갱신하고, 유럽군과 북방군이 북극 지역을 분담하

기로 하고 전투 능력의 유지에 있어서는 북방군만의 소할 책임으로 하였다. 태평양

군 아래에는 알래스카통합사령부(ALCOM)가 있으며, 약 16,000명의 병사와 약

3,700명의 연안 경비대가 상시 배치되어 있다.

공군 관계에서는 알래스카에서 운행되는 미국 요격기와 모든 캐나다군 요격기는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NORAD는 알래스카, 캐

나다, 그린란드의 상공 감시 레이더인 북부 경계 시스템(North Warning System)도

운용한다. 미 공군은 북극에서 알래스카의 페어 뱅크에 에이엘슨 공군기지, 앵커리

지에 엘 멘돌 리걸드슨 공군기지를 보유하고 F-22 요격기, 조기경계기 등을 배비하

고 있다. 또한, 베링해 및 북극해에서는 소수의 연안 경비대의 HC-130이 운용되고

있다. 그 이외에도 미 공군은 그린란드에 툴레 공군기지도 보유하고 있으며, 대륙

탄도미사일, 조기 경계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다. 동공군기지에는 항공부대는 배치되

어 있지 않다.

육군 관계에서는 알래스카 통합사령부의 지령 하에 알래스카 육군(USARAK)이

배치되어 있다. 별명 아메리카 북극전사(America’ Arctic Warriors)라고 불리고 있으

며, 1/25 스리랑카 여단 전투단과 4/25공정 여단 전투단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내

한 훈련은 블랙 래비즈에 있는 북방 전쟁 트레이닝 센터(Northern Warfare

Training Center)에서 내한 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극한의 산악 경

험은 북극에서의 작전 전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73).

해군 장비에 있어서 미국은 냉전기부터 일관하여 원자력 잠수함을 북극에 배비하

고 있다. 또한, 내빙 사양은 아니지만 수많은 항모, 전투함, 양륙함, 북방 해역에서

의 작전 전개는 가능하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하계 군사 연습(Northern Edge,

Alaska Shield)에서 2004년과 2009년에 미국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외에 2009년 11월

72) Papp, R., “Charting the Coast Guard’s Course,” Proceedings of the 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137-5 (2011), 
p.21., cited in Wezeman, supra note 1, p.11.

73) Wezeman, supra note 1,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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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급 텍사스(USS Texas)가 북극점을 통과하여, 미국의 모든 잠수함이 북극해

를 항행가능 하다는 사실을 과시하였다74). 해군의 유일한 북극의 내빙 사양의 배는

조사용 쇄빙선 MV Susitna뿐이었으나, 이 배는 현재 알래스카의 지방자치단체에 불

하되어 있다. 잠수함에서는 SSBN을 제외한 원자력 공격형 잠수함 53척이 바다에서

의 쇄빙 능력을 가지고, 북극의 해빙 아래에서 활동 가능하며, 해빙 아래를 정기 순

항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태평양함대는 북극 잠수함 실험장(Arctic Submarine

Laboratory)을 보유하고 있다. 2011년, 2척의 원자력 공격 잠수함이 군사 연습 아이

스 엑서사이즈 2011에 참가하여, 해빙 아래를 항행하였다. 동 연습에서는 풀드만의

북쪽 150해리에서의 훈련도 실시되었다.

북극에서의 미국의 존재를 유지하고, 경제적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

한 쇄빙선이 필요불가결하다75). 미국 연안 경비대는 북극해 근해에서 초계함을 정

기 운항시키고 있는 외에 3척의 쇄빙선을 운용하고 있다76). 또한, 동 연안 경비대는

8척의 대형 해양 보안선 Berhtolf급 Cutter(National Security Cutter)를 건조할 여정

이다. 이 배는 내빙 사양은 아니지만 북극의 일부 해역에서의 작전 전개에 대응 가

능하도록 설계되고 있다. 또한, 연안 경비대는 북극에서의 해난 사고 등의 경우에

수색 구조 임무도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수색 구조를 위한 충분한 작전 거점이 없

다77). 또한, 수사 구조의 실시를 위해서는 타국 군대 및 연안 경비대와의 공동 작전

능력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2009년에 미국, 캐나다, 덴마크에 의한 공동 군사 연습'

북방 배치(Northern Deployment)'가 실시되고 있다.

미국의 군사안전보장 면에서의 대북극 정책은 한편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

익의 방위가 첫 번째 목표로서 그것을 위해 일국주의적으로 행동을 실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자 하는 자세로 변경은 없으며 또, 앞으로도 계속되어갈 것으로 생

각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정책 결정자에게 북극해의 안전보장상의 우

선순위는 다른 중요 과제에 비해 그다지 높은 것은 아니다. 북극에서의 미국군의

군사작전의 사령 계통이 중복되고, 북극을 메인으로 하는 군사작전에 있어서의 작

전 사령을 어느 군이 행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2011년에

지령 계통이 북방군으로 통일된 것은 크게 전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미

국이 북극에서의 Sea Control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륙탄도⋅순항 미사일 방

위의 강화 및 대잠수함 경계망의 정비 등이 필요하다78). 또한, 북극에서의 해양의

자유 유지, 주권, 주권적 권리, 관할권의 행사를 주장하고 있는 중에 UN해양법협약

에의 가입도 중요한 정책 과제로 남아 있다.

74) Huebert, R., ”Canada and the Newly Emerging International Arctic Security Regime,” in Kraska, J. ed., Arctic 
Security in an Age of Climate Change(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p.213.

75) Conley, supra note 5, p.9.
76) USCG Healy (2000년부터 취항, 디젤, 원래는 조사선), USCG Polar Sea (1978년 취항, 디젤, 21피트의 쇄빙), USCG 

Polar Star(1976년 취항, 디젤, 21피트 쇄빙). 
77) Conley, supra note 5, p.9.
7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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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러시아

러시아는 2001년에 제1차 푸틴정권의 해양 정책의 기본 방침인 "2020년까지의 러

시아연방 해양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그 중에서 러시아의 5해양 중 하나로 북극해

를 들고, 자원개발상의 전략적 지역으로 중시되어 왔다. 러시아의 해양 독트린에서

는 일반 선박도 궁극적으로는 안전보장상의 목적을 위해 동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점에서 특징적이다79).

최근, 해양 정책의 틀을 넘어 군사 안전보장 면에서도 북극을 중시하는 자세가

명료해지고 있다. 2008년부터 북극 상공에서 전략 폭격기의 비행 훈련을 재개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해군 관계자는 북극에서의 수상 전투함을 재비치하여, 북극해역

을 러시아 잠수함의 활동 범위로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80). 메도베제프

정권으로 이행 후, 북극 중시의 자세는 한층 더 강화되었다. 메도베제프 대통령은 '

우리의 최초의 주요 임무는 북극을 21세기의 러시아의 자원기지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81). 메도베제프 정권은 2008년 9월 18일(공표는 2009년 5월)에 "2020년까지

의 러시아 북극 전략”을 책정하고, 북극에서의 동국의 달성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동전략에 의하면 북극해가 2020년까지의 석유⋅천연가스의 가장 기본적인 자

원 공급지로서 중요하며, 육군에 북극부대를 창설하여 북극에 있는 국경 경비 강화

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러시아가 이와 같이 북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세의 배

경에는 러시아가 세계 경제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북극의 자

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이 있다. 북극의 자원 개발에 의해 러시아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러시아의 GDP 20％, 러시아의 대외 수출의 22％에 상당한다82).

2009년 5월 "2020년까지의 러시아연방의 국가 안전보장 전략”에서는 '미국은 러시

아의 주요 적국이며, 러시아 북극군 계획을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북극을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확보상의 최우선 지역으로 하고 있다. 또한, 2001년에 실시한 북극 대

륙붕 연장 신청이 대륙붕한계위원회에 각하된 점을 받아들여 대륙붕의 한계 신청

데이터를 위한 지질조사의 완성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나아가서 동전략에 의

하면 북극해 항로는 러시아의 국내법에 의해 관리되는 국내 수송로로서 이것을 변

경하고자 하는 기도는 러시아의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위협에 해당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북극의 방위를 위해 연방 중앙은 북극의 국경 경비대의 강화와 장비

79) 탄게(丹下博也) '러시아의 해양 독트린에 대해 (북극해에 착안하여)' "북극해계보” 제10호(2011년 6월 －8월호) 40페이

지.
80) Huebert, supra note 9, p.210.
81) “Medvedev: Arctic Rsources Are Key to Russia’s Future,” Seattle Times, September 18, 2008 at http://seattletimes.

nwsource.com/html/nationworld/2008187212_russia18.html (as of October 29, 2008)
82) Dmitry Medvedev, “peech at Meeting of the Russian Security Council on Protecting Russia’ National Interests in the 

Arctic,”17 September 2008, at http://eng.kremlin.ru/speeches/2008/09/17/1945_type82912type82913_206564.shtml., 
cited in Conley, supra note 5,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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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신화, 새로운 부대의 설치를 들고 있다83).

북극에서의 공군력은 해군이 중심이 되고 있다. 태평양함대의 수상 전투함도 포

함되기는 하지만 북방 함대의 호위를 받는 항공부대가 주체가 되고 있다. 이러한

공군력은 원칙적으로 러시아 영공 밖에서의 활동을 상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

근, 북극 상공에서 러시아의 존재를 나타내는 움직임도 볼 수 있다. 해군이 운용하

는 장거리 비행 항공기인 츠포레프 전투기(Tu-22와 Tu-142), 일류신 해상정찰기

(Il-38)가 2007년부터 5년 만에 정기 초계 비행을 북극 상공에서 개시하고 있다.

2010년 9월, 무르만스크를 공식 방문한 미국 함선 테일러(USS Taylor)가 귀로에 바

렌츠해의 상공을 항행하고 있을 때 러시아의 해상 경비 비행정이 동선의 상공을 탄

약고를 연 상태로 2번 저공으로 통과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북극의 육지 지역에서의 군사력으로는 해군 보병대와 일개 단체가 코라 반도에

배치되어 동계 훈련을 받고 있지만, 러시아 북부에서의 장비가 전제이며 극한의 불

모지대에서의 작전 전개는 상정되어 있지 않다. 2009년 3월 연방 중앙은 북극의 국

익을 보전하기 위한 특별부대 설치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것을 이어받아 2011년 5

월에 코라반도의 펜첸가(Pechenga)에 북극 특별 여단이 설치되었다.

해군 관계에서는 북방함대가 북극에서의 주전력이 되어 있다. 북방함대에는 5척

의 수상 전투함이 있으며, 코라반도의 바렌츠해, 백해를 따른 해군 및 공군기지에

주둔하고 있다. 또한, 대륙탄도미사일 원자력잠수함(SSBN)이 해빙 아래를 포함한 북

극해에서 운용되고 있다. 해군은 두꺼운 해빙에도 대응한 대형 쇄빙선(50Let

Pobedy), 4척의 소형 쇄빙선(Project97)을 운용하고 있다. 또한, 태평양함대도 러시아

의 동 시베리아 연안에 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 국경 경비대는 Project97형

쇄빙 초계함을 북방함대의 관할 해역에서 3척, 태평양 함대 해역에서 2척을 운항하

고 있다. 덧붙여 비군용 쇄빙선 20척이 운항되고 있다. 2009년, SSBN이 북극해 빙

하에서의 운상을 재개하고 있다. 동 년에는 탄도탄을 쏴 올리는 실험을 하였다. 구

형 SSBN의 개⋅보수도 실시되고 있다.

앞으로 해빙 감소에 의해 정찰 항공기, 경호선, 지원선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지만 함대의 경호 능력 향상에는 항공 전투함, 잠수함, 경호선 등의 대형 보

강 계획이 필요하게 되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현실성이 불투명하다.

2010년, 2011년에 러시아는 프랑스에서 미스트랄급 강습 양륙함을 발주하였다. 도입

이 실현된다면 러시아 해군의 프로젝션 능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러시아의 일련의 군사 장비 강화는 북극의 풍부한 자원과 해상 교통 통로로부터

의 잠재적 이익을 최대화 하기 위해 북극해의 해저 자원과 항로의 방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84). 러시아는 Ilulissat 선언에서 외교를 통한 분쟁의 해

결을 표명하였으나 그 후, 정책 결정자는 러시아의 국익의 지키기 위해서는 군사력

83) Ibid.,p.25.
84) 아키모토(秋元一峰) ‘북극해를 둘러싼 파워 게임' "북극해계보” 제2号(2009년 6월 －8월 ) 3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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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도 선택지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85).

4. 캐나다

캐나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발전 및 주권 확립의 양 면에서 북극에 전략

적 가치를 보아온 국가이다. 냉전 말기에는 북극이사회의 설립을 위한 발의가 발휘

되었다. 2006년에 자유당 정권에서 보수정권으로 교체 이후 전통적인 캐나다 북극

의 주권의 방위를 강조하는 경향에 그친다. 보수당의 하퍼 수상은 (북극을) 사용하

느냐 아니면 잃느냐다. 캐나다 정부는 사용하는 쪽을 선택하였다‘고 하는 등, 북극

주권 행사를 강조하는 발언이 많으며, 2008년 5월 12일(문서6월 19일)에 "캐나다 제

1 전략(Canada First Defence Strategy)”을 발표하였다. 캐나다 제1 전략은 캐나다의

‘북극 주권'의 방위와 강화를 강조하는 동시에 2028년까지의 방위력 증강 계획을 세

우고 있다. 2009년 7월에는 "북방전략(Northern Strategy)”을 발표하고, 캐나다 북극

은 캐나다의 세습 재산인 동시에 캐나다의 미래 및 국가의 주체성으로서 주권의 행

사, 환경보호, 사회 경제발전의 촉진, 북부지방 정부의 분권 가화를 들고 있다.

캐나다는 냉전기를 통하여 캐나다 북극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왔으나 동서

냉전에 있어서의 서방측 진영의 멤버로서 대서양 및 태평양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북극의 방위력은 매우 한정된 것이었다. 이러한 경위를 배경으로 현재의 보수정권

은 이러한 방위력의 결핍을 보충하기 위한 보강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공군 관계에서는 18기의 CP-140(P-3C) 대잠 초계기가 캐나다 동해안에 배치되어

북극 지역의 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 캐나다 제1 전략에 의하면 2020년까지 CP-140

을 신형 10~12기로 교체할 예정이다. 또한, 남동⋅중앙 캐나다의 각 기지에 80기의

F/A‐18 전투공격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북서 주(州)의 인비크, 엘로나이프와 누나

부토의 이카로이트와 랭킹 등의 캐나다 북극지역에도 정기적으로 배치되고 있다.

F/A‐18전투 공격기의 주요 임무는 러시아의 폭격기 및 정찰대의 캐나다 영공으로

의 침입을 저지하는 일이다. 캐나다 제1 전략에 의하면 러시아의 장거리 폭격기에

의한 캐나다 영공 부근 비행에 대한 대처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에는 F/A‐18을

F-35통합타격전투기(스텔스 전투기) 65기로 교체할 예정이다. 헬리콥터와 수송기는

북극에서 정기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특히 수송기C-130J, C-17은 북극에서의 작전

에 대응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단, C-130은 구형으로, 17기의 수색 구조용 비행기로

의 교체도 검토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미국과 공동으로 감시 레이더 북방 경계

시스템(North Warning System: NWS)을 운용하고 있으며, NWS는 NORAD의 1부

가 되어 있다. 북방전략에서는 북극의 감시 및 배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한 위성

⋅수중 감시 시스템의 창설이 계획되고 있다. 폴라 엡실론 사업에서는 고해상도의

민간날씨를 탑재한 지구관측위성 RadarSat-2(2007년에 쏘아올림)가 북극의 감시에

사용되고 있다.

85) Huebert, supra note 9, 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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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관계에서는 가볍게 무장한 준 군대인 캐나디언 레인저가 북극에서의 연중을

통한 순회⋅⋅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8년은 4,100명이었으나 2012년까지

5,000명으로 증원되었다. 캐나다의 육군부대는 기본적인 대한 훈련과 장비를 사용하

고 있으나 캐나다 제1 전략 하에서 대부대의 동계 훈련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한편으로 아프가니스탄 작전에 동 군사를 파견하기 위해 북극에서의 작전 전개 능

력에까지 충분하게 대응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 후에는

북극 전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며, 그 일환으로 500명 규모(battalion-sized)의 북극

특수부대 창설이 예정되어 있다. 북극의 육군기지에는 950년대부터 설치되어 있는

누마부토 준주(準州)의 엘스미아섬 알라트에 어떤 소규모 기지가 있다. 2007년에는

동주(同州)의 레절루트만 근교에 특별한 북극 훈련을 위한 훈련기지가 설치되었다.

해군관계에서는 왕립 캐나다 해군은 15척의 주요 수상 전투함과 4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상 전투함은 내방 사용으로 되어 있지 않다86). 북극해에서의 감

시활동은 캐나다 연안 경비대가 담당하고 있다. 동 경비대는 무장되어 있지 않은

대형, 중형을 포함 5척의 쇄빙선과 6척의 소형 쇄빙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이 하계에만 운용을 예상한 것이다. 캐나다 제1 방위전략, 북방 전략에서는

해군용으로 6~8척의 연안 초계함(OPV)의 조정을 예상하고 있다. 동시에 연안 경비

용으로 2017년까지 7억 2000만 달러 상당의 대형 쇄빙선의 조달을 예정하고 있다.

북극에 가장 가까운 해군기지는 캐나다 남동의 핼리팩스, 노바 스코티아에 있다. 연

안 경비용인 소규모 기지가 누마프토 준주(準州) 바핀에 있다. 2010-15년의 기간에

1000만 톤의 예산을 투자하여 도그와 해군 기지로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5. 덴마크

덴마크 정부는 자치령인 그린란드 및 Faroe 제도를 북극으로 정의하고 있다. 덴

마크 정부는 최근 이러한 2건의 북극 영토 방위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 2009년 3월,

덴마크 국방위원회는 보고서 "덴마크 방위 국제 활동(Danish Defence Global

Engagement)”을 공표｠하고, 그중에서 북극에서 예상되는 제반 활동에 대응한 방위

능력의 유지를 포함한 주권,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의 행사에 동반하는 능력을 유

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87). 동 보고서는 북극해에 있어서의 덴마크 해

군의 포괄적 임무를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그린란드, Faroe 제도의 방위 강화를 특

별히 중요한 과제로 들고 있다. 또한, 2009년 6월 24일 6정부 간의 정당 사이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방위 정책에 관한 합의사항이다. "덴마크 방위 합의

(Danish Defence Agreement)” 중에서 1) 그린란드의 투레 공군기지의 강화, 2) 그

린란드와 Faroe 제도를 합병하여, 북극 작전담당 부대 사령을 창설한 점, 3) 그린란

드 및 북극에서 작전 전개가 가능한 북극 즉시 응답 부대의 새로운 편성. 4) 항공기

86) Saunders, S. (ed.), Jane’ Fighting Ships 2011-2012(Jane’s Information Group, 2011), p.103 cited in Wezeman, supra 
note 1，p.5.

87) Danish Defence Commission, Danish Defence: Global Engagement(Danish Ministry of Defence,2009),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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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초계 실시 등이 담겨져 있다.

공군 장비는 그린란드 주변 및 발트해의 해상 감시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는 외에

그린란드로의 F-16 전투기의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 육군은 소규모의 잠수공작원 특

별부대가 그린란드에 상주하고 있는 외에 개썰매 패트롤대 시리우스(Sirius)가 그린

란드에 상주하고 있다.

덴마크 해군은 쇄빙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극해역에서 운행 가능한 프리

게이트함 3척을 보유하고 있으나 앞으로 5척 이상으로 증가시킬 예정이다. 세티스

급 초계함은 1990년 업무에 종사하여, 현재 4척이 있다. 이러한 초계함은 북태평양

및 그린란드 먼 바다 활동 가능, 1m 정도의 해빙의 쇄빙 능력이 있다. 크누드 라스

므츠센급 초계함도 2척 보유하고 있다. 크누드 라스므츠센급 초계함은 2008-2009년

에 업무에 종사하여 그린란드 먼 바다를 감시하고 있다. 동 해군은 2004년에 3척

째를 발주하였으며, 2017년에 취역 예정이다. 또한, 그린란드를 모항으로 하는 대형

정찰함도 보유하고 이다.

6. 노르웨이

북극에서 노르웨이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노르웨이는 육⋅해⋅공군의 전투 능력

을 북극 사양으로 교체하고 있다. 또한, 북극해에서의 전투 훈련에 피치를 올리고

있다. 먼저 공군이지만 현재 중북부의 보드(Bodø)에 있는 공군기지를 폐쇄하고 북

부의 올랜드(Ørland)로의 이적이 결정되었다. 또한, 노르웨이는 2018년까지 F-16의

대체로 56기의 F35전투기 구입을 표명하고 있다. F-16, F-35는 비거리 제한과 급유

기의 부족으로 노르웨이 본토 이외의 북극에서는 사용 용도가 한정되어 있다88). 육

군관계에서는 북방 여단(Brigade Nord)이 북극권 내에 배치되어 있으며 동계 훈련

을 준비하고 있다.

왕립 노르웨이해군은 2011년에 프리게이트함 ５척을 Firdtjof Nansen급 프리게이

트함 5척으로 교체하였다. 또한, 6척의 울라(Ula)급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나아가

서 대형 지원 함정(support ship)을 2015년 취역에 맞추어 조달할 예정에 있으며 이

로 인해 프리게이트함의 활동영역이 확대된다. 노르웨이연안 경비대는 빙해에서도

항행 가능한 가벼운 무장한 대형 초계함 4척 중 대양 항행용 초계함 4척도 있다.

7. 결론

북극에서의 안전보장 환경은 동서 냉전 종결에 의해 명백한 군사적 위협이 소멸

되고 1990년대는 환경적 위협이 그 중심을 이루어 왔다. 환경적 위협에 대한 대응

은 제4장에서 다룬 바와 같이 군사적 수단이 아니라 북극 8개국에 의한 지역 협력

88) Wezeman, supra note 1,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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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대처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동에 의한 해빙 면적의 축소라는 지세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북극연안 ５개국은 개별적인 대응을 취하여 왔다.

이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07년 이후의 캐나다, 러시아, 덴마크의 대응은

UNCLOS를 전제로 하는 연안⋅해역에서의 주권, 주권적 권리의 행사를 담보하기

위한 군사적 능력의 강화 의사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것을 위한 보강을 도모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단, 러시아의 경우 의사의 레벨로는 주권, 주권적 권리의 행사

를 위한 군사적 능력의 강화라는 의도에 더하여 2020년까지의 국가 안전보장 전략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을 국가 안전보장상의 적국(위협)으로 간주하는 경

향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다. 노르웨이는 이들 3개국만큼 주권 및 주

권적 권리의 행사를 위한 군사적 능력 강화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하지는 않았으

나 해역의 감시 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왔다. 노르웨이가 의사를 명확하게 하지 않

는 것은 국경을 접한 러시아의 정치적 배려에 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미국은

사실상 북극에 대한 배치 능력을 가진 유일한 국가로서 국가 안전보장상의 관점에

서 북극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담보하는 질서유지 국가로서의 입장을 채택하여 왔

다. 북극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의 인식은 타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지 않

으며 2011년의 통합군 계획의 갱신에서 볼 수 있듯이 북극에서의 미군의 지령 계통

을 명확하게 하고 평상시의 감독 체제 및 유사시의 군사적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동향을 한데 묶으면 기후변동에 의해 북극의 지세 환경이 변

화되어가고 이는 중에 연안제국은 주권 및 주권적 권리의 행사라는 논리 하에서 그

군사 능력의 보강 의도를 표시해 나가면서 그 군비 강화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이 그치고 있다.

그러면 관련된 동향은 북극의 안전보장 환경에 대해 어떠한 암시를 하고 있는 것

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북극의 안전보장 환경은 1990년대에 계속해서 환경적 위협

이 연안 각국의 불안 재료의 중심에 있으며, 군사상의 위협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극에서의 미확정 경계획정 문제는 덴마크와 캐나다 사이의 Hans섬

에 대한 주권을 둘러싼 대립과, 보포트해에 에 있어서의 미국과 캐나다의 해역 획

정이 남아있을 뿐으로 이러한 방위를 둘러싼 이해 대립에 의해 군사적 대립을 포함

한 안전보장 문제로 발전해 나가는 것은 우선을 생각할 수 없다. 또한, 북극점에 이

르는 대륙붕의 연신 한계 문제가 덴마크, 캐나다, 러시아 사이의 잠재적 불안 사항

으로 어느 나라나 이것에 대해서도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의 법적 수속에 따라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자세를 볼 수 있다(제1장 참조). 2008년의 일루리사트 선언

은 관련된 주권 문제는 기존의 법적 대강에 따라 해결해 나아가는 것으로 북극연안

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따라서 최근에 갑자기 주목을 받고 있는 북극에서의 경계

획정 문제가 당사국 간 대립 요인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지금까지의 경우를 보면 기후변동에 대한 우려는 해상경제 활동의 증가에 대한

해양 생태계 오염 등의 환경적 위협, 해면 상승 및 영구 동토 용해 등의 원주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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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의 사회적 인프라의 악영향에 대한 사회적 위협, 기후변동으로의 적응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적 금액에 대한 염려 등의 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

동에 동반하는 위협은 군사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북극이사회를 중심으

로 한 북극권 제국 간의 협조 체제에 의해 대응되어 나아갈 것이다.

단, 장래에 군사적 위협에 의거하는 불안요인이 없을 수도 없다. 앞으로 북극에서

의 경제활동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 연안제국에 의한 경제적 권익에 대한 방위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경향도 강하고, 그것이 타국에게 안전보장상의 위협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나올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또한, 비북극권 제국이 북극에 대한 참

여를 더욱 증가시킨다면 이러한 비북극권 제국의 이해와 북극에서의 이해가 링크될

가능성도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현재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중국이 북극에 참여하는 경우, 동아시아의 러시아, 중국, 미국의 관계가 북극에서

이들 3개국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일도 장래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북극에서

의 안전보장 환경은 다른 지역의 안전보장 체제와의 연관을 강하게 할 것으로 생각

된다. 특히 동아시아의 안전보장 체제와 북극 안전보장 환경이 링크한 경우 동북아

국가에게 북극의 중요성은 단순한 과학적 연구에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도 북극해 연안제국의 군사 동향에의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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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북극해 거버넌스 : 북극이사회

1. 서언

최근 북극해의 뚜렷한 해빙면적 감소로 인해 북극해 자원개발을 위한 움직임과

항로이용증가가 유발되어, 북극해의 글로벌 경제 통합의 피치가 가속화 되고 있다.

2012년 4월 15일 엑손모빌과 국영석유회사 로스네프치에 의한 북극해 자원개발에

관한 제휴나89), 로스네프지와 노르웨이 국영석유회사 스타트 오일 및 이탈리아 국

영석유회사 에니(Eni)의 제휴 성립은 그 증거이다.90) 동북아 국가중에는 일본이

2011년 9월 三光汽船 소유 유조선(선명Sanko Odyssey)이 용선계약(charter) 된 바

있고, 지난 2012년 12월 5일에는 사상 처음 북극해 항로를 경유하여 LNG 탱커(선

명Ob River)가 일본 북큐슈 도바타(戸畑)항에 도착하여 화제가 되었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북극해 항로의 이용실적은 2010년에는 4척이었지만,

2011년에 34척, 2012년은 46척이 되었고 철광석 및 가스 컨덴세이트(응축액) 스팟

(spot) 계약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91) 즉, 글로벌 경제 통합에 의해 경

제 대국 등의 비북극권제국이 북극해의 “유저”로서 참가하고 있는 것이다.

증가하는 비북극권제국의 참가를 배경으로, 북극해 거버넌스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AC)”에서 비북극권제국에 의한 옵서버

자격 취득이 현재의 북극국제정치의 중요한 초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북극이사회란,

1996년의 오타와 선언에 의해 성립된 이후, 북극8개국(미국, 캐나다, 러시아, 노르웨

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이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해서

협의하는 하이레벨 포럼이다. 북극이사회는 원주민의 이해를 얻기 위해, 의사결정의

투표권을 갖지 않는 “상시참가자(permanent participants)라고 하는 제도를 두고 있

으며, 원주민 6단체가 참가하고 있다.92) 또한 북극8개국 이외의 국가, 단체에게는

옵서버로서 각종 북극이사회 회합 참가가 인정된다. 국가로는, 프랑스, 독일, 네덜란

드, 폴란드, 스페인, 영국이 현재의 옵서버 자격을 가지고 있다.93) 북극8개국, 옵서

버 이외의 국가는 ad hoc 옵서버로서 북극이사회 각 회의에 참가해 왔다. ad hoc

옵서버는 그 때마다 참가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89)FT. Com,“"Exxon and Rosneft Seal Arctic Deal,”" 18 April 2012, at  http://www.ft.com/intl/cms/s/0/8

b0c869e-8977-11e1-85af- 00144feab49a.html#axzz1wtgXPxlS (as of June 5, 2012) 

90)Barents Observer,“"Statoil, Rosneft sign landmark Barents Sea deal,”" 5 May 2012, at http://barentso

bserver.com/en/ energy/statoil-rosneft-sign-landmark-barents-sea-deal (as of May 8, 2012) 

91)Barents Observer, “"46 Vessels through Northern Sea Route,”" 23 November 2012, at http://barentso

bserver.com/en/arctic/ 2012/11/46-vessels-through-northern-sea-route-23-11 (as of November 24, 

2012) 

92)이들 원주민 단체는 다음과 같다. Aleut International Association: AIA,  Arctic Athabaskan Council: 

AAC, Gwich'in Council International:GCI, Inuit Circumpolar Council: ICC,  Russian Association of 

Indigenous Peoples of the North: RAIPON, Saami Council.

93)옵서버 자격은, 이들 비국극권 제국과, 정부간조직(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국제위원단체

(inter-perliamentary organizations), NGOs 등의 합계26개 국가 및 여러 단체에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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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6일, 이 북극이사회의 “옵서버 및 ad hoc 옵서버 회합(이하, 옵서버

회합)”이 스웨덴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합에서는 북극이사회 국가들, 옵서버, ad ho

c 옵서버(일본 중국 한국 이탈리아 등)에 의해 북극이사회의 제도 개혁, 옵서버 자

격 등이 논의되었다.94)

[표] 북극위원회 조직 현황95)

구분 국가 주도

정회원국

(5+3)

연안국(5)
미국, 캐나다, 덴마크(그린란드, 페로제도

포함), 노르웨이, 러시아
주도

비연안국(3) 스웨덴, 아이슬랜드, 핀란드

상시

참여그룹
원주민(α)* AAC, AIA, GGI, ICC, RAIPON, SC 비주도

옵저버

(12+20)

非북극해국가(12)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네델란드, 폴

란드, 싱가폴, 이탈리아, 인도, 한국, 일본,

중국

워킹그룹

회의/특정

프 로젝트

참여

정부간 국제기구(9)**
IFRC, IUCN, NCM, NEFCO, NAMMCO,

SCPAR, UN-ECE, UNDP, UNEP

비정부간 국제기구

(11)***

ACOPS, Arctic Circumpolar Gateway,

AWRH, CCU, IASC, IASSA, IUCH,

IWGIA, NF, UArctic, WWF

Ad hoc 옵저버(1) EU
특정 회의

참석가능

워킹그룹(6)****
ACAP, AMAP, CAFF, EPPR, PAME,

SDWG

94)Arctic Council, “"Meeting of Observers and Ad-hoc Observers,”" Draft Agenda, Stockholm, 6 Novem

ber 2012. 

95) Arctic Council Brochure 2012(ac_brochure_swed_13jan.pdfDownloadDetails); http://www.arctic-council.org

참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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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ctic Athabaskan Council (AAC), Aleut International Association (AIA), Gwich'in Council

International (GGI), Inuit Circumpolar Council (ICC), Russian Association of Indigenous

Peoples of the North (RAIPON), Saami Council (SC)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 Red Crescent Societies (IFRC), 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IUCN), Nordic Council of Ministers (NCM), Nordic

Environment Finance Corporation (NEFCO), North Atlantic Marine Mammal Commission

(NAMMCO), Standing Committee of the Parliamentarians of the Arctic Region (SCPAR),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UNEP)

*** Advisory Committee on Protection of the Seas (ACOPS), Arctic Circumpolar Gateway,

Association of World Reindeer Herders (AWRH), Circumpolar Conservation Union (CCU),

International Arctic Science Committee (IASC), International Arctic Social Sciences Association

(IASSA), International Union for Circumpolar Health (IUCH), International Work Group for

Indigenous Affairs (IWGIA), Northern Forum (NF), University of the Arctic (UArctic), World

Wide Fund for Nature-Global Arctic Program (WWF)

**** Arctic Contaminants Action Program (ACAP), Arctic Monitoring and Assessment

Programme (AMAP), Conservation of Arctic Flora and Fauna (CAFF), Emergency Preven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 (EPPR), Protection of the Arctic Marine Environment (PAME),

Sustainable Development Working Group (SDWG)

출처 : http://www.arctic-council.org(북극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3년 8월 22일 방문)

Arctic Council Rules of Procedure(1998)

북극이사회의 옵저버 자격은 非북극해 연안국, 정부간 국제기구, 비정부간 국제기

구 등에게 개방되어 있다. 옵저버에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 혹은 국제기구는 북극이

사회 설립에 관한 Ottawa 선언(Declar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rctic

Council), 북극이사회 의사규칙(Arctic Council Rules of Procedure)96)에 따라 일정

한 가입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에는 Ottawa 선언의 목적을 지지하

고 수락하여야 하며, 북극해 토착민과 거주민의 전통 및 문화, 가치 등을 존중하고,

북극해의 책임있는 관리를 위한 법적 체계를 승인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과된

다. 또한 북극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회원국 및 상설참여그

룹과의 유대를 통해 북극해에 대한 관심을 전지구적 의사결정 단계로 승화 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북극이사회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과 관심을 증명하

도록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 외에 가장 중요한 항목중의 하나는 옵저버 가

입을 원하는 국가(혹은 기구)는 북극해 연안국의 북극해에 대한 주권, 주권적 권리

와 관할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이다97).

최근 2013년 5월에 개최된 제8차 북극이사회 각료회의(Ministrial Meeting)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일본, 인도, 싱가폴, 이탈리아가 옵서버 자격을 획득함으

96) 이사회 의사규칙은 1998년 9월 17_18일 캐나다 Iqaluit에서 채택(First Arctic Council Ministerial Meeting)되

었고, 2013년 5월 15일 스웨덴 Kiruna에서 개정(Eighth Arctic Council Ministerial Meeting) 되었다.

97) 이사회 의사규칙 Annnext 2의 제6조(Criteria for admitting observer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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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현재(2013. 10) 북극이사회의 옵서버 국가는 총 12개 국가, 국제기구는 총 20여

개로 확대되었다98). 옵서버 제도는 1998년 제1차 각료회의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6년 제5차 각료회의에서 프랑스, 독일, 폴란드, 네델란드, 스페인, 영국 등의 옵

저버 자격 획득 이후99) 제6차와 제7차 회의에서는 옵저버 확대가 유보되었다는 점

에서, 금번 2013년의 옵저버 자격은 거의 7년만에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장은 북극거버넌스의 주요 추진체인 북극이사회 옵서버 문제가 본질적으로는

북극 국제정치의 기본적 구조 변화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戰後의 북극해 거버넌스 멤버쉽에서 북극5개국(Arctic Five)으

로 구성된 거버넌스 모델이 형성되어 온 것을 확인하고 그것이 냉전 말기에 북극 8

개국(Arctic Eight)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모델로 변용된 프로세스에 대해서 고찰한

다. 다음으로 2000년대 후반에 들어 북극해에서의 경제활동 증가의 전망에서, 북극5

개국 거버넌스 모델이 재부상해 온 프로세스와 그 움직임이 급속하게 둔화된 경위

를 고찰한다. 그 후, 비북극권제국(한국, 중국, 일본)의 북극해 참가에 대해 개관한

후, 현재의 북극이사회 옵서버 문제의 심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고찰한다. 마지막으

로 논의를 정리하고, 글로벌화에 의해 북극국제정치가 종래의 거버넌스 모델의 변

천과는 성질이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2. 북극 거버넌스와 멤버십

1) 북극 거버넌스 정의

북극 거버넌스라고 하는 경우, 우선 거버넌스를 어떻게 정의하는 가에 따라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다. 가령 거버넌스를 국제협약 등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정치

제도로 한다면 유엔해양법협약, 국제해사기관 등이 해당되게 된다. 이들은 자명한

것이지만, 북극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해양에 관한 규범이며, 그것이 북극

에도 적용되고 있다. 또한 법적 구속의 유무에 관계없이 어더한 쟁점 영역에서 통

치를 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이해한 경우, 앞의 글로벌한 국제조직에 더해, 1991년에

성립된 “북극환경보호전략:Arctic Environmental Protection Strategy:AEPS)", 후에

그것을 흡수 합병하는 형태로 1996년에 성립된 부극평의회도 북극거버넌스에 포함

되게 된다. 논자에 따라서는, 1993년에 바렌츠 해안지역에 성립된 ”바렌츠 유로 북

극이사회(Barents Euro-Arctic Council:BEAC)"나 EU에 의한 대유럽 북구정책인 Nor

thern Dimension 등을 포함하여 논하는 경우도 있다.100) 편의적으로 정리하자면, 법

98) http://www.arctic-council.org/index.php/en/about-us/arctic-council/observers 참조.

99) http://www.arctic-council.org/index.php/en/document-archive/category/31-5th-ministerial-in-salekhard-russia. 제6차

SALEKHARD DECLARATION(On the occasion of the tenth Anniversary of the Arctic Council the Fifth

AC Ministerial Meeting) 참조.

100)예를 들면, Stokke의 논의를 살펴보자. Hønneland, Geir and Stokke, Olav Schram, “ntroduction,”in Olav 

Schram Stokke and Geir Hønneland,(eds.),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rctic Governance: Regime 

Effectiveness and Northern Region Building (Routledge, 2007), 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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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구속력이 있는 정치제도를 거버넌스라고 간주하는 입장은 국제법에서 일반적이

며, 법적 구속력에 제한하지 않고, 쟁점 영역이나 그 액터에 초점을 맞추어 거버넌

스를 취하는 입장은 행정학이나 국제정치학에서 볼 수 있다. 본고는 후자의 국제정

치학적 관점에 서서 거버넌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북극 거버넌스라고 하는 경우, 어느 통치제도를 북극 거버넌스의 개념에

포함하는 가에 대해서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 북극의 지리적 범위가 한 가지 판단

재료가 된다. 그러나 북극이라는 지리적 범위에 대해서 많은 정부가 받아들이고 있

는 공식 정의는 존재하지 않다는 점이 북극 통치제도 선정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

이 점은 남극협약의 적용범위인 남위60도 이남(남극협약 제6조)이 일반적으로 “남

극”이라고 인식되어 있다는 점과 대조적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북극의 거버넌스를

정의할 경우, “북극(Arctic)"의 지리적 범위에 대해서도 명백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북극”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큰곰자리(arktikos)”에서 유래한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큰곰자리가 북쪽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현대에서 북극에 대

한 공식 단일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3가지 대표적인 정의가 있다. 하나는, “북극

권(Arctic Circle)”을 북극으로 간주하는 정의이다. 여기서 말하는 북극권이란, 하지

에서 태양이 하루 동안지지 않고, 동지에서 태양이 수평선 보다 아래에 있는 지역

을 가리킨다. 이 지역의 남한은 북위 66도 39분 29초이다. 두 번째로, 고목(高木)이

생식할 수 없는 한계를 나타낸 “수목한계선(treeline)”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북극으

로 정의한 것도 존재한다. 이 정의는, 북극이사회의 “북극식물상 및 동물상보존작업

부회(Conservation of Arctic Flora and Fauna:CAFF)”가 채택하고 있다. 세 번째로

하계의 평균기온이 섭씨 10도에 도달하지 않는 지역을 가리켜 북극이라고 하는 정

의도 있다.101) 이 외에도, 북극평의외의 북극감시평가 프로그램 작업부회(Arctic Mo

nitoring Assessment Program: AMAP)과 같이, 북위 62도 이북을 북극으로 하는 정

의도 있다.

다음으로 북극이사회에서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극이

사회에서는 북극의 지리적 범위에 대해서 단일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대신 북

극이사회는 “북극제국(Arctic States)”은 북극8개국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102) 이

것만으로는 북극제국을 선정하는 지리적 기준은 불명확하고, 정치적 이유에 의해

북극 8개국을 편의적으로 북극제국이라고 간주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말하

는 정치적 이유라 함은, 북극 평의회의 가맹국이 스스로를 북극 내지는 북극의 일

부라고 독자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정치적 배려이다. 캐나다

는 유콘 주의 수역과 북위60 이북의 모든 토지, 허드슨만 및 제임스만의 연안역을

북극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03) 덴마크는 페로제도와 그린란드를 북극으로 한다.104)

101)북극권의 지리, 기상, 해상, 동식물, 지역주민을 정리한 것으로, 石渡利康『北極圏地域研究』(高文堂出版社、

1995年) 17-24p. 가 있다.

102)Arctic Council, SAO Report (Iqaluit): Annex 1 Arctic Council Rules of Procedure, First Arctic 

Council Ministerial Meeting, Iqaluit, Canada, September 17-18, 1998. 

103)Protection of the Arctic Marine Environment Working Group, Arctic Offshore Oil and Gas Guidelines 

(2009),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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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정의는 북극권보다도 북부를 가리킨다.105) 아이슬란드는 그 영토 전부를

북극으로 정의하고 있다.106) 노르웨이는 공식적으로 정의를 내리지 않았다.107) 스웨

덴도 공식적으로 정의를 내리진 않았지만, 북극이사회의 활동에 참가로 인해 편의

적으로 북극권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108) 러시아는 연방법 “북부 러시아의 zoning

(지역설정계획)”에서 공화국, 주, 자치구마다 각각 북극에 포함된 지역을 정의하고

있다.109) 미국은 북극권에 포함된 모든 토지와, 포큐파인 강, 유콘 강, 쿠스코큄 강

으로 구획되어 있는 북서 전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110) 이처럼 북극의 정의는 각국

마다 다른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극이사회는 이러한 사정에 배려하여

통일적 견해를 내지 않고 있다고 생각된다.

-『북극권, 수목한계선, 기온에 의한 북극의 여러 정의』-

출처:Griffiths, F., Towards a Canadian Arctic Strategy （Canadian International

Council,2010）, p.2.

이상의 경위를 바탕으로, 본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북극 거버넌스란, 전술의 국제

104) Ibid..

105) Ibid..

106) Ibid.. 노르웨이는 북극에 관련된 주요 정책에서, 북극에 대해서 언급할 경우 “극북(Nordområder; High

North)“라는 전략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107) Ibid..

108) Ibid..

109) Ibid.., pp.77-78

110) Ibid..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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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관점에서 스스로의 일부 내지 전역을 북극이라고 자기 규정하고 있는 국가

“모두”를 멤버십에 포함하는 통치제도로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역적

국제협약이나 지역협력(소프트 로)가 포함된다. 현재, 이 정의에 합치하는 것으로 A

EPS와 AC가 있다. BEAC 및 Northern Dimension 은 자국의 영토 일부를 북극으로

서 “인식”하고 있는 캐나다와 미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본고에서 말하

는 북극거버넌스의 고찰 범주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 및 국제

해사기관의 법규범에 대해서도 북극의외의 액터를 포함하는 것과 북극에 특유의 지

역적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본고에서의 북극거버넌스의 범주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2) 냉전기 북극 거버넌스로서의 북극 5개국 거버넌스 모델

전술에서 서술하였듯이, 북극에 대한 통일적인 지리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

에 북극제국이란 어떠한 국가인가라는 정치적 문제가 존재해 왔다.111) 북극권에 국

토의 일부를 갖는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등의 “비국극연안제국”은 냉전말기에

이르기 까지 북극제국으로서 인식되는 것은 드믈었다. 따라서 북극에서 환경보호,

지속적 개발, 해양의 관리에 대한 거버넌스가 국가간에 협의될 때마다 북극제국의

멤버십 대강을 둘러싸고 국가간의 (전술, 교섭, 요령)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북극거버넌스를 둘러싼 주요 정치적 역학으로서 실제로 전개되어 왔다. 냉전기 이

후 북극에서 지역적 거버넌스의 멤버십을 둘러싸고 최초로 국가간 논쟁이 있었던

거시 1973년 11월에 조인된 북극곰 보전협약(1976년발효, 1978년 가맹국 비준)이었

다. 동 협약의 체결에 있어서 비국극권의 협약조인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어,

소련은, 북극에 관련된 여러 문제는 북극해의 “연안국”에 의해 다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112) 소련의 의향을 반영하고, 북극곰 보전협약은 북극해연안

의 5개국에 의해 조인되었다.

냉전기에서 이 밖에도 다양한 부극지역협력구상이 제창되어 왔지만, 동서냉전구조

아래 서쪽과 소련간에 국제협력이 행해진 것은 매우 드물었다. 북극곰 보전협약은

긴장완화라고 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정치적으로는 그 만큼 중요도가 낮은 문제였기

때문에, 냉전구조에도 불구하고 북극 5개국 간에 합의형성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따

라서 북극 거버넌스의 대강이라는 관점에서 말하자면, 북극곰 보전 협약의 의의는

냉전 문맥에서 예외적인 지역적 협정이었지만, 북극해 연안제국에 의한 5개국 거버

넌스 모델을 형성한 점에 있다.

3) 냉전말기의 북극 8개국 거버넌스 모델의 등장과 정착

북극해 5개국 거버넌스 모델은 냉전말기, 비정부계의 국제협력에 의해 도전을 받

111)Keskitalo, E. C. H., Negotiating the Arctic: The Construction of an International Region (Routledge, 

2004), p.45. 

112)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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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19990년에 “국제북극과학위원회(International Arctic Science Committee: IAS

C)”이 발족되어, IASC의 집행부인 “북극위원회(Polar Board)”의 멤버는, 북극연안 5

개국과,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를 추가한 전8개국의 대표로 구성되었다. IASC

는 1958년에 발족한 “남극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on Antarctic Research:

SCAR)”의 북극판이며, SCAR의 북극판을 만들고자 하는 생각은 1960년대부터 반복

적으로 제안되고 있었다.113) 그러나 동서냉전 중에 북극판 SCAR의 아이디어는 실

현되지 못하고 있었다. SCAR의 1987년 2월 회합에서는 북극권에 들어오는 모든 국

가로부터 많은 과학자가 참가하고, 북극에서의 과학협력이 협의되었다.

이러한 IASC발족의 움직임을 촉진시킨 것은, 소련의 대북극 거버넌스에 대해 생

각의 변화가 있었다. 이것이 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1987년 10월 1일, 유럽 방면에서

의 러시아 군의 최대 군사적 거점인 무르만스크에서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

장이 행한 연설이었다. 고르바초프는 이 무르만스크 연설에서 “준북극제국(sub-Arct

ic states)”을 포함한 북극과학 평의회를 검토하기 위한 회의 개최를 제안하였다.114)

소련은 실질적으로 북극8개국 거버넌스 모델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IASC 집

행부에서 처음으로 북극 8개국 모델의 형성도 가능해지게 되었다.

IASC는 비정부간 협력이었지만, 그 후에 정부간 협력으로서 북극8개국 거버넌스

모델이 정착해 갔다. 그 최초의 예는 1991년에 설립된 AEPS(전술)이다. AEPS는 북

극8개국이 관경보호에 대해서 협의하는 하이레벨 포럼이었다.115) 1996년에는 캐나다

의 강한 촉구에 의해 AEPS의 작업부회를 흡수 합병하는 형태로 북극이사회가 발족

하였다. 북극이사회는 AEPS의 작업부회인 AMAP, CAFF, “긴급사태회피, 준비 및

대응작업부회(Emergency Preven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EPPR)”, “북극권

해양환경 보호 작업부회 (PAME：Protection of Arctic Marine Environment:PAM

E)”을 이어, 북극의 자연환경의 현상의 과학적 파악을 주된 임무로 삼아왔다. 또한

동 평의회는 북극 선주민 단체를 상시참가자(Permanent Participants: PP)로 규정하

고, 북극원주민의 입장을 존중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해 왔다. 이 목표를 위해

“삭감지속가능한 개발작업부회(Sustainable Development Working Group)”이 설치

되었다. AEPS, 북극이사회의 설립을 통하여, 냉전종결이후의 북극거버넌스에서는

북극 8개국에 의한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거버

넌스 모델이 정착되었다.

113)Ibid..

114)Mikhail Gorbachev, Mikhail Gorbachev’ Speech in Murmansk at the Ceremonial Meeting on the Occasion

of the Presentatio of the Order of Lenin and the Gold star to the City of Murmansk, Murmansk, 1

October 1987, paragraph 44, at http://www.barentsinfo.fi/docs/Gorbachev_speech.pdf (as of December 20,

2011)

115)AEPS의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北極における地域的レジーム『北極環境保護戦略(AEPS)について』」

『北極海季報』第12号(2011年12月－2012年2月) 42-5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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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극5개국 재활성화와 실속(實速)

2000년대에 들어, 북극해의 하계결빙면적이 현저히 축소되었기 때문에, 자원 개발

및 북서항로 및 북동항로의 상업이용이 현실성을 띠게 되었다. 위성 관측 사상 처

음으로 2005년 여름에 북동항로에서, 2007년 여름에 북서항로에서 해빙이 전부녹아,

개통한다고 하는 사건이 있었다.116) 같은시기 학술계에서는 1957~58년에 실시된 국

제지구 관측년(International Geophysical Year: IGY)으로부터 50년이 지남에 따라,

국제극년(International Polar Year: IPY)이 2007년 3월부터 시작되어 북극관측의 기

운이 고조되고 있었다. 2007년부터의 국제극년에서는 60개국 이상으로 늘어 200개

이상의 연구 프로젝트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북극환경의 변화에 의해 북극해에서의 국제관계에도 다양한 일이 발생하

였다. 먼저, 가장 화제가 된 것은 러시아에 의한 북극점 국기설치였다. 미발견 석유

가스 자원의 24%가 매장되었다고 추정되는 북극해의 대륙붕 영유를 시사하는 듯한

러시아의 자의적 행위는 세계의 미디어에서 언급되며 “북극권 골드러시”, “북극쟁

탈경쟁” 등으로 소개되어 국제사회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117) 자연현상의 변용,

그리고 러시아의 도발적인 행위와 같은 점을 배경으로, 연안국 간에는 기후변동과

안전보장,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에서의 주권적 권리, 관할권 행사의 문제가 별안

간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였다. 이 가장 전형적인 예가 덴마크의 주도로 그린란드

일루리사트에서 개최된 “북극해 회의(Arctic Ocean Conference)”였다. 이 회의는 북

극 5개국만을 초대하였으며,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그리고 원주민 대표는 초

대되지 않았다. 이 회의에서는 일루리사트 선언이 채택되어, 북극해의 분쟁해결에

있어서 유엔해양법협약을 존중할 것, 일부에서 화제가 된 북극협약 등의 새로운 대

강을 만들지 않을 것이 합의되었다.118) 일루리사트 선언은 북극이사회와의 공존을

배려하면서도 북극거버넌스에서 다시 북극 5개국이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시도였다

고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북극 5개국 거버넌스 모델은 그 후 바로 정치적 求心력을 잃게 된다, 2

010년 3월 캐나다에서 북극 5개국에 의한 북극해 회의가 다시 개최되었다. 미국 대

표로서 참가한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 석장 캐나다 대표에 대해서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원주민을 배제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다.119) 미국

은 북극 거버넌스에 대해서 북극 평의회, 국제해사기관(IMO)등의 국제적 기관이나

2개국간 합의 참가, 북극이사회의 하이레벨 포럼으로서의 성격유지, 북극협약이 불

116)Hoffman, Frank, “he Maritime Commons in the Neo-Mahanian Era,”in Denmark, A.M. and Mulvenon,

(eds.), Contested Commons: The Future of American Power in Multipolar World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2010), p.66.

117)拙稿「ロシアの北極点国旗設置に対するノルウェー外交の動向」『国際関係研究』第28巻4号(2008年) 151-57p.

118)Arctic Ocean Conference, Ilulissat Declaration, Ilulissat, Greenland, May 27-29, 2008, at

http://www.oceanlaw. org/downloads/arctic/Ilulissat_Declaration.pdf (as of December 2, 2012)

119)Zellen, B., “old Front: Hillary, Ottawa, and the Inuit:A Year after the Inuit Re-Assert their Sovereignty,

Washington Takes Their Side,”Journal of Military and Strategic Studies, Vol.12, Issue 3 (Spring 2010),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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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는 점, 유엔해양법 협약의 존중을 언급하였고, 이는 일루리사트 선언의 입

장과도 동일하다.120) 그러나 미국의 북극거버넌스에 대한 기본적인 견해는, 북극 8

개국 협력의 제도적 강화이다.121) 미국은 일루리사트 선언에 서명한 북극5개국 그룹

이 어떠한 영향력 있는 정책적 플랫폼으로 발전해가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가령

북극5개국에 의한 해역에 대한 관할 중시 자세가 점점 심해질 경우, 잠수함에 의한

국제해협의 통과와 같은 안전보장과 관련된 문제에 어떠한 마이나스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2010년 3월 캐나다에 대한 미국의 우려표명은 북극권익의 확보를

주장하는 캐나다의 하퍼 수상을 견제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한다. 북극이사회에

의한 북극8개국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북극 5개국 모델의 도전은 미국의 안전보장

에 대한 우려에 의해 급속하게 실속되었다.

4. 북극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도전으로서의 비북극권 제국

2008년부터 2010년에 걸친 북극 거버넌스를 둘러싼 북극 5개국과 북극 8개국의

주도권을 둘러싼 논쟁은 미국의 의향으로 북극8개국이 승리하게 되었다. 그 후, 북

극8개국 거버넌스 모델인 북극이사회는 더욱더 발전해 나갔다. 2006년에는 북극의

환경오염물질 삭감을 위해 “북극권 오염물질 행동계획 작업부회(Arctic Contaminan

ts Action Program: ACAP)”를 정식으로 설치하고 AMAP(전술)에 의한 환경보호

모니터링이나 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각국에 영향대책을 위하도록 촉구하였다. 또한

2011년 5월에는 북극이사회에서의 협의에서 “북극에서의 항공 및 해상 수색과 구조

협력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Cooperation on Aeronautical and Maritime Searc

h and Rescue in the Arctic)”이 북극8개국에서 합의되었다.122) 현재 의장국 스웨덴

의 주도하에 유탁사고 대응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보도에 따르면 북극8개국에 의한 관계국 간의 최종 합의가 2013년 5월에 예정

되어 있는 각료 회합에서 성립될 전망이라고 한다.123) 북극 8개국 거버넌스 모델은

종래의 조사연구 및 정책 조정기능과 의사결정을 행하는 협의체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8개국 거버넌스 모델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는 한편,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북극에서의 경제활동이 글로벌 경제로 새롭게

120)미국은, 2009년 1월에 대북극정책으로서, “국가안전보장대통령지령 제66호 및 국토방위대통령 지령 제25

호”를 발표하고, 거버넌스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도 명백히 하였다. 미국은 유엔해양법협약에는 의회상원의 반

대에 의해 아직 미가입된 상태이지만, 대통령 지령은 그 비준을 요구하고 있다. 。President George W. 

Bush, 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 66/ Homeland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 25, 

(2009). 

121)Ibid.. 

122)본 협정의 내용을 소개한 것으로 다음이 있다. 武井良修「北極捜e索・救助(SAR)協定」『北極海季報』第10

号
(2011年6月－8月号) 45-51p. 
123)Islandic Review Online, “greement on the Oil Spill Close to Completion,”11 October 2012, at

http://icelandreview.com/icelandreview/daily_news/Agreement_on_Arctic_Oil_Spill_Close_to_Com

pletion_0_394301.news. aspx (as of October 1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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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되어 가는 과정 안에서 비북극권 제국이라는 새로운 액터가 북극국제정치에 참

가하여, 새로운 정치적 환경이 발생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비북극권제국의

북극진출동향을 다음 절에서 확인하고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북극8개국 거버넌스

모델인 북극이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려 하는 지를 고찰한다.

1) 비북극권 국가의 북극해에 대한 관심 고조 -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냉전종결이후, 일본, 중국, 한국과 같은 아시아의 비북극권제국은 과학연구분야를

중심으로 북극에 커밋먼트(commitment) 해 왔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북극해

에서의 경제적 가치가 고조됨에 따라 과학연구 이외에도 경제, 외교와 같은 분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최근 특히 북극해로의 참여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 일본의 동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1) 중국

중국은 1990년대에 들어 스발바르 관측소 “黄河(Huanghe)”의 개설, 1994년부터의

남극관측쇄빙선 “雪龍(Xuelong, Snow Dragon)”의 북극해에서의 운용개시 등, 과학

연구분야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북극에 관여해 왔다. 2011년 6월에는 중국국가 해

양국의 陳連増 부국장은 2013년까지 연간 200일 이상의 남극 및 북극관측을 시행할

수 있는 관측쇄빙선을 준비할 것이라고 하였다.124) 2012년 7월, 설룡이 다섯 번째

관측항해를 시행, 아이슬란드에서 돌아오는 길에 북극점 근처를 포함한 북극해 중

앙 항로(trance polar route)를 통과한 것이 화제가 되었다.

2000년대에 후반에 들어서, 해빙면적의 현저한 축소와 자원개발과 항로 이용의 가

능성이 넓어지면 중국은 북극해로의 경제적 참여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비

즈니스 분야에서의 동향에서는 먼저 2009년 6월, 중국의 국유석유기업인 “중국석유

화공집단(China Petroleum and Chemical Corporation Sinopec)”이 러시아의 Lukoil

간에 페초라해의 Varandei terminal에서 300만톤의 원유를 중국으로 수송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2010년 여름 7만톤의 가스 컨덴세이트가 무르만스크에서 중국의 浙江

省寧波市에 22일간 수송되었다. 또한 같은해 9월에는 노르웨이의 시르케네스에서

중국의 江蘇省連雲港市에 철광석 운송의 시험 항행이 실시되었다. 또한 같은해 11

월, 중국의 다른 하나의 국유석유기업인 “중국석유천연기집단(China National Petro

leum Company: CNPC)”가 러시아의 러시아 국영선사 “Sovcomflot” 간에서 러시아

에서 중국으로의 북극산 원유의 수송에 북극해항로를 이용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2

011년 9월에는 부동산 회사인 北京中坤投資集団이 호텔이나 골프장 등 리조트 개발

을 목적으로 아이슬란드 국토의 0.3%에 해당하는 토지를 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

124)Xinhuanet, “hina's new polar icebreaker to launch in 2013,”22 June 2012, at http://news.xinhuanet.c

om/english2010/sci/2011-06/22/c_13943343.htm (as of August 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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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구입 목적에 대해서 북극 이권을 노리는 중국 정부의 의향이 반영되어

있다는 억측도 지적되고 있다.125) 결과적으로 아이슬란드 의회가 토지를 매각하지

않음으로써 이 토지구입계획은 백지가 되었다. 2012년에는 10월 초순까지의 기록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철광석을 적재한 벌크선이 NSR을 통과하여 중국의 湖南省長沙

市로 4회 운항되었다. 또한 가스 컨덴세이트를 실은 유조선이 러시아에서 NSR을

통과하여 중국의 江蘇省鎮江市에 1회 운항되었다.

과학조사, 경제분야에서의 북극으로의 참여 증가와 함께 중국의 대북극외교도 활

발해지고 있다. 2012년 4월 20일, 중국의 원자바오 전총리가 아이슬란드 대통령과

면담하여 무역, 투자, 과학연구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또한 6월

에는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이 덴마크를 공식방문하였다. 중국 국내에는 중국의 북

극해 공해부분에서의 유엔해양법상의 제권리, 스피츠베르겐 협약상의 권리 등을 행

사하기 위해 북극해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높이자는 소리가 있다. 그러나 총괄적

으로 보았을 때, 중국정부관계자는 중국脅威론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한 대북극외

교를 시행하고 있다.126) 후술하는 바와 같이, 2012년 11월의 북극이사회의 옵서버회

합에서의 중국대표의 발언도 신중한 외교 자세와 일치하고 있다.

(2) 일본

일본에서도 1990년대부터 과학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북극 커밋먼트가 행해져 왔

다. 국립극지연구소는, 북극권환경연구 센터를 1990년에 설립, 1991년에는 노르웨이

스발바르에 관측소를 개설하였다. 또한 1991년부터는 IASC에도 참가하고 있다. 해

양연구개발기구는 1991년부터 북극에서의 해양조사를 개시하고, 조사선 “미라이(み

らい)”에 의한 실천관측을 1998년부터 개시하였다. 2011년 5월에는 북극환경연구 컨

소시엄이 문부과학성에 의해 설립되었다. 동 6월에는 5년간의 북극기후변동연구사

업이 그린네트워크엑설런스 관련사업으로서 시작되었다.

또한 민간 해양정책연구재단(당시, Ship & Ocean 재단)은, 1993년부터 1999년에

걸쳐 노르웨이의 난센 연구소와 러시아의 중앙선박해양설계연구소와 함께 “국제북

극해항로개발계획(INSROP/JANSROP)”, 2002년부터 2006에 걸쳐서는 동 재단 단독

으로 “북극해항로의 이용과 촉진과 한랭해역안전운항체제에 관한 조사연구(JANSR

OPⅡ)를 실시해 왔다. INSROP에서는, 1995년에 북극해에서의 실천항해도 실시되고

있고, 북극해항로의 상업이용을 위한 대응에 선구자 역할을 해 왔다.

외교에 있어서는, 1993년에 설립된 바렌츠 유로 북극이사회의 옵서버 참가 외에,

2009년에 북극이사회의 옵서버 자격 취득 신청을 하였다. 외무성은 2010년 9월에

성내의 부서 테두리를 초월하여, 횡단적으로 북극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북극 태스

크포스”를 설치하였다. 또한 홋카이도는, 1991년에 지방자치공공단체의 국제적 네트

125)朝日新聞「中国マネー北極圏攻撃」2011年9月26日。 

126)Jakobson, Linda, “hina Prepares for an Ice-Free Arctic,”SIPRI Insights on Peace and Security, 

No.2010/2 (March 2010),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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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인 “북방 포럼(Northern Forum)”에 참가하였다. 민간에서는 해양정책연구재단

이 2009년부터 2011년에 걸쳐 “일본북극해회의”를 개최, 일본의 대북극해전략에 대

해서 유식자를 검토하고, 2012년 4월에 정부에 정책제안을 공표하였다.

이 밖에 올해 들어 보이는 움직임도 뚜렷하다. 7월 10일에는, 초당파에 의한 북극

권안전보장의원연맹이 설립되었다. 또한 국토성은 8월 3일에, “북극해항로에 관한

성내 검토회”를 열어 기후변동의 영향에 의한 북극해항로 이용의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개시하였다.

일본의 북극해 참여는, 과학연구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기후변동에 따른

북극지정환경의 변화에서 일본은 지금까지 정보수집을 중심으로 대응해 왔다. 경제

계에서는, 북극해로의 관심은 높지만, 해운분야에서는 북극해항로의 이용에서 불확

정요소가 많다는 점과, 채산성이 낮다는 것이 참여에 방해가 되고 있다. 자원개발분

야에서는, 북극원산의 석유 가격이 높다는 점도 있고 일본기업의 참여는 본격화되

고 있지 않다. 그러나 3.11이후 일본의 전력회사의 LNG 등의 천연가스 수요는 높

아졌으며, Spot에 의한 구입은 가능성이 향후 충분히 있다. 2012년 11월 일본의 전

력회사에 의한 러시아산 LNG구입은 그 일례이다.

2) 북극이사회 옵서버 자격 개정을 둘러싼 움직임

중국과 한국이 북극이사회의 옵서버 자격신청을 한 것은 2006년이었다. 일본은 20

09년 북극이사회의 옵서버 자격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같은 해 7월에 정식으로

옵서버자격취득을 신청하였다. 한중일 3개국은 자격 신청후, ad hoc 옵서버로서 북

극이사회의 각종 회합에 참가해왔다.

북극이사회의 옵서버에 관한 규칙은 1998년에 작성된 북극이사회 절차 규칙 제36

조~제38조와, 동 제2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다. 옵서버는 각 회합의 의장의 허가아래,

회합에 참가하고, 발언할 권리가 인정된다. 자료제출도 가능하다. 또한 각료회합의

결의에 걸맞지 않은 활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옵서버 자격은 정지된다. ad hoc 옵서

버는 회합마다 인정되는 것으로 常設은 아니다. 옵서버자격의 인정기준은 국가의

경우, 북극이사회 활동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제출를 할 것이라는

조건이 붙어있을 뿐이다.(제2부속문서 제3조1항)러시아가 의장국을 역임하고 있던 2

006년 10월에 스페인의 옵서버 자격 신청이 외상회합에서 승인되었다.

그 후, 옵서버 자격취득 신청수가 증가하여 노르웨이가 의장국이였던 2006년부터

2009년에 걸쳐, 옵서버 자격 재검토가 행해졌다. 북극 고위 실무자(Senior Arctic Of

ficials:SAO)가 2009년에 집필한 보고서에서는, 북극이사회의 제도적 강화책의 일환

으로서 1998년의 옵서버에 관한 규칙 검토를 시행해야 한다는 견해가 외상회합에

제언되었다. 이러한 흐름으로 덴마크가 의장국을 역임한 2009년~2011년에서 SAO는

옵서버 자격의 “인정기준”, “역할”, “인정을 위한 절차”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2011

년 5월에 그린란드 누크에서 개최된 각료회합에서 재검토안이 승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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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서버자격 인정기준의 재검토에서는, 옵서버로서 인정되는 조건으로, 1) 오타와

선언에 규정된 북극이사회의 목적 승낙과 지원, 2) 북극제국의 주권, 주권적 권리,

관할권을 인정할 것, 3) 해양법(Law of Sea)로 대표되는 북극해에 적용되는 법적 대

강을 인정하고, 그것이 북극해의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한 확고한 기초가 된다는 점

을 인정할 것, 4) 북극 원주민 및 그 밖의 거주자의 가치관, 이익, 문화, 전통을 존

중할 것, 5) 상시 참가자 및 북극과 그 밖의 원주민의 대응에 공헌할 정치적 의사와

자금력을 증명할 것, 6)북극이사회 활동에 관련된 북극에 대한 관심과 자질이 있음

을 증명할 것, 7)북극이사회 가맹국 및 상시참가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관심과

능력을 증명할 것, 이상의 7가지다.127)

옵서버 역할에 관한 재검토에서는, 1)옵서버 자격이 승인된 후, 북극이사회 하에

서 회합에 초대되는 것, 2)옵서버의 주요임무는 북극이사회의 활동을 지켜보는 것이

지만, 특히 작업부회에서 북극이사회에 관련하는 것을 통하여 적절한 공헌을 계속

적으로 행해야 할 것, 3)옵서버는 북극제국 내지는 상시참가자를 개재(介在)시켜 신

사업을 제안할 수 있지만, 옵서버에 의한 자금면에서의 사업에 대한 공헌은 SAO에

의해 특별히 인정되지 않는 한 북극제국의 자금거출을 상회해서는 안될 것, 4)옵서

버가 참가하도록 초대받은 북극이사회의 각 회합에서 옵서버는 회합의장의 자유재

량에 기초하여, 북극제국, 상시참가자와 마찬가지로 구두 내지는 서면에 의한 성명

및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협의사항에 대한 견해를 표출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옵

서버는 각료회합에서도 서면에 의한 성명을 제출 가능하다고 하는 이상의 4가지 역

할이 규정되었다.

인정을 위한 절차로서는 4년마다 옵서버 자격을 재검토 할 것, 옵서버는 각료회합

전에 북극이사회에 관련된 여러 활동과 동 의회에 대한 공헌에 대해서 보고할 것

등이 의무이다. 또한 의장국은 각료회합 120일 전까지 신규신청리스트를 회람할 것

이 규정되었다. 또한 현재의 ad hoc 옵서버를 제외하고, 향후에는 ad hoc 옵서버를

추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서술한 2012년 11월의 옵서버 회합에서는 우선 의장국 스웨덴이 북극이사회의 우

선 과제 및 옵서버 지위 취득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이 회합에서 중국대표는 중국

의 옵서버취득이 북극권제국의 역할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 북극권제국의 주권행

사, 주권적 권리, 관할권을 존중할 것, 비북극권제국과 북극권제국은 탈지역적 문제

(trans-regional issues)에 대한 대응에서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128) 또

한 중국의 자연환경, 농업생산에 북극에서의 기후변동, 경제발전이 커다란 영향력을

갖는다고 하고, 중국의 옵서버 자격 취득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하였다. 일본은 북극

이사회 활동에 대한 공헌, 가맹국의 주권, 주권적 권리, 관할권의 존중에 대해서 언

127)Senior Arctic Officers, SAO Report to Ministers, Nuuk, Greenland, 2011, p.50. 

128)Statement by H.E. Ambassador Lan Lijun, Meeting between the Swedish Chairmanship of the Arctic 

Council and Observers/Ad-hoc Observers, Stockholm, Sweden, November 6, 2012, at http://www.arct

ic-council.org/index.php/en/about/documents/category/392-observer-meeting-stockholm-6-nov-2012?

download=1509:china-statement (as of December 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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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였다.129) 우리나라는 성명을 내지 않았다.

인정절차의 개정에 의해 향후 새롭게 ad hoc 옵서버를 추가하지 않는 다는 점이

명기되었다. 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ad hoc 옵서버는 사실상 옵서버 자격 신청

국의 대기실이 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ad hoc 옵서버를 받지 않는 다는 점은 현

재 옵서버 자격 취득을 신청하고 있는 국가 이외의 새로운 신청은 받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신청중인 국가가 옵서버로서 인정받는 마지막 후

보국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현재 신청중인 국가는, 이번 신청으로 옵서

버자격이 승인되지 않으면, 그 후 옵서버가 될 기회를 잃게 된다. 현재 스웨덴은 북

극이사회의 의장국의 임기가 끝나는 2013년 5월의 각료회합까지 새로운 옵서버의

승인에 대응하고 있다. 작년 11월의 옵서버 회합은 이러한 대응의 일환으로 간주할

수 있다.

5. 맺음말

본고는 북극거버넌스 멤버십을 둘러싼 정치학력을 고찰하고, 그 안에서 북극이사

회의 옵서버문제를 다루었다. 북극 거버넌스의 구축을 둘러싼 프로세스를 국면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국면은, 냉전기에 북극5개국에 의한 거버넌스 체제

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거버넌스의 문제영역은 북극곰 보전이라고 하는 매우 한정

적인 것이었다. 그 후, 제2국면으로서 냉전 말기에서 1990년에 걸쳐 북극8개국이라

고 하는 거버넌스 모델이 성립되어 정착되어 왔다. 거버넌스의 문제영역 범위도 비

정부간의 과학협력에서 정부간 환경보호, 그리고 북극이사회 설립에 의해 지속가능

한 개발도 포함하는 등 확대되어 왔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 기후변동의 영향에

의해 북극자연환경이 현저히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지정 환경이 생겨 북극5개국 거

버넌스 모델이 급부상하였다. 이 모델은 북극해 해역과 대륙붕에 대한 주권, 주권적

권리, 관할권 행사라고 하는 문제영역을 그 존립근거로 삼고 있다. 이 프로세스는

북극 거버넌스의 제3국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북극해 회의에서 볼 수 있는

북극5개국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로의) (변화) 움직임은 미국의 반대로 다시한번 급

속히 둔화되고, 북극8개국 거버넌스 모델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 후 비북극권 제국

의 북극해 참가가 활발해 짐에 따라 북극8개국 거버넌스 모델은 현재 비북극권 제

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액터와의 관계수립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 과제의

조정의 장으로서 북극이사회의 옵서버자격의 재검토가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옵서버 승인의 결정권은 가맹국의 專權사항이지만, 동시에 신청국이 유리한 측면

도 있다. 북극 8개국은 북극해의 글로벌 경제 통합이라고 하는 커다란 조류에서 비

129)Statement by Parliamentary Senior Vice-Minister for Foreign Affairs of Japan, Meeting between the 

Swedish Chairmanship of the Arctic Council and Observers/Ad-hoc Observers, Stockholm, Sweden, N

ovember 6, 2012, at http://www.arctic-council.org/index.php/en/about/documents/category/392-observ

er-meeting-stockholm-6-nov-2012?download=1508:japan-statement (as of December 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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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권 제국에 대한 대응을 잘못한다면, 북극의 경제발전을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자국의 국익에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비북극권 제국을 북극 거버넌스

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는 선택은 사실상 생각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가장 개연성

이 높은 것은 옵서버 자격의 확대를 통해 비북극권 제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선택

가능성이다. 물론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옵서버 자격 부여에 의해 비북극권 제국과

의 이해 조정이 정말로 가능한 것일까 하는 것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옵

서버 국가에 인정되는 행위는 매우 한정적이다. 북극 8개국 거버넌스 모델이 비북

극권 제국의 불만이나 요망을 확실히 대처할 수 없다면, 현상에 불만을 갖는 국가

에 의해, “비북극이사회”와 같은 비북극권 제국에 의한 정책 그룹이 만들어지는 사

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으로 북극 거버

넌스 체제의 안정을 전망한다면, 환경보전 및 해양과 관련된 권리의 간사로서의 북

극8개국과, 자원개발이나 항로이용과 같은 북극 유저로서의 비북극권 제국이 상호

입장과 권리를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

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옵서버문제는, 단순한 제도상의 개편 문제에 그치지 않

고 북극 거버넌스 체제의 향후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시금석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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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북극이사회(AC) 기타주요회의

북극이사회(등) 설립준비및 주요선언 AC 의장국
차수 장소 회의 장소

1987년 Mikhail Gorbachev의 무르만스크(Murmansk) 선언

1991년

북극연안국(8국)의 북극권환경보호선언(Rovaniemi Declaration,
로바니에미선언) → 북극환경보호전략(Arctic Environmental
Protection Strategy, AEPS) 개념의 정의

[선언의 주요내용]

4개 프로그램 시행 → 現북극이사회 워킹그룹 중 4개 형성

(1)북극모니터링평가프로그램(Arctic Monitoring and
Assessment Programme, AMAP)

(2)북극동식물보전(Conservation of Arctic Flora and
Fauna, CAFF)

(3)비상사태예방준비대응(Emergency Preven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 EPPR)

(4)북극해양환경보호(Protection of Marine Environment in
the Arctic, PAME)

1993년

북극연안국(8국)의 누크 선언문(Nuuk Declaration)

[선언의 주요내용]

AEPS 실행 지지, UN 생물다양성협약 및 UN기후변화기본
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인
정, 각국의 북극환경보호이행 환경법안 제정, 북극의 지속
가능발전 포함

북극이사회 및 주요 북극회의130)

130) http://www.arctic-council.org/index.php/en/events/meetings-overview/all-meetings참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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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3월)

북극연안국(8국) Ministers of the Arctic Countries의 이누비
크 선언(Inuvik Declaration)

[선언의 주요내용]

북극이사회 결성을 위한 지속적 노력; ‘지속가능 발전 및
활용 대책본부 활동(Work of the Task For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TFSDU) 발표

1996년

(9월)

북극연안국(8국)의 북극이사회설립을 위한 오타와 선언문
(Ottawa Declaration)

[선언의 주요내용] (1) 고위급 forum ; (2) 회원국, (3) 옵저버, (4) 회의
개최방식과 의사결정방식등, (5) 토착민사무국 등 9개사항

1998년

제1차 Iqaluit, Canada -

이콸루트 선언(Iqaluit Declaration)

- 지속가능개발워킹그룹(Sustainable Development Working
Group, SDWG) 출범

캐나다

SAO회의 Whitehorse, Canada 캐나다

SAO회의 London, UK 미국

1999년
SAO회의 Alaska, USA 미국

SAO회의 Washington, DC, USA 미국(→핀란드)

2000년

제2차 Barrow, US - Barrow Declaration 미국

SAO회의 Alaska, USA 미국

SAO회의 Whitehall, UK 핀란드

2001년
SAO회의 Rovaniemi, Finland 핀란드

SAO회의 Espoo, Finland 핀란드(→아이슬랜드)

2002년

제3차 Inari, Finland - Inari Declaration 핀란드

SAO회의 Oulu, Finland 핀란드

SAO회의 Inari, Finland 아이슬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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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SAO회의 Reyjavik, Iceland 아이슬랜드

SAO회의 Svartsengi, Iceland 아이슬랜드(→러시아)

2004년

제4차
Reykjavik,

Iceland
- Reykjavik Declaration 아이슬랜드

SAO회의 Selfoss, Iceland 아이슬랜드

SAO회의 Reykjavik, Iceland 러시아

2005년
SAO회의 Yakutsk, Russia 러시아

SAO회의 Khanty-Masiysk, Russia 러시아(→노르웨이)

2006년

제5차
Salekhard,

Russia
-

북극오염조치프로그램(Arctic Contaminants Action
Program, ACAP) 워킹그룹 출범 → 現북극이사회 산하 6개
워킹그룹 완성

러시아

SAO회의 Syktyvkar, Russia 노르웨이

2007년
SAO회의 Tromsø, Norway 노르웨이

SAO회의 Narvik, Norway 노르웨이

2008년
SAO회의 Svolvær, Norway 노르웨이

SAO회의 Kautokeino, Norway 노르웨이(→덴마크)

2009년

제6차 Tromsø, Norway - Tromsø Declaration 노르웨이(→덴마크)

SAO회의 Copenhagen, Denmark 노르웨이

SAO회의
Eigtveds Pakhus, Copenhagen,

Denmark
덴마크

2010년

SAO회의 Illulissat, Greenland 덴마크

제 1 차

DM회의
Copenhagen, Denmark 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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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O회의 Torshavn, The Faroe Islands 덴마크(→스웨덴)

2011년

제7차 Nuuk, Greenland - Nuuk Declaration 덴마크

SAO회의 Copenhagen, Denmark 스웨덴

SAO회의 Luleå, Sweden(11월) 스웨덴

2012년

SAO회의 Stockholm, Sweden 스웨덴

제 2 차

DM회의
Stockholm, Sweden 스웨덴

SAO회의 Haparanda, Sweden 스웨덴(→캐나다)

2013년

제8차 Kiruna, Sweden - Kiruna Declaration 스웨덴

SAO회의 Stockholm, Sweden 캐나다

SAO회의 Whitehorse, Canada 캐나다

2014
제9차 - -

SAO회의 Yellowknife 캐나다

* (→ 국가명)은 괄호 앞의 국가에게는 의장국 마지막 해이면서, 괄호 안 국가는 해당 연도부터 2년 임기의 의장국 시작을 의미함

* DM : Deputy Minister's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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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북극을 둘러싼 분쟁과 해양관할권

제1절 각국의 해양관할권 주장 및 분쟁

1. 서언

이 장에서는 북극권에 있어서의 자원개발에 관련된 문제 중 한 가지로서 국가가

북극해역에 대해 가지고 있거나 또는 주장하고 있는 주권 또는 주권적 권리의 범위

에 대해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UN해양법협약(UNCLOS)상, 국가는 연안에서 12해

리 이내의 영역을 보유할 수 있는 동시에 자국이 우선적으로 자원을 탐사 개발할

수 있는 해역으로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의 EEZ 및 대륙붕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어느 정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00해리를 벗어난 해저에 대해서도 자국

의 대륙붕으로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그중에서 UNCLOS 및 기타 국제법에 의해

국가가 일방적으로 자국관할권을 가지는 해역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검토

하여 본다.

아래에서는 1. 인접하거나 마주보고 있는 국가 간의 EEZ 및 대륙붕 설정에 대하

여 양국의 연안까지의 거리가 400해리 미만으로 양국 간에 해양경계획정을 할 필요

가 있는 경우, 2. 200해리를 벗어난 해저에 대해 자국의 대륙붕으로 하고자 하는 의

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 3. 기타 조약에 의해 연안국 이외의 관할권 행사가 인정되

고 있는 경우로 분류하여 개략 검토한다.

우리나라는 연안국으로써 주권 및 주권적 권리를 가지는 해역은 북극권에는 존재

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해역에 있어서의 상부수역 및 해저자원의 탐사 개

발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우리나라는 북극권에 육지를 가진 Svalbard131)의 지위

에 관한 스피츠베르겐 조약의 체결국이기 때문에 이 해역에 관해서는 동 조약에 정

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2. 북극해에 인접하거나 마주보고 있는 국가 간의 해양경계획정

현재, 북극권에 육지를 소유하고 있는 나라는 북극이사회의 멤버로서, 소위 ‘북극

권제국(Arctic States)’이라고 불리는 캐나다, 덴마크(그린란드),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스웨덴, 미국의 8개국이다. 이 중에서 북극해역에 주권 및 주권적

권리를 가지는 나라는 캐나다, 덴마크132),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미국의 6개

131) 동 명칭에 관하여 “북극해 계보”에서는 ‘Svalbard’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에서도 ‘Svalbard’로 표기한다.

132) 덴마크 본토는 북극권 밖에 존재하지만 덴마크 본토를 기점으로 하는 EEZ이 북극권 내에 존재하고 그 이외에, 덴마크령

그린란드 및 그린란드를 기점으로 하는 영해 및 EEZ이 북극권 내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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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다. 이 나라들은 북극해에 인접하거나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인

접 국가와 해양경계획정을 해결하여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북극해 연안국간 해양경계획정 현황

분쟁
현황 경계선

당사국 지역

1 US v. Canada Beaufort Sea 미해결

2 Russia v. US Bering Sea 미해결(*)
중간선과 sector

line간 타협

3
Canada v.

Denmark
Davis Strait

1973

(Hans Island 미해결)
중간선

4
Denmark v.

Iceland
Farm Strait 1997 중간선

5
Denmark v.

Norway
Jan Mayen

1993(ICJ 판결)

→ 1995(양자협정)

중간선, 지리적

관련상황 고려

6
Denmark v.

Norway
Svalbard 2006 중간선

7
Iceland v.

Norway
Jan Mayen 1980, 1981

Iceland는 EEZ를

향유하고, 하층토는

공동개발 및 이익공유

8
Norway v.

Russia
Barents Sea 2010

중간선과 sector line

타협

( * ) : US와 Russia는 1990년 경계선에 합의하였으나, 러시아는 아직 비준하지 않

고 있으며, 따라서 협약은 미발효 상태에 있음

UNCLOS상, 연안에서 200해리까지의 인접 국가 간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해서는

영해(제15조), EEZ(제74조) 및 대륙붕(제8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133), 이러한 국가들

도 대부분의 경우 이와 같은 규정에 의거하여 인접 국가 간에 해양경계획정 조약을

체결하여, 자국의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해역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134). 한편, U

NCLOS는 각 국가의 EEZ와 대륙붕의 한계를 일치하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북극권에 관련된 경계획정 조약으로 17건의 조약⋅교환 공문 등이 존

재한다(2013년 3월 14일 현재. 이 중 1건은 현재 조약을 작성하고 있는 중이다.). 이

133) 각 조문 규정은 권말 자료를 참조할 것.
134) 미국은 아직 UNCLOS를 비준하지 않고 있지만 동 조약 제11부 이외의 규정 내용에 대해서는 관습국제법으로 받아들일

것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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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해양경계획정 조약의 개요에 대해서는 도표1을, 그리고 북극권의 각국이 주장하

는 관할 해역 및 해양경계에 대해서는 이 장 마지막의 지도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러한 해양경계획정 조약에 의해 북극해역에서 아직 인접국가와의 연안에서 200

해리 이내의 해양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해역은 캐나다⋅미국 간 해양경계만

남아있다.

3. 북극해에 있어서의 대륙붕 연장 신청

UNCLOS에 200해리를 벗어난 대륙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국이 그 연장에 대해 CLCS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제76조)135).

그리고 CLCS에서 권장한 권고를 해당 국가가 수용하고, 여기에 의거하여 자국 대

륙붕의 가장자리를 설정함으로써 비로소 연장된 대륙붕의 한계가 최종적이고 구속

적이 된다. 이는 북극해역에 있어서도 각국의 연안에서 200해리를 벗어난 해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북극권에 주권적 권리를 가지는 일부 국가는 이 규정에 따른 대륙

붕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국가는 캐나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및 미국의 6개국이다.

UNCLOS에서는 200해리를 벗어난 해저에 대한 대륙붕 연장 신청에 대해 동 조약

의 비준에 의거하여 신청 기한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아이슬란드, 노르웨

이 및 러시아는 2009년 5월 13일에 신청기한을 맞이하였다136). 또한, 캐나다는 2013

년 11월 6일에, 덴마크는 2014년 11월 15일에 신청기한을 맞이할 예정이다137). 한편,

미국은 아직 UNCLOS를 비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국이 비준을 한 경우에는

비준한 날부터 10년 후가 신청기한이 된다. 현재, 이러한 국가 중 이미 북극해로의

자국의 대륙붕 연장 신청을 한 국가는 러시아,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덴마크의 4개

국이 있다.

한편, 북극해역에 대한 대륙붕 연장 신청은 계속되고 있으며 모든 연장 해역에 대

한 권고가 CLCS에 의해 제시되고, 동시에 각 국가에 의해 권고의 수용이 이루어지

기까지는 더욱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된다.

135) UNCLOS에 정하는 대륙붕 연장 신청 제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헌을 참조할 것. 가네하라(兼原敦子) ‘200해리를 벗어난 

대륙붕의 한계 설정을 둘러싼-고찰’ 무라세(村瀬信也)⋅에토(江藤淳一) [편저] “해양경계획정의 국제법” (동신당(東信堂), 

2008년), 103-132페이지, 고가(古賀衛) ‘대륙붕 연장을 둘러싼 수속적 제반 문제’ “西南学院大学법학논집” 42권 3⋅4합병호

(2010년), 47-74페이지. 나가오카 사쿠라(長岡さくら) ‘대륙붕한계위원회에 대한 연장신청과 제3국의 대응’ “駿河台법学” 24

권 1⋅2합병호(2010년), 19-52페이지. 나가오카 사쿠라(長岡さくら) ‘대륙붕한계위원회의 “분쟁해역”에 관한-고찰’ “駿河台

법学” 25권 1호(2011년 ), 83-110페이지.

136) UN해양법협약 체약국 회합(SPLOS)은 1999년 5월 13일 이전에 UNCLOS를 비준한 국가의 신청기한일은 2009년 5월
13일로 도래하기 때문에 1985년 6월 21일에 비준한 아이슬란드, 1996년 6월 24일에 비준한 노르웨이 및 1997년 3월 12
일에 비준한 러시아의 신청기한일은 2009년 5월 13일로 되어 있다. 한편, 러시아는 2001년의 연장 신청에 대해 CLCS의
권고에 따라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할 예정이다. 또한, 일단 기한 내에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기한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러시아는 앞으로도 다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cf. SPLOS/72, 
para.(a).

137) 캐나다의 UNCLOS 비준일은 2003년 11월 7일, 덴마크의 UNCLOS 비준일은 2004년 11월 1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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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극해에서 연안국 이외의 관할권 행사가 인정되는 조약

현재, 북극해에 특유의 조항이 있는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다수국간 조약으로 스

피츠베르겐 조약, UNCLOS 및 북극해해난구조 조약을 들 수 있다138). 북극 주변은

남극지역과 달리 ‘해역’이기 때문에 UNCLOS의 적용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UNCLOS는 세계 전체 해역에 대해 적용되는 조약으로 북극해를 특정 대상

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유일하게 북극해에 대한 특유의 조항이라고 할 수 있

는 규칙은 동 조약 제234조의 동결 해역에 관한 규정이다139).

따라서 자원개발을 포함하는 동 조에 규정하는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UN

CLOS의 다른 규정이 적용되게 된다. 또한, 북극해해난구조 조약은 해난 발생 시의

수사⋅구조에 관한 협력 및 수속 등에 대해 규정하는 조약이기 때문에 동 조약이

자원개발에 관한 국제법상의 지위에 대해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대해 스피츠베르겐 조약은 북극해에 존재하는 Svalbard 제도 및 주변 해

역의 자원 등의 국제법상의 지위에 대해 규정한 조약이다140). 동 조약은 1920년 2월

9일에 파리에서 서명, 1925년 8월 14일에 발효되어 현재까지 유효한 조약이다141).

일본도 1924년 12월 16일에 동 조약을 비준하여 현재까지 체약국이며, 2012년 1월

1일 현재 40개국이 체약국으로 되어 있다142).

이 조약에서는 노르웨이의 동 제도에 대한 ‘완전무결한 주권'을 승인하고, 노르웨

이에 의한 동 제도에 대한 국내법 규칙의 제정 및 집행을 허가하고 있다(제1조). 한

편, 동 제도에 대한 노르웨이의 주권은 관습 국제법으로서 동 조약의 미체약국에

대해서도 미치게 된다. 그리고 동 조약 체약국의 선박 및 국민이 동등하게 제1조에

게재한 지역(territory) 및 그 영수(territorial water)에서의 어렵권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있다(제2조). 또한, 동 제도 지역 내에서의 국제측후소 설치를 승인하는 동시에

138) 2008년 5월에 개최된 북극해 회의(Arctic Ocean Conference)에서 채택된 일루리사트 선언(The Ilulissat Declaration)은
북극해역에 적용되는 국제법상의 대강을 해로 창설한 것은 아니다. 동 선언에서는 현재의 국제해양법 규칙이 이미 북극해

에 적용되는 법적 대강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동시에 북극해에 적용할 새로운 국제법상의 대강을 필요로 하고 있

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현재, 2013년에 개최되는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각료회합에서 북극해에 적용될 제4의 조

약으로 ‘북극해에서의 기름 유출 오염 대책⋅대처 조약’ 체결을 목표로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한편, 일루리사트 선

언 및 북극해난구조 조약의 개요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조할 것. 가토(加藤喜久子) ‘북극을 둘러싼 현대적 문제의 상황’ “국
제법외교잡지” 110권 3호(2011년), 71-94페이지, 특히 76-77페이지, 80-81페이지. 또한, 북극에 대한 영역 주권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조할 것. 후카마치(深町朋子) ‘북극에서의 영유⋅경계 문제의 전개--육지와 대륙붕을 중심으로--’ “국
제법외교잡지” 110권 3호(2011년), 27-48페이지.

139) 조문 규정은 권말 자료를 참조할 것

140) 스피츠베르겐이라는 호칭은 동 제도에 대한 영어 및 네덜란드에 의한 이름이지만 최근에는 노르웨이어의 Svalbard이라

부르는 이름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cf. Ulfstein, Geir, “Spitzbergen/Svalbard”, Wolfrum, Rudigered., The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9(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pp.438-448.

141) 정식 명칭은 Traite concernant le Spitsberg(불어) 및 Treaty respecting Spitsbergen(영어)이다. 한편, 일문 공정 번역

은 “스피츠베르겐”에 관한 조약이다. 일영불 조약문은 외무성 조약집에 게재되어 있다.
142)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Treaties in Force: A List of Treaties and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of 

the United States in Force on January 1, 2012(Washington; 2012), vii+489p., esp. p.464. 2012년 1월 현재의 체약국

은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칠레, 중국, 체코, 덴마크, 도미니카공

화국, 이집트,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인도, 이탈리아, 일본, 모나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

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러시아, 영국, 미국, 베네수엘라, 구 유고

슬라비아(역자 주: 동 조약을 승계한 국가는 불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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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노르웨이에 의한 동 제도에 적용되는 광업법규의 제정에 대해 규정한다(제8

조). 그리고 동 조약은 노르웨이에 의한 동 제도 내로의 해군 근거지 설정을 인정하

지 않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지만(제9조), 이것은 동 지역의 완전한 비군사화⋅비요

새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 조약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체약국 사이에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

는, 다시 말해서 동 조약 제2조에 규정하는 ‘영수'가 소위 말하는 영해에 한정되는

것인지, 소위 접속 수역⋅EEZ⋅대륙붕 등의 해역까지 확대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

의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조약이 체결된 것은 1920년이기 때문에 현재의 UNCL

OS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은 EEZ 및 대륙붕 등의 개념은 대체로 당시는 존재하

지 않았었다. 또한, 영해에 대해서도 조약체결 당시에 각 국가가 주장하였던 관할해

역의 범위와 UNCLOS에서 인정하고 있는 연안국의 해양관할권 범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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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북극해의 항로

1. 서언

2004년에 북극이사회가 아이슬란드에서 열린 각료 회합에서 공표한 북극기후영향

평가(ACIA)에 의하면 과거 50년 사이에 북극해의 해빙의 면적 및 깊이는 감소하고

있다. 2009년에 동 북극이사회의 북극권해양환경보호 작업부회(PAME)가 공표한 ‘북

극해 항행 평가 2009년 리포트(AMSA 2009)'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지적되었다. 현

실적으로도 2012년 9월의 해빙 면적은 341만 제곱킬로미터(132만 제곱마일)――이것

은 1979년부터 2000년까지의 평균치의 약 절반이다――를 기록하여 역사상 최소 면

적을 갱신하였다143).

그리고 미래 예측에 대해서도 전술한 ACIA 및 2007년의 기후변동 정부 간 패널

제4회 조사보고(IPCCAR4)에서 이용된 지구 기후 모델의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21세

기 동안 계속해서 해빙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특히, ACIA

의 모델의 한 가지에서는 21세기 중반에는 북극해 전체에서 하기에 해빙이 완전히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어 있으며, 이 사실은 정보 전달 매체의 큰

주목을 받았다.

이와 같은 북극해의 해빙 현상은 지금까지 곤란하였던 동 해역으로 접근 가능성

을 높이고 해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수송을 목적으로 한 항행의 증가를 야기할 것

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를 경유하는 기존의

항로를 대신하는 보다 경제적인 상업 항로로써의 가능성에도 주목이 집중되고 있으

며, 북극해의 항로 문제의 중요성은 최근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편으로 혹독한 기상조건 하에 있는 북극해역은 사고가 일어나기 쉬우며 해양환경

오염에 대해 취약하다는 점에서 항행의 안전 확보라는 관점에서는 보통보다도 엄격

한 규제 틀(대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연안국에 의한 항행 규제를 위한 입법의

정비가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 환경보호를 중시하는 연안국과 항행의

자유를 중시하는 통항국과의 사이에는 이익 대립의 구조가 존재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캐나다 연안을 통과하는 북서 항로144)와 러시아 연안을 통과하는 북

극해 항로(동북 항로)145)의 각각에 대해 항행을 규제하는 법적 대강을 소개한다. 실

제로 이러한 항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각 연안국의 항행 규제에 관한 국내 법제를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양국의 주요 법령을 들어 설명

한다. 그러나 그 전에 양 항로에 공통으로 문제가 되는 국제법상의 대강에 대해 먼

143) Rincon, Paul, “Record minimum for Arctic sea ice,” BBC News (September 19, 2012), at
http://www.bbc.co.uk/news/science-environment-19652329.

144) ‘북서 항로'란,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북미대륙의 북부 연안 해역을 따르는 항로를 말한다.
145) ‘북동 항로'란, 북갑(北岬) 주변의 북서유럽 해역에서 유라시아 연안 해역 및 베링 해협을 경유하여 태평양까지 이르는

항로를 말한다. ‘북극해 항로'란, 러시아연방법(후술)에 의해 정의된 러시아의 북부 연안 해역으로, 지리적으로는 동북 항로

의 일부를 이룬다. 이 장에서는 북극해 항로 및 그 연안국인 러시아의 국내법제에 대해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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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확인해 보기로 한다.

2. 북극해에 있어서의 항행 규제에 관한 국제법

해양에 있어서의 국제법의 기본 대강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1982년의 UN해양법

협약(UNCLOS)이다. UNCLOS에서는 연안국의 기선(원칙적으로 간조선, 일정 요건

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직선 기선이 이용된다.)을 기준으로 하여 안쪽을 내수, 바깥

쪽을 영해, 접속 수역, 배타적 경제수역(EEZ), 공해로 구분하고, 각각의 해역에서의

연안국과 통항국과의 관할권의 배분을 결정하는 접근 방법이 채택되고 있다.

기선의 육지 측의 수역은 내수로서(제8조), 연안국은 영토와 동등한 주권을 행사

할 수 있기 때문에(제2조1항) 외국 선박의 통항권을 인정할 의무는 없다. 또한, 연안

국은 기선에서 12해리까지의 수역을 영해로 할 수 있으며(제3조),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내수와 마찬가지이지만(제2조2항) 외국 선박에 의한 무해 통

항권――즉, 연안국의 평화, 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고 통항할 권리――을 인정

하지 않으면 안 되며(제17조), 그 한도에서 연안국의 주권은 제한을 받는다. 나아가

서 기선에서 24해리까지의 영해에 접속하는 수역을 접속 수역으로 할 수 있기 때문

에 연안국은 자유 영토⋅영해 내에서의 통관상⋅재정상⋅출입국관리상⋅위생상의

법령 위반을 방지⋅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제33조). 기선에서 200해리까지의

수역으로 설정 가능한 EEZ에서는 연안국은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등에 관한 주권

적 권리를 가지며, 해양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56조, 제57

조). 그리고 어느 국가의 내수⋅영해⋅EEZ에도 포함되지 않는 해역이 공해로서 모

든 국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가고 있으며(제89조), 공해상의 선박에 대해

서는 먼저 깃발을 꽂은 국가가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92조).

이상과 같은 기선으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 해역 구분에 더하여 공해 또는

EEZ의 일부분과 공해 또는 EEZ의 다른 부분을 잇는 국제 항행에 사용되고 있는

해협(국제 해협)에서는 연안국은 외국 선박에 의한 통과 통항권――이것은 무해 통

항권보다도 강화된 권리로서, 예를 들면, 연안국의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통항은 정지되지 않는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며, 연안국의 주권에 대한 제

한은 영해에서보다도 크다(제37조, 제38조)

머리말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북극해역의 환경보호를 중시하는 연안국과, 동 해역

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을 중시하는 통항국과의 사이에는 이익 대립의 구조가 존재한

다. 따라서 캐나다⋅러시아가 자국의 연안 해역에서 되도록 많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각각 북서 항로와 북극해 항로(의 일부)는 내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편으

로 아메리카를 비롯한 통항국이 되도록 많은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그러한

해역은 국제해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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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여기에서의 법적 견해의 불일치는 제일의적으로는 기선을 잇는 방법을 둘

러싼 문제로, 제이의적으로는 국제 해협의 정의를 둘러싼 문제로 환원된다146).

그리고 북극해역 중의 EEZ에서는 얼음으로 둘러싸인 수역에 관한 특별 규정인

제234조의 적용이 함께 문제가 된다. 동 조에 의하면 연안국은 자국의 EEZ의 범위

내의 얼음에 둘러싸인 일정 수역에서 선박에 기인한 해양오염방지를 목적으로 한

법령의 제정⋅집행이 인정되고 있다. 통상, 연안국이 자국의 EEZ에서 선박에 기인

한 오염방지를 위한 법령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국제기관(IMO)에 의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제적 기준(주로 MARPOL 조약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고 요구하고 있지만(제211조 5항), 제234조에서는 단순하게 ‘항행 및 입수 가능한가

능한 최선의 과학적 근거에 의거하는 해양 환경의 보호 및 보전에 타당한 고려를

하도록' 요구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제234조는 연안국이 IMO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것도 IMO보다도 엄격한 규제조치를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147).

실제로 캐나다는 운수성의 웹사이트에서 ‘캐나다의 MARPOL 조약 비준은 북극해

역을 개별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MARPOL의 배출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캐나

다의 법에 의거하여 캐나다 북극해역은 제로 투기 제도(zero discharge regime)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148), 자국 국내법에 의거하는 규칙의 엄격성을 표명하고 있

다149).

한편으로 제234조에 의거하여 인정되는 규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의 한계에 대

해서는 조문의 문언과 기초 과정을 참조하여도 불명확하며, 그 명확화는 북극해의

항로 문제에 있어서의 과제의 한 가지이다. 연안국에 의한 규제를 둘러싼 문제의

예로써 북극해 항로를 항행하는 선박에 러시아가 부과하는 쇄빙선 경호 수수료가

실제로 제공된 서비스와 대응하고 있지 않아 불투명하다(예를 들면, 해빙이 적은 하

기에 내빙선이 운항하는 등의 경우에는 쇄빙선 경호는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액

지불을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150).

146) 예를 들면, 북서 항로에 있어서의 법적 견해의 불일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야시(林司宣) ‘북서 항로'의 국제법상의

지위' "북극해 계보” 8호(2011년) 참조.
147) Nordquist, Myron H., et al.,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A Commentary, Volume IV 

(Kluwer Law International, 1991), p.396.
148) Transport Canada, “AQ,”at http://www.tc.gc.ca/eng/marinesafety/debs-arctic-resources-references-faq-1322.htm.
149) 캐나다가 MARPOL 가입 시(1992년)에 제출한 선언의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북극해역 캐나다는 1982년 12월 10일에 서명된 UNCLOS 제234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한다. 
(a) 캐나다 정부는 얼음으로 둘러싸인 수역으로서 특히 혹독한 기상조건 및 연간의 대부분의 기관 당해 수역을

덮은 얼음의 존재가 항행에 장해 또는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는 동시에 해양 환경의 오염이 생태학적 균형에 현

저한 해 또는 회복 불능한 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수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해양 오염 방지, 경감 및 규제

를 위한 무차별 법령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국제법상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b) 따라서 캐나다의 선

박에 의한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조약... (MARPOL73/78)에의 가입은 캐나다 국내 및 연안의 북극해역에 관해

제정되어 있거나 또는 앞으로 제정될 수 있는 법 및 규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IMO, “tatus of multilateral Conventions and instruments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or its Secretary-General performs depositary or other functions, as at January 31, 2013,”at
http://www.imo.org/About/Conventions/StatusOfConventions/Documents/Status%20-%202013.pdf.

150) Ragner, Claes Lykke, “he Northern Sea Route,”(English translation of a chapter originally published in Swedish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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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서 항로의 항행 규제 : 캐나다의 국내법제

‘북극해역오염방지법(AWPPA)'에 의하면, 캐나다 국내법상의 ‘북극해역(Arctic Wa

ter)'이란, 캐나다의 내수⋅영해⋅EEZ으로서 북위 60도선과 서경 141도선과 EEZ의

가장자리로 둘러싸인 해역(단, 캐나다와 그린란드 사이의 국제적 경계가 캐나다의

영해 기선에서 200해리 이내인 경우에는 EEZ의 가장자리 대신에 당해 경계를 이용

한다)으로 되어 있다(제2조)151). 그리고 동 법에 의거하는 ‘항행 안전관리 해역에 관

한 명령'152)에 의해 16개 항행 안전관리 해역――숫자가 낮을수록 기상조건이 엄격

한 해역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그림1), 해역별⋅선급별로 다른 항행 조건이

부여되고 있다(후술).

그림 1：항행 안전관리 해역(Shipping Safety Control Zone)의 구분

(출전：Shipping Safety Control Zones Order, C.R.C., c.356, Schedule 2)

the Norden Association's Yearbook of 2008, pp.114-127) at http://www.fni.no/doc&pdf/clr-norden-nsr-en.pdf, p.5.
151) AWPPA가 처음으로 제정된 1970년 시점에서는 북위 60도선과 서경 141도선과 캐나다 연안에서 100해리의 선으로 둘

러싸인 해역으로 정의되었으나 2009년 8월 1일 발효된 개정에 의해 EEZ의 가장자리를 참조한다는 현행의 규정으로 개정되

었다. 이로 인하여 캐나다 연안에서 200해리의 해역으로 확대한 경위가 있다.
152) Shipping Safety Control Zones Order, C.R.C., c.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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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안 북극 해역의 항행을 규제하는 주요 법령으로는, 먼저 전술한 ‘북극해

역오염방지법(AWPPA)'153)을 들 수 있다. 동 법이 1970년에 성립된 배경으로는 196

8년의 알래스카에서의 대유전의 발견 및 다음 해의 미국 석유 유조선⋅맨해튼호(M

anhattan)의 북서 항로의 시험 항행이 실시되고, 그것을 계기로 동 항로의 환경 손

해에 대한 불안 및 동 해역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한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AWPPA는 북극해역의 오염방지를 목적으로 어떤 사람 또는 선박도 북극해역

에서는 어떠한 폐기물도 투기하여서는 안 되며 투기를 허가하여서도 안 된다'(제4

조)라고 규정하는 소위 ‘제로투기법(zero discharge act)'이다. 투기 금지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미처리 오염수의 배출과 긴급 시의 투기 등 한정된 경우에 한

하며, 이것은 MARPOL 조약보다도 엄격한 것이다. 또한, 북극해역 내에 항행 안전

관리 해역—전술한 바와 같이 명령에 의해 16개 해역으로 구분되어 있다—을 설정

하고, 그곳을 항행하는 선박에 대해 각종 규칙(regulation)을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

를 규정하고 있다(제11조, 제12조). 그리고 상기 제4조에서 금지되어 있는 투기 행위

를 한 경우 및 관련된 투기 행위가 발생한 경우(사고도 포함)에 부과되는 제5조의

보고 의무를 태만한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 규정(제18조, 제19조), 그러한 규정 집행

을 위한 오염방지관(pollution prevention officer)의 권한 규정(제15조, 제23조)도 정

비되어 있다.

AWPPA에 의거하는 주요 규칙으로는 ‘북극해역항행오염방지규칙(ASPPR)'154)과

‘북극해역오염방지규칙(AWPPR)'155)의 2가지를 들 수 있다. ASPPR은 캐나다 연안의

북극해역을 항행하는 1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 각종 기준의 준수를 의무화 하고

있다(제3조). 구체적으로는 선박의 건조 기준(제4조~제6조), 연료 보급 시설의 기준

(제7조), 북극해역오염방지인증(Arctic PollutionPrevention Certificates)(제12조~제18

조), 수선안내원(Ice Navigator)의 승선 기준(제26조), 등의 비축 기준(제27조), 하수

유의 배출 기준(제28조, 제29조)에 대해 규정하고 기준을 만족하지 않은 선박의 항

행 안전관리 해역 항행을 금지한다.

선박의 건조 기준에 대해서는 해상인명안전(SOLAS) 조약 및 만재흘수선(LL) 조

약의 가맹국인 외국 선박에 대해서는 조약상의 기준 준수를 의무화 하고 그러한 조

약의 비가맹국의 외국 선박에 대해서는 유사한 국내 기준 준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제4조, 제5조)156). 또한, 453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석유를 운반하는 선박에 대해서

는 선박의 종류에 따라 부표V, VI, VII에 정하는 건조 기준의 준수를 의무화 하고

(제6조(1)), 부표VIII(→표1)에 정하는 해역별⋅선박의 종류별 항행가능 기간의 준수

를 의무화 하고 있다(제6조(2)). 이와 같이 해역별⋅선박의 종류별로 항행 가능 기간

을 정하는 방법을 ‘해역/기일 시스템(Z/DS)'이라고 한다. Z/DS는 단순하고 운용이

153) Arctic Waters Pollution Prevention Act, R.S.C., 1985, c. A-12.
154) Arctic Shipping Pollution Prevention Regulations, C.R.C., c. 353.
155) Arctic Waters Pollution Prevention Regulations, C.R.C., c. 354.
156) 캐나다의 외항 해운에서는 캐나다와 미국 간의 수송을 제외하면 캐나다의 해운회사가 운항하는 캐나다 선적은 활동하고

있지 않으며, 외국 선박이 거의 대부분의 수송을 담당하고 있다. 국토교통성 ‘캐나다의 운수 사정(2011년 9월)'at
http://www.mlit.go.jp/common/0001669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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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한 시스템이지만 해빙 상황은 매년 상당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기상 조건이 혹

독한 해에는 능력이 부족한 선박이 항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로 기상 조건이

온화한 해에는 안전하게 항행 가능한 선박이 항행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결점이다. 그래서 보다 유연성이 높고 안전한 시스템으로 1996년에 도입된 것이

북극해빙형 항행 시스템(AIRSS)'157)으로 항행 선박의 선급, 수선안내원의 승선 등의

어느 정도의 조건을 만족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Z/DS상은 항행 가능 기간 이외라도

실제 해빙 상황에 따라 항행이 인정된다(제6조(3)). AIRSS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

가되고 있지만 선박의 항행 속도, 해역의 시인성, 수선안내원의 경험 등의 중요한

요소가 고려되고 있지 않아 불충분하다는 비판도 있다.

수선안내원에 대해서는 유조선에는 무조건 승선을 의무화 하고(제26조(1)), 유조선

이외의 선박에는 해역 구분과 당해 선박의 선급별로 수선안내원 없이 항행 가능한

기간을 정하고(부표VIII) 그 이외의 기간에 대해서는 수선안내원의 승선을 의무화

하고 있다(선급이 낮은 선박의 경우, 연중에 걸쳐 항행이 금지되는 해역도 있다)(제

26조(2)).

표：해역/기일 시스템(Z/DS)

※예를 들면, Arctic Class2의 선박이 7번 해역을 항행할 수 있는 기일은 8월 1일

부터 11월 20일까지의 기간이 된다. (출전：Arctic Waters Pollution Prevention Reg

ulations, C.R.C., ch.353, Schedule VIII)

157) Arctic Ice Regime Shipping System (AIRSS) Standards –TP 1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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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PPR은 북극해역 및 북극권의 캐나다 영역 내에서의 폐기물 투기—즉, 북극해

역 및 북극권의 캐나다 영역 내에서의 국내 산업폐기물의 투기 및 북극해역에서의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 투기—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이상의 북극해역에 특화한 법규칙에 더하여 캐나다 연안 해역의 항행 일반에 적

용되는 법규칙도 북극해역에서 적용되는 주요한 것으로 해운⋅유람선의 안전 및 해

양환경보호를 위한 기본법인 ‘캐나다해운법(Canada Shipping Act 2001)', 선박의 안

전⋅손해⋅오염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는 ‘해상책임법(Marine Liability Act)', 해운에

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인 ‘해상수송안전법(Marine Transportation Security

Act)', 항행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항행가능해역보호법(Navigable W

aters Security Act)', 내항해운의 연안 항행권에 대해 정한 ‘연안무역법(Coasting Tr

ade Act)' 등을 들 수 있다.

그중에서도 캐나다해운법 및 동법에 의거하는 ‘캐나다 북부 선박 통항 서비스 해

역 규칙(NORDREG)'158)은 북서 항로의 항행 규제의 문맥에 있어서 중요하다. 동 규

칙은 1977년 제정으로부터 33년에 걸쳐 법적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었으나 201

0년에 의무적인 것으로 개정되었다(제4조). NORDRE의 대상 해역은 AWPPA상의

항행 안전관리구역에 더하여 북위 60도 이남의 허드슨만 등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것이다(제2조). 대상 선박은 총300톤 이상의 선박, 다른 선박을 예항하고 있는 선박

으로서 합계 총500톤 이상의 것, 화물로서 오염물질 또는 위험물질을 탑재하고 있

는 선박 또는 관련된 선박을 예항하고 있는 선박으로(제3조), 그러한 선박이 대상

해역을 통항하는 경우에는 통항 전⋅통항 중⋅통항 종료 시에 항행 계획과 선박의

위치정보 등의 보고가 의무화 되어 있으며(제5조～제9조), 관련된 보고에 의거하여

연안 경비대로부터 항행 안전의 확보를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다. 캐나다해

운법상에도 대상 해역 내의 항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가

명기되어 있으며\어(제126조(1)(a)), 위반한 경우에는 10만 캐나다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제138조(1), (2))이나 선박의 억류(제138조(4))라는 벌칙이 예정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의무적인 선박보고시스템(SRS) 및 선박 항행서비스(VTS)는

IMO(여기에서는 SOLAS 조약이 문제가 된다)의 승은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정

된 것이지만 그것이 UNCLOS 제234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서는 IMO에서의 논의에서 타국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159).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항행 규제 담당 기관160)에 대해 언급하여 둔다. 캐나다는 연

방제 국가이지만 해운에 대해서는 대체로 연방정부가 관할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북극해역의 항행 규제를 담당하는 주요 기관은 운수성(Transport Canada)과 연안경

158) Northern Canada Vessel Traffic Services Zone Regulations, SOR/2010-127.
159) Bartenstein, Kristin, “Navigating the Arctic: The Canadian NORDREG, the International Polar Code and Regional 

Cooperation,” Germ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54 (2011), pp.92-94.
160) 해운을 포함한 운수행정의 담당 기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성 ‘캐나다의 운수 사정(2011년 9월)' 전술 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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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Canadian Coast Guard)의 2곳이다. 운수성의 관할 사항은 ASPPR상의 선박의

규격⋅항행 계획 등의 승인, 항행 규칙의 작성⋅관리, AIRSS, 항행 설비 요건, 해상

안전, 오염 방지, 밸러스트수(水), 해상 안전 보장, 기항국 관할권 등이다. 연안경비

대는 어업해양성(Department of Fisheries and Oceans Canada)의 외국(外局)으로서

관할 사항은 쇄빙성 경호, 해군과 협력한 수사 구난(SAR), NORDREG, 오염 사고

대응, 해난 사고의 모니터링 등이다. 한편, 일본의 해상보안청과는 달리 경찰 권한

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 무기도 소지하고 있지 않다.

4. 북극해 항로의 항행 규제 : 러시아의 국내법제

북극해 항로는 수 세기에 걸쳐 러시아제국⋅구소련의 국내항로로서 이용되어 왔

으나 동 항로를 국제항로로서 개방한다는 취지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선언(1987년)

에 따라 1990년대에 그것을 위한 환경 정비가 시작되었다. 최근의 해빙 감소에 의

해 북극해 항로를 통과하는 선박 수는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어161), 연안국인 러시아

의 항행 규제에 관한 국내법제의 내용 및 그 국제법상의 타당성에 대한 관심은 매

우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162).

북극해 항로의 항행에 관한 현행 제도의 기본이 되고 있는 것이 1990년의 ‘북극

해 항로항행 규칙'163)이다(1991년 6월 1일 발효). 동 규칙에는 북극해 항로의 지리적

범위가 정의되어 있으며, ‘러시아연방의 중요한 국가적 수송로로서 러시아연방 북부

연안의 내수, 영해 또는 EEZ 내에 위치하는 것 및 해빙 수선 안내에 적합한 항로를

포함하는 것, 서단은 노바야제믈리야 해협의 서부 입구 및 제라니야(Zhelaniya) 곶

을 통해 북으로 뻗는 경선이며, 동단은 (베링 해협의) 북위 66도선 및 서경 168도 5

8분 37초선이다' (강조 필자)라고 되어 있었다(제1조2항). 관련된 정의 하에서는 북

극해 항로는 러시아 연안에서 200해리까지의 해역에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먼 해

161) 북극해 항로를 항행한 선박의 수는 2010년은 4척이었으나 2011년에는 34척, 2012년에는 46척으로 증가하였다.
 Pettersen, Trude, “46 Vessels through Northern Sea Route,” Barents Observer (November 23, 2012), at
 http://barentsobserver.com/en/arctic/2012/11/46-vessels-through-northern-sea-route-23-11.

162) 이 절의 검토는 아래의 영어 자료에 의거하고 있다. 먼저, 러시아의 법령에 대해서는 UN해사⋅해양법과(DOALOS의 웹

사이트

http://www.un.org/Depts/los/index.htm)에서 입수한 영어판 러시아운수성의 웹사이트 (http://www.morflot.ru)에서 입수한

영어판에 의거하고, 거기에서 입수할 수 없는 경우(구체적으로는 2012년 7월에 성립된 연방법 및 2013년 1월에 운수성이

승인한 북극해 항로의 항행 규칙)에는 북극 로지스틱스 정보국(Arctic Logistics Information Office)의 웹사이트

(http://www.arctic-lio.com)에서 입수한 영어판에 의거하였다. 마지막의 웹사이트에서 입수한 영어 번역에 대해서는 비공

식 번역이라는 점에서 용어의 정확성 등에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상의 법령에 대해 해설한 2차 문헌으로 주로 참조한 것은 Erik Franckx의 아래의 논문 및 학회의 보고이다. 
Franckx, Erik, “The Legal Regime of Navigation in the Russian Arctic,”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 Policy, 
Vol.18-2 (2009), pp.327-342; Franckx, Erik, “The Northern Sea Route: Shipping Season 2011,” presentation at the 
Fifth Polar Law Symposium 2012 (6-8 September 2012, Rovaniemi, Finland). 

163) Regulations for Navigation on the Seaways of the Northern Sea Route, approved by the USSR Minister of Mechant 
Marine (14 September, 1990), at 
http://www.morflot.ru/files/docslist/20111103135113-REGULATION_FOR_NAVIGATION_ON_ТНЕ_SEAWА
YS_OF_ТНЕ_NORTHERN_SEA_ROUTE.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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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까지 미치는 것인지가 불명확하였다. 이것은 특히 강조 개소의 해석을 둘러싼 문

제이지만, 소련에 의한 과거의 입법 및 그 해석에 비추어 보면 후자의 해석일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원래부터 관련된 불명확성에 대해서는 2012년의

연방법에 의해 국제법에 적합한 형태로 해소되게 된다.

1990년의 규칙의 목적은 모든 선박에 대해 차별 없이 항행을 인정하는 환경에 대

한 배려를 도모하는 것으로서(제2조, 제1조(4)), 그것을 위한 기본적 대강(틀)을 제공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항행에 즈음하여서는 북극해 항로국(Northern Sea Route

Administration)에 대한 신청이 요구되고, 신청에 포함되어야 하는 선박 정보와 항

행 예정 등의 최소한의 정보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다(제3조). 선박 및 선장에게는

특별한 요건이 부과되고, 선장에게 필요한 경험이 없다면 수선안내원이 추가된다(제

4조). 북극해 항로로 들어가기 전에 환경 손해에 대한 선주의 민사 책임이 보장되어

야 한다고 요구되고 있다(제5조). 북극해 항로를 항행 중에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선박에 대한 검사가 실시된다(제6조). 또한, 일단 항행이 허가된 경우에는 지정된 항

로를 통항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강제적인 쇄빙선에 의한 수선안내가 비르키츠키(Vil'

kitskii), 쇼카르스키(Shokal'skii), 드미트리라프테프(DmitriiLaptev), 산니코프(Sannik

ov) 해협에서는 제공된다(제7조(4)). 모스크바에 소재하는 디크슨(Dikson) 항과 페베

크(Pevek) 항에 지방 지부를 둔 북극해 항로국이 선박의 항행에 대해 일반적인 통

제를 한다(제8조). 항행은 일시적으로 중지되는 경우가 있으며(제9조), 요건을 준수

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북극해 항로에서 나가라는 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다(제

10조). 또한, 선박 또는 선박 위의 재산이 파손된 손해에 대해 북극해 항로국은 그

과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제11조). 한편, 북극해 항로국에 의한

허가는 항행 허가에 불과하며, 해양 과학 조사 어업 관광을 위한 활동에 대해서는

외부성에 의한 추가적인 허가를 요한다.

1996년에는 ‘북극해 항로에 있어서의 쇄빙선 및 수선 안내에 대한 규칙’164)이 성

립되었다. 동 규칙에 의하면 북극해 항로를 이용하는 모든 선박은 최소한 4개월 전

에 북극해 항로국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때는 선박⋅오염 손해 책임보험⋅항행

일정⋅항행 목적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제2조(1)). 수수료를 추

가하면 1개월 전으로 단축할 수 있지만 어느 경우에나 신청에 대한 회답은 10일 이

내에 이루어진다(제2조(3)). 항행 허가에 대한 회답을 한 경우, 선주의 비용 부담 하

에 검사가 실시되어야 한다(제2조(4)). 1996년의 ‘북극해 항로를 항행하는 선박의 구

조⋅장비⋅비품의 요건'(후술)을 완전하게 충족하지 못한 선박에 대해서는 추가 수

수료에 의해 북극해 항로국이 제공하는 수선 안내 하에 항행할 수 있다(제2조(5)).

선박은 항로에 들어가기 최소한 10일전에 북극해 항로국에 도착 예정 시각을 통지

하여야 하며(제2조(5)), 2일~5일 전에는 정확한 시각을 통지하여야 한다(제2조(7)).

관련된 통지의 내용에는 선박이나 통신수단에 관한 정보에 더하여 화물⋅승조원에

164) 1996 Regulations for Icebreaker and Pilot Guiding of Vessels through the Northern Sea Route, at
http://www.morflot.ru/files/docslist/20110928151938-REGULATIONS_FOR_ICEBREAKER.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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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정보도 포함된다(제2조(6)). 북극해 항로로 들어갈 때는 최소한 2명의 수선안내

원이 승선하고 있어야 하며, 동부⋅서부 중의 쇄빙선 지원 해양활동 본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제2조(8), (13)). 쇄빙선의 선도, 수선안내원의 조언 권고에 관계없이 선

박의 최종 책임자는 선장이다(제3조(2), (3)).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선박은

항로에서 배제되거나(제2조(17)) 선단으로의 강제적 복귀(제2조(18)), 지원 제공이 지

연되는(제2조(21))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

비용은 선장이 부담하게 된다. 선박은 최신의 해도 및 항행 관련 문서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제4조(2)), 1일에 최소한 2회는 해양 활동 본부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조(22)). 해빙이 없는 기상 조건이라도 권고 받은 항로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도

록 지시하고 있으며 항상 러시아 당국에 의한 확인을 받게 된다(제4조(6)).

또한, 1996년의 ‘북극해 항로를 항행하는 선박의 구조⋅장비⋅비품의 요건'165)에서

는 북극해 항로의 혹독한 기상 조건으로부터 항행 안전의 확보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자세한 요건이 채택되어 있다. 1996년의 규칙에도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의 요건은 3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에 적용되며, 북극해 항로를 항행하기

전에 충족하여야만 한다(제2조(10)). 선박은 러시아의 ICE CLASS에서 L1⋅UL⋅UL

A――로이즈의 ICE CLASS까지는 １A⋅１AS⋅AC1에 상당한다――중 한 가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제2조(2)). 나아가서 선박 외각은 2중 바닥 구조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석유나 다른 유해물질의 저장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제3조(1)). 프로펠

러 등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된다(제4조(1)-(6)). 폐수 처리

설비가 선박에 탑재되어 있어야 하며, 선저오염분리기 및 30일간의 항행에 충분한

저수탱크도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제5조(1)-(3)). 해빙의 증가 등의 상황 하에서의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한 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제6조(2), (5)). 최소

한의 항행 및 통신을 위한 설비가 탑재되어 있어야만 한다(제7조(1)-(3)). 30일간분의

연료 등의 비상용 물자가 탑재되어 있어야만 한다(제8조(1)-(3)). 승조원에 대해서는

3교대제로 경계만을 전담하는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선장은 북극해 항로에서

최소한 1일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제9조(1), (2)).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선박에 기인한 오염방지를 위한 요건은 몇 가지 점에서 통

상의 국제적 기준(MARPOL 조약)의 요건보다도 엄격하다. 예를 들면, 선저 오수에

대해서는 석유분이 15ppm 이하의 경우에는 배출을 인정하고 있지만, 유조선의 밸

러스트수 등 다른 석유 오염폐기물에 대해서는 배출이 금지되어 있다(제5조(2)). 쓰

레기 폐기도 마찬가지로 금지되어 있다.

1998년의 ‘내수⋅영해⋅접속 수역에 관한 연방법'166)의 제14조는 2012년의 연방법

에 의해 약간 수정되었으며 수정 후의 문언은 아래와 같다. ‘러시아연방의 역사적인

165) 1996 Requirements for the Design, Equipment and Supplies of Vessels Navigating the Northern Sea Route, at
http://www.morflot.ru/files/docslist/20111107100554-REQUIREМENTS_FOR_ТНЕ_DESIGN_EQUIPМ
ENT_AND_SUPPLIES_OF%20VESSELS_NAVIGAТING.doc.

166) Federal Act on the internal maritime waters,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of the Russian Federation (1), 17 
July 1998, at
http://www.un.org/Depts/los/LEGISLATIONANDTREATIES/PDFFILES/RUS_1998_Act_T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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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수송로인 북극해 항로의 항행은 국제법, 러시아가 체결한 국제 협정, 본 연방

법 및 기타 연방법,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제출된 다른 법적 규제문에 따라 실행되

어야 한다'. 여기에서의 ‘역사적'이라는 문언은 개정 전부터 계속하여 사용되고 있지

만, 이러한 점에서도 북극해 항로에 대해 러시아가 행사하는 규제 권한을 되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정당화하였다는 러시아의 의도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998년의 ‘EEZ에 관한 연방법'167)의 제32조는 UNCLOS 제234조의 문언을

반영하고 있으며 EEZ에서 해양 오염의 방지⋅감소 제어를 위해 연방법 및 기타 규

칙을 제정⋅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다.

2011년의 ‘북극해 항로에 있어서의 쇄빙선 서비스료의 설정에 관한 명령'168)에서

는 화물의 종류나 경호 해역별 쇄빙선 서비스의 최고요금(루블/톤)을 정한 부표가

작성되어 있다.

2012년 7월에는 ‘북극해 항로의 상업 항행의 규제에 관한 일정한 연방법의 개정

에 관한 연방법'169)이 성립되었다. 동법의 목적은 러시아의 국가 해양 정책을 규정

하는 기본 문서인 ‘2020년까지의 러시아연방 해양 독트린'(2001년)에 따른 북극해

항로정책의 이행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수송 시스템⋅북극 지역의 항행 안전과

환경보호의 확보⋅쇄빙선 서비스 등의 중앙집권적 관리의 실현, 해운 활동(국제 해

운을 포함)의 평등한 접근의 허가 등이다. 실제로는 3가지의 기존 연방법을 개정하

는데 그쳐 완전하거나 포괄적인 개정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중요

한 변경을 포함하고 있다.

제1조에서는 1995년의 ‘자연 독점에 관한 연방법(Federal Law on natural monop

olies)'을 개정하여 동법 4조의 자연독점사업(natural monopoly entities) 중에 ‘북극

해 항로에 있어서의 선박에 대한 쇄빙선 서비스, 수선 안내'가 새로 포함되었다. 그

로 인하여 관련 사업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연방정부 당국에 의한 규제 하에 시행하

게 되었다(제3조에서 후술).

제2조에서는 1998년의 ‘내수⋅영해⋅접속 수역에 관한 연방법' 제14조를 개정하였

다. 그 문언은 전술한 바와 같다.

제3조에서는 1999년의 ‘연방상업해운법전에 관한 연방법(Federal Law on the Mer

167) Federal Act o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f the Russian Federation (1), 2 December 1998, at
http://www.un.org/Depts/los/LEGISLATIONANDTREATIES/PDFFILES/RUS_1998_Act_EZ.pdf.

168) Federal Rates Service. Order of July 07th 2011 №122-t/1., at
http://www.morflot.ru/files/docslist/20110928151256-Federal%20Rates%20Service.%20Order%20of%20Jun
y%2
007th%202011%20№122-t1.%20Moscow..doc.

169) Federal Law on Amendments to Specific Legislative A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related to Governmental 
Regulation of Merchant Shipping in the Water Area of the Northern Sea Route, at
http://www.arctic-lio.com/docs/nsr/legislation/federal_law_nsr.pdf.
또한, 동법제정의 배경에 대해 설명한 문서도 같은 웹사이트에서 입수 가능하다. Explanatory Note to the 
Draft Federal Law “On Introduction of Changes to Some Legislative A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as 
Related to the Governmental Regulation of Merchant Shipping in the Water Area of the Northern Sea 
Route,” at
http://www.arctic-lio.com/docs/nsr/legislation/Explanatory_note_to_the_Draft_of_NSR_Federal_Law.pdf.



- 80 -

chant Shipping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이 제정되고 거기에 신설된 제5.1

조에서는 ‘북극해 항로'가 다시 정의되고, 북극해 항로국이 연방기관으로 자리를 잡

음에 있어서 그 관할 사항이 상세하게 명기되는 등 중요한 규정이 포함되었다.

먼저, ‘북극해 항로'에 대해서는 ‘북극해 항로의 해역은 러시아연방의 북부 연안에

인접한 해역으로, 러시아연방의 내수⋅영해⋅접속 수역⋅EEZ로 이루어진다. 동단은

미국과의 해양경계획정 라인, 베링 해협의 디지뇨프(Dezhnev) 곶을 통과하는 위선

에 의해 국한되고, 서단은 젤라니아(Zhelania) 곶에서 노바제므리야 열도를 향한 경

선, 노바제므리야 열도의 동부 해안선, 마토치킨(Matochkin) 해협⋅카라(Kara) 해협

⋅유고르스키(Yugorski) 해협의 서부 경계에 의해 국한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

라 이전의 정의 하에서는 불명확하였던 북극해 항로의 ‘북부 가장자리'가 러시아의

EEZ이라고 명기되었다. 다시 말해서, 국제법상의 규칙과 조화된 입장을 취하는 것

이며, 이러한 형태로 ‘북극해 항로'의 해역이 명확해진 것은 다른 여러 국가에게도

유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제5.1조(1)).

이어서, 항행 안전 및 선박에 의한 해양 환경오염의 방지⋅최소화⋅제어를 확보하

기 위해 연방정부가 수권한 행정기관에 의해 승인된 북극해 항로의 항행 규칙이 적

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었다. 거기에서의 규칙으로는 예를 들면, 북극해역에서의 쇄

빙선 지원 규칙, 수선 안내 규칙, 항행 중의 라디오 통신에 관한 규칙 등이 포함되

게 되었다(제5.1조(2)).

그리고, 북극해 항로국이 북극해 항로의 항행에 대해 책임을 지는 연방정부의 기

관으로 자리를 잡음에 있어서 관할 사항으로 아래 사항이 명기 되었다. 1)북극해 항

로의 항행 허가 신청의 수령, 당해 신청의 심사, 그리고 허가의 발행, 2)북극해 항로

의 수리학⋅기상학상의 조건, 해빙 조건, 항행 조건에 대한 모니터링, 3)북극해 항로

의 해양 관측 활동을 위한 항행 설비 및 영역의 승인, 4)항행 수배, 항행 안전 요건,

선박에 대한 항행상⋅해도상의 지원, 선박의 해빙 측정에 관련된 정보 서비스의 제

공, 5)특정해역의 수리학⋅기상학상의 조건을 고려한 항행 경로 계획과 쇄빙선 사용

권고, 6)북극해 항로에서의 수사 구조 활동의 수배, 7)북극해 항로에서의 해빙 수선

안내 책임자에 대한 면허 발급, 8)선박에 의한 위험 또는 유해한 물질, 하수 혹은

쓰레기 오염에 대한 대응 활동의 지원이다(5.1조(3)). 또한, 북극해 항로의 항행 허가

가 발급되기 위해서는 항행 안전 및 선박에 기인한 오염으로부터의 해양 환경보호

를 위한 요건 및 러시가 체결한 국제 협정⋅러시아연방법⋅상기 제5.1조(2)의 규칙

에 의해 확립된 북극해 항로의 항행 규칙의 준수, 그리고 국제 협정⋅러시아연방법

상 요구되고 있는 선박에 기인한 오염 및 기타 손해에 대한 보험 서류와 기타 금융

적 보장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제5.1조(4)). 그리고 쇄빙선 지원 및 해빙

수선 안내 수수료에 대해서는 선박의 톤 수⋅ICE CLASS⋅해협 통항 거리⋅항행시

기를 고려하여 전술한 자연 독점에 관한 연방법에 의거하여 결정한다고 되어있다.

아울러 수수료는 실제로 제공된 서비스의 양에 따라 좌우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제5.1조(5)), 이 점은 전술한 수수료의 불투명성을 둘러싼 비판을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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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할 수 있는 규정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3년 1월 17일에 ‘북극해 항로의 항행 규칙'이 운수성에 의해 승인

되었으며, 그 영어판(단, 비공식)이 북극 로지스틱스 정보국의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다170). 그 내용은 I. 총칙(제1조), II. 북극해 항로에 있어서의 항행 수속(제2조～제

18조), III. 쇄빙선 지원에 관한 규칙(제19 조～제28 조), IV. 해빙 수선안내원에 관한

규칙(제29 조～제45 조), V. 수선안내원에 관한 규칙(제46조～제48조), VI. 항해 수로

상 및 수리⋅기상학상의 항행 지원(제49조～제58 조), VII. 항행 중의 라디오통신규

칙(제59 조～제65 조), VIII. 항행 안전 및 선박에 기인한 오염으로부터의 환경보호

에 관한 선박요건(제66 조～제70 조), IX. 잡칙(제71조～제72조)으로 구성된다. 단,

동 규칙이 정식으로 발효되기 위해 필요한 법무성의 승인에 대해서는 2013년 3월 1

일 시전에는 확인되지 않았다.

5. 결론

이상, 북서 항로⋅북극해 항로에 대해 각 연안국의 국내법제를 개관하였다. 어느

항로에서도 연안국은 선박에 기인한 해양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UNCLOS 제234

조를 근거로 한 일방적이고 엄격한 항행 규제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러나 제234조에 의해 인정되는 규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한계는 불명

확하며 실제로 각 연안국에 의한 항행 규제 중 몇 가지에 대해서는 통항국 측으로

부터의 의문이 제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극해역을 통항하는 선박 수의 증가가 예측되고 있는 현재 연안국과 통항국이

함께 수용 가능한 타당성⋅투명성이 높은 항행 규칙의 정비는 중요한 과제이지만

그 실현을 위한 시나리오로는 아래와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연안국이 제

정한 항행 규제 중 통항국이 의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UNCLOS상의 분쟁 해

결 수속에 의해 사법적으로 해결해 나아간다는 시나리오다. UNCLOS 제234 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에는 제15부의 의무적 분쟁 해결 수속이 완전하게 적용 가

능하기171)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언제나 가능한 시나리오이지만, 단순하게 정치적으

로 생각하여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두 번째는 연안국에 의한 항행 규제의 실제 운용과 거기에 대한 다른 통항국으로

부터의 (비판을 포함한) 반응이라는 일종의 ‘대화'를 통해 연안국이 보다 타당성 및

투명성이 높은 항행 규칙으로 자발적⋅점진적인 개선을 하여 나가는 시나리오다.

실제로 러시아가 부과하는 쇄빙선 경호 수수료의 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고

170) Rules of navigation in the Northern Sea Route water area, approved by order N7 dated 17 January 2013(unofficial 
English translation), at
http://www.arctic-lio.com/docs/nsr/legislation/New_NSR_Rules_2013_ENG.pdf.

171) Nordquist, Myron H., et al.,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A Commentary, Volume IV 
(Kluwer Law International, 1991), p.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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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나 2012년의 연방법에 의해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 점은

이미 검토한 바와 같으며 연안국과 통항국 사이의 ‘대화'는 이미 어느 정도는 시작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장 실효적이고 실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③현재 IMO

에서 논의되고 있는 Polar Code와 같은 북극해역에 적용되는 새로운 국제적 기준이

새롭게 합의된다는 시나리오다. 분명히 IMO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일방적인 항행 규

제를 하는 강력한 권한으로서, UNCLOS 제234조 기초 시의 노력에 의해 어렵게 취

득한 권한을 포기하는 것은 캐나다⋅러시아에게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저항이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연안국과 통항국이 모두 수용 가능한 항행 규칙을 되도록 조

기에 정비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연안국의 이익에도 적합한 행위이며,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포럼에서의 합의 형성이라는 방식이 결국은 지름길이라

고 생각된다.

어느 경우에나 양 항로를 항행하는 선박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전에 환경보호와

항행자유의 적절한 균형을 균형 취한 항행 규칙의 정비가 요청되고 있는 것으로서

상술한 모든 가능성에 유의하여 향후의 발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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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각국의 북극정책

제1절 미국의 북극정책

1. 서론

북극에 관한 미국의 정책은 대내적으로는 안보, 환경보호, 자원관리, 원주민, 과학

조사 관련 법, 정책의 우선 수립, 대외적으로는 해당 지역에서 관련 국가들과의 국

제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국내정책과 국제협력 이행을 위

한 세부 정책의 우선순위는 집권당의 핵심 정책 또는 국제사회의 접근과 논의 이슈

에 따라 바뀌고는 있으나 상기한 6개 부문의 중요성에는 변함이 없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4년 채택된 미국 극지 정책172) 중 북극 정책, 부시 행정

부의 미국 북극 정책, 2013년 오바마 행정부의 북극 전략은 그 핵심 사안과 우선추

진과제의 차이는 있으나, 상기 6개 부문별 북극정책은 그 지속성을 유지하며 이행

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국가정책이 국제적 환경이슈와 질서변화에 적절히 대응하

기 위한 정책적 변화를 끊임없이 반영하며 시도되어 왔다는 것 역시 주목할 만 하

다. 예컨대, 부시 행정부는 1994년 채택된 미국 극지 정책을 대체하는 북극지역 정

책(Arctic Region Policy)을 2009년 채택하였는데, 주요 목적은 북극 안보 정책 변경

과 기후변화 영향 고려, 북극위원회 설립 반영에 있었다.173) 오바마 행정부는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 해빙 감소 및 환경변화가 경제활동과 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

을 북극지역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2013년 5월 ‘미국 북극지역 전략(National St

rategy for the Arctic Region)’을 수립하였다.174)

미국의 북극정책은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북극 관리 전략 외에, 약 20여개의 미국

연방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이 제정하고 이행하고 있는 북극해 항행안전, 상업 활동,

과학조사, 수질 보호, 생태계 보호 등에 관한 정책을 포괄하고 있는 바, 이들 상호

연계성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175) 북극문제와 정책에 관한 한, 미국 연방정부

외에 주정부, 원주민 정부 또한 북극해 관리의 권한과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미국의 북극정책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바, 이를 위해 먼저 미국의

북극에 대한 영역별 이해관계와 변화 를 보다 상세히 파악하고, III에서는 미국이

최근 북극과 관련하여 채택한 정책을 소개하고, IV에서는 핵심 사안별 정책을 관련

172) Presidential Decision Directive/NSC-26, United States Policy on the Arctic and Antarctic Regions, 

June 9, 1994. 

173) '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NSPD-66, Homeland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HSPD-25,' White House President George W. Bush, January 12, 2009. 

174) ‘National Strategy for the Arctic Region,' the White House, Washington, May 10, 2013.

175) ‘Managing for the Future in a Rapidly Changing Arctic-A Report to the President,'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Coordination of Domestic Energy Development and Permitting in Alaska, March 

2013, <www.doi.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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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부처별로 보다 상세히 소개할 것이다.

2. 북극에서의 이해관계 변화

부시 행정부 이후 북극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친 핵심 요소 중 하나는 기후변화에

의한 북극 해빙 감소이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결빙해역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2030년 이후 여름에 북극해빙이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지만 금번

세기 동안에는 겨울 해빙이 자취를 완전히 감추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176)

북극 해빙의 두께는 전반적으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러한 두께 감

소는 대기 온도, 해양 순환 및 태양광 반사량에 영향을 미쳐 지구 온난화를 지속시

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177)

지구 온난화는 북극과 그 주변 지역에 연안침식, 홍수, 영구동토층 붕괴 등을 일

으키고, 툰드라 지역의 화재발생 증가 및 해빙에 부착된 해조류 감소로 이를 먹이

로 하는 어족 자원의 개체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178) 대기중 이산화탄소량 증가

는 북극해 산성화를 유발시키는데 이는 북극해 온도가 낮아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이 많고, 해빙의 감소로 노출된 해표면 면적이 넓어져 해수에 이산화탄소 유입이

더 용이해졌기 때문이다.179) 해수의 산성화는 패류 개체량 감소를 유발시켜 그에 따

른 해양생태계 구조 변경이 발생할 것이다.180) 또한 북극해를 항행하는 선박수가 증

가함에 따른 지역사회, 생태, 문화에의 영향도 예상된다.181) 반면, 기온 상승과 해빙

감소로 해양생물 서식환경이 나아지고, 일차생산량이 증가(북극해 전반에 걸쳐 약 2

0%)하여 주변 지역의 해양생물이 유입되어 어족자원 개체수가 증가할 수도 있

다.182) 이와 같이 기후 변화가 북극의 환경 변화를 유발시킨 결과 미국의 안보, 환

경, 자원이용, 항행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에 대처하기 위하여 채

택된 것이 최근 미국 북극지역 전략이다. 아래 절에서는 기후변화 및 북극 환경변

화로 발생하는 주요 사안별 영향을 소개하였다.

1) 안보 및 해양경계획정

현재 북극해에는 연안국(미국,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러시아)간 해양경계 획정

이 완료되어 있지 아니하다. 특히 미국은 캐나다와 사이에 보퍼트해 이북의 경계획

176) Rear Admiral David W. Titley, U.S. Navy, and Courtney C. St. John, "Arctic Security 

Considerations and the U.S. Navy's Roadmap for the Arctic," Naval War College Review, Spring 

2010, Vol. 63, No.2, pp. 35-48, p. 36. 

177) Ibid., p. 37.

178) Ibid.
179) ‘Managing for the Future in a Rapidly Changing Arctic-A Report to the President,' supra note 4, p. 

11.

180) Ibid.
181) Ibid., p. 8.

182) Rear Admiral David W. Titley, U.S. Navy, and Courtney C. St. John, supra note 5,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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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협정이 필요하지만, 경계 미획정으로 인하여 현재 캐나다와 정치적 군사적 긴장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는 아니하다.183)

현재까지의 북극에서의 군사 활동은 해군 잠수정의 북극 연구조사 및 훈련 활동,

해군의 전함, 항공기, 특수 전투 부대의 합동 훈련(Northern Edge) 위주였다. 온난

화로 북극에서의 안보활동 수행을 위해 미 해군력이 증강된다면 기존에 해군력이

집중 배치되어 있었던 서부 태평양의 연안국들과의 군사 동맹 관계가 약화될 가능

성은 있다.184) 반면, 북극에서의 군사활동 강화는 미 해군의 활동 영역 확대, 군사

활동 지역 이전으로 결과할 수 있으며, 군사 활동 형태가 변경거나, 러시아, 중국과

의 협력(특히, 수로 조사 등 연구 활동을 통한)으로 결과될 수 있다.185)

2) 자원

북극에는 세계 원유매장량의 약 10%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

지의 유전도 세계 미개발 유전 중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6) 원유 외

에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광물자원은 망간, 구리, 코발트, 아연, 금 등이

다.187) 지구 온난화로 해빙이 감소하여 이와 같은 광물자원을 포함한 자연자원을 기

존에는 출입이 용이하지 않았던 해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북극

의 미국 관할수역 이내에는 원유가 약 300억 배럴 가량 매장되어 있고, 천연가스는

약 2210억 평방피트 가량 추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8)

기후변화로 북극해 출입이 용이하게 된 후에 많은 생산자가 북극에서의 자원생산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미국 연방정부 규제 조건의 일관성 유지와

같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적 요소, 실제 개발될 자원의 종류와 양,

석유수송 도관, 펌핑시설, 근해 활동 지원 육상시설 등 인프라 지원에 따라 북극에

서의 원유생산 참여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189) 정부제공 인프라와 관련하여 특히 산

업계에서는 북부사면(North Slope)으로부터의 천연가스 도관 설치, 축치해 또는 보

퍼트해로부터의 심해 도관설치, 미국 석유 저장지(National Petroleum Reserve)를

가로지르는 250마일 길이의 도관 설치, 알라스카 횡단 도관시스템의 지속적 활용

등을 요구하였다.190)

최근 알라스카주 및 지방정부는 재생에너지 생산시설 확대를 목표로 책정하고 주

로 북극 외측의 알라스카 연안(Kodiak)에 대규모 풍력 발전소 설립을 위해 많은 투

자를 해왔다.191) 북극해에는 Kotzebue와 Nome에서 풍력발전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183) Ibid., p. 40. 

184) Ibid., p. 40.

185) Ibid.
186) Ibid., p. 38.  

187) Ibid.
188) Ibid.
189) ‘Managing for the Future in a Rapidly Changing Arctic-A Report to the President,' supra note 4, p. 

22.

19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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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부족, 계절별 기상 악화, 재정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시설 설립이 요원하다.192) 이에 대하여 현재 내무부 주도로 알라스카 주정부, 원주

민 단체, 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구와 공동으로 알라스카에서의 재생에너지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193)

알라스카 채광협회(Alaska Miners Association)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향

후 20-30년간 북극에서의 채광활동을 확대 실시할 의향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즉 알

라스카주가 배타적으로 관리하는 환경준수의 재정적 보장 요건, 연방정부 관여 없

는 주정부 주도의 늪지 및 수질관리, 알라스카 국제공원 또는 자연보호구역 지정

백지화, 과학 근간의 최소한의 멸종위기종 지정, 도로 인프라 확충, 전기공급 지역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194)

해운 전문가들은 북극에서의 미국 해운업 확장을 위해서는 근해정박, 화물 유실,

유류유출 및 기타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해역별 대응 계획 수립, 사고발생에 대비

한 보상 목적의 신탁기금, 개별 보험제도 등의 설립, 새 해도 제작, 외래종 유입 방

지를 위한 선박평형수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195)

기후변화로 북극해수면 온도가 상승함으로써 연어 또는 기타 어류가 북쪽으로 이

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반면 북극대구(Arctic cod)와 같이 해빙해역에서 생활하는 종

은 쇠퇴할 것이다.196) 북극해에서의 어업활동은 현재 전면 금지 되어 있으나 만일

어업이 재개된다면 다음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① 미연안경비대가 지속

적으로 북극해의 불법어업을 규제하고 비상시 대응 지원 및 수색과 구조 작업을 담

당할 것, ② 북극해에서의 과학조사를 지속할 것, ③ 적절한 국제협정을 체결하여

미국의 어업관련 국익을 보호할 것 (현재 미국은 북극해 중부 공해상에서의 어업

금지 협정체결을 제안한 상태임), ④ 알라스카주 연안역 관리 프로그램을 재설립하

여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간에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고, 어류 및 야생동물

서식지를 보호.197)

2011년 알라스카 관광업에서 북극지역 관광이 차지하는 비율은 2%에 불과하였다.

특히 북극해에서의 관광은 과거에는 전무하였으나 현재는 매년 1-2회 크루즈 선박

이 약 200명 가량의 승객을 싣고 북극항으로 입항하고 있다.198) 기후변화로 인한 해

빙감소로 북극 관광업이 개발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근대화된 항만시

설, 수백명의 승객을 승선시킨 선박이 사고를 당할 경우에 대비한 수색 및 구조, 연

안 호텔, 운송서비스 등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199)

191) Ibid.
192) Ibid.
193) Ibid.
194) Ibid., p. 23.

195) Ibid.
196) Ibid., p. 18.

197) Ibid., p. 25.

198) Ibid., p. 18.

199) Ibid..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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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행

현재 북극에서의 통항은 대부분 자원의 수출 및 지역사회로의 생필품 수송을 위

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원유 및 천연가스 탐사와 생산이 이 지역 항행의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국의 북극 연안에는 수심이 깊은 항만이 없어 대부분의

선박은 예인 또는 바지선의 지원으로만 입항할 수 있다.200)

북극 해빙이 감소함으로써 기존의 여름 항로였던 북서항로(Northwest Passage)

및 북해항로(Northern Sea Route)의 사용 기간이 더 길어질 것인데, 기존에는 일 년

에 몇 주 정도에 불과했던 기간이 몇 달까지로 길어질 수도 있다.201) 북해 항로는

북유럽과 극동 지역을 연결하는데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비용과 시간 면에서 훨씬 능률적이며, 기후 변화로 거리가 35-60% 정도 단축될 수

있으므로 이들 항로의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202)

4) 원주민

기후변화가 원인이 되어 연안 침식, 홍수, 폭풍 및 영구동토층 붕괴가 발생하면

알라스카 원주민 또는 지역 주민들의 현지 식량조달, 교통, 전통문화 보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203) 알라스카주 대부분 지역에는 인구밀집도가 낮고, 재원 부족 등의

이유로 기초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다. 원주민들은 고래, 바다표범, 백곰 등의 사냥

을 통해 현지 자원을 식량으로 조달하며, 약초 수집 등의 전통적 생활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알라스카주에는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유적지가 많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원주민 주거지가 이전되거나, 원주민 커뮤니티를 잃을 수도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초 인프라 확충을 하면 전통적 생활 고수가 어렵게 될 수도 있다.204) 또한

원주민들이 기존에 활동하던 해역에 새로운 이용자들이 진출함으로써 기존에는 없

던 경쟁관계가 형성 될 수도 있다.205)

4.. 최근 미국의 북극 정책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최근 북극 환경변화의 가장 중요 요인은 기후 변화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개 이상의 연방정부 기관이 법, 정책적 대응을 하고 있다

는 것은 상기한 바와 같다. 이 장은 관련 연방정부 정책 중 포괄적 법, 정책 및 핵

심 부서(내무부, 국무부, 국방부, 상무성)의 최근 북극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을 중심

200) Managing for the Future in a Rapidly Changing Arctic-A Report to the President,' supra note 4,

201) Rear Admiral David W. Titley, U.S. Navy, and Courtney C. St. John, supra note 5, p. 38.

202) Ibid., p. 39.

203) ‘Managing for the Future in a Rapidly Changing Arctic-A Report to the President,' supra note 4, p. 

14.

204) Ibid., p. 15.

205) Rear Admiral David W. Titley, U.S. Navy, and Courtney C. St. John, supra note 5,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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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미국의 북극정책을 소개하였다.

1) 2013년 미국 북극 정책

2009년 1월 국가안보 대통령령 NSPD-66호와 국토방위 대통령령 HSPD-25호(참고

1)로 채택된 북극 지역 정책은 1994년 채택된 대통령령 NSC-26호 및 PDD-26호를

대체한다.206) 2009년 정책은 당시 국가안보 및 국토방위와 관련하여 수립된 신정책,

기후변화가 북극지역 활동에 미치는 영향, 북극위원회(Arctic Council) 설립, 북극지

역 환경의 민감성 및 자원에 대한 관심 증대를 반영하여 기존의 정책을 수정한 것

이다.207)

2013년 채택된 미국 북극 전략(National Strategy for the Arctic Region)은 2009년

정책이 채택된 이후의 변화, 특히 국제사회의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감

안하여 3가지 중점 이행 분야를 정하고 이를 4가지 원칙에 따라 시행하기 위한 전

략을 수립한 것이다. 3가지 중점 이행 분야란 ① 국가안보 증진, ② 책임있는 북극

지역 관리, ③국제협력 강화이다.208) 미국의 ‘북극지역 안보’는 상업적 활동 및 과학

조사 활동 지원에서부터 국방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며, 북극지역에서

의 항행, 과학조사 상업활동을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시행하도록 지원하는 활동 전

반을 일컫는다.209) 국가안보 증진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 지

역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또는 인재에 대한 대응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인프라 구

축이 필요하며, 수색, 구조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제, 민간 부문과의 정보 교환 증

진, 북극해 항로지정, 통항분리, 선박추적 등의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210)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은 에너지 전략이며 기존의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의 책임 있

는 개발 외에 재생에너지 등 신 에너지자원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다.211)

두 번째 중점 이행 분야인 ‘책임있는 북극지역 관리‘는 자연자원의 개발과 환경보

호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자

원 보존, 자원 및 환경 관리에 과학적, 전통적 지식의 적용, 과학조사 및 상업적 활

동을 위한 공통 항로 유지, 해도제작, 수색 및 구조작업 제공, 원유유출 및 사고에

대한 대응 개선 등을 이행할 것이다.212) 특히 변화하는 북극환경을 보호하고, 이 지

역의 경제, 환경보호 및 문화가치의 균형있는 개발과 증진을 통합관리(integrated m

anagement)를 통하여 달성할 것이다.213)

206) '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NSPD-66, Homeland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HSPD-25,' supra note 2. 

207) Ibid., II Background.

208) 'National Strategy for the Arctic Region,' the White House, May 10, 2013, 

<http://www.whitehouse.gov>.  

209) Ibid.
210) Ibid.
211) Ibid.
212) Ibid.
21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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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중점 이행 분야인 '국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이 지역의 환경보호, 안전,

안보 및 분쟁요소 제거를 통하여 미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며, 북극위원

회에서 미국의 이익을 반영하고, 해양법협약 가입, 기타 국가와 이 지역 이용과 관

련한 협력 등을 이행할 것이다.214) 보다 세부적으로는 이 지역에서의 분쟁요인 제

거, 최선의 정보를 사용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지역간, 국가간 최신 정보 공유 및 사

용, 과학조사, 해상수송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한 혁신적인 협정 체결, 알라

스카 원주민과의 협력 강화 등을 시행해야 한다.215)

2) 연방정부 북극 관리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의 환경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백악관의 포괄적 정책, 전략

은 2013년 채택되었으나, 그러한 대응 강화는 북극지역 관리에 관여하는 연방정부

부처 특히 내무부, 국무부, 국방부, 상무성을 중심으로 최근 수년간 개별 정책수립

을 통하여 시행되어 오고 있었다. 관련 부처 각각의 북극해 관리 역할은 연방정부

법상에 명시되어 있고, 개별 정책은 부처별로 수립, 이행되고 있으나, 이들 부처 및

기관간 업무를 어떻게 조정하고 협력해야 북극해 통합관리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이지는 향후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이다.216) <표 1>은 북극관리

관련 중요 사안별 책임 기관들인데 이들 기관들의 북극 업무는 해당 분야에만 제한

되지 않고 상호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효율적인 북극 정책 이행을 위해서는 업무

조정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알라스카주 인접 북극해 해안지역 토지의 대부분은 내무부가 관할하는데(그림 1

참고) 이 지역은 9.2백만 헥타아르의 알라스카 국립석유저장지 (National Petroleum

Reserve), 7.8백만 헥타아르의 북극 야생동물 보호구역(Arctic National Wildlife Ref

uge), 3.4백만 헥타아르의 북극 국립공원게이트 (Gates of the Arctic National Par

k), 국립공원 관리공단(National Park Service),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공단(Fish and

Wildlife Service), 토지 관리청(Bureau of Land Management)의 관리 구역 등을 포

함한다.217) 내무부는 북극해 관리에도 참여하는데 내무부 해양에너지관리국(Bureau

of Ocean Energy Management :BOEM), 안전환경집행부(Bureau of Safety and Env

ironmental Enforcement: BSEE)이 축치해 및 보퍼트해에서 근해 에너지 및 광물자

원 탐사 및 개발을 외측대륙붕법(Outer Continental Shelf Lands Act)에 따라 시행·

관리한다.218)

상무성의 해양대기청(National Ocean and Atmosphere Agency: NOAA)는 연방

정부 해역에서의 어종, 해양생태계, 해양생물자원 이용과 관리의 책임이 있다.219) 국

214) Ibid.
215) Ibid.
216) ‘Managing for the Future in a Rapidly Changing Arctic-A Report to the President,' supra note 4, p. 

14, p. 38.

217) Ibid., p. 39.

21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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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및 국제협력 에너지개발, 운송 과학조사

기관간정책위원회-국가안보

담당자, 북극정책그룹-국무

부, 미국대륙붕확장TF-미국

해양위원회/국무부, 국방부

기후변화 TF

알라스카 에너지개발·허가조

정 기관간 작업반, 해운위원

회

미국해양위원회, 북극연구위

원회, 기관간 북극연구정책

위원회, 알라스카해양생태계

포럼, 북사면과학 이니셔티

브, 알라스카 기후변화 기관

장 회의

토방위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연안경비대는 미국해역의 해양안전,

안보 및 환경 관리 책임이 있다.220)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청정수질법(Clean Water Act), 청정공기법(Clean Air Act) 집행의 책임이

있으며, ‘미국 원유 및 위해물질 오염 대책계획’의 이행 책임을 연안경비대와 함께

공유한다.221)

<표> 북극 관리 분야별 관련 연방정부 기관

(자료: ‘Managing for the Future in a Rapidly Changing Arctic-A Report to the

President,'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Coordination of Domestic Energy Dev

elopment and Permitting in Alaska, March 2013, <www.doi.gov>, p. 40).

북극 관리 관련 연방정부 기관의 중요 정책 개발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9년 11월 해군 기후변화 TF가 해군 북극 로드맵(Navy Arctic Road Map) 개발

2009년 상무성은 북태평양 어업관리위원회(North Pacific Fisheries Management

Council)의 북극 어업관리 계획을 승인하여 보퍼트해와 축치해의 연방 해역에서의

상업적 어업금지를 연장

멸종위기종법 및 해양포유동물 보호법에 북극 해양 포유동물을 포함하기로 결정

해양법협약에 따른 관할권 주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대륙붕 확장 관련 기

관간 TF (Extended Continental Shelf Interagency Task Force) 설립

미국 해양 정책(National Ocean Policy)의 9개 주요 목적에 북극해가 포함

2011년 1월 BP 심해 수평 원유 유출 및 근해 시추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the BP Deep Water Horizon Oil Spill and Offshore Drilling)가 대통령에 제출

한 보고서에 북극해 관련 권고 사항 포함

2010년 7월 기관간 해양정책 TF가 발표한 최종 권고사항에 따르면 북극해 관련

사안을 미국 해양 정책(National Ocean Policy)에 포함해야함. TF의 북극관련 권고

219) Ibid.
220) Ibid.
22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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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참고하여 NOAA는 2011년 2월 북극 전략 목표를 수립222)

2012년 채택된 미국 해양 정책에는 9개의 주요 해양관리 목표가 설정되어 있

다.223) 그 중 하나가 기후변화에 의한 북극해 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적절한 해양자

원 이용관리이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필요한 조치들을 제안해 두었다.

① 해양사고 및 환경영향을 방지하고 대응하는 능력 향상을 위한 북극 통신시스

템 강화

-2013년에는 북극 항행 선박에 대한 중주파수, 고주파수, 초단파, 극초단파 통신시

스템 성능과 대기-해수면-육상 센서 성능에 대한 기초 확립

-2014년에는 북극활동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연방정부의 관리 능력 개선을 위

한 정책 옵션을 파악, 분석, 실행

② 기관간 협력 강화 및 재난 가능성 최소화와 대응활동 촉진

-2013년에는 연방정부 기관, 산업체, 연구자, 외국 파트너 등과 협력하여 북극해에

서의 유류유출 방지, 억제, 대응기반, 기술 등을 개선

-2013년에는 북극 천연자원 지도, 유출 궤도, 유류물질 거동, 충화 모델 개선에 이

용할 정보를 수집 통합하고 이와 관련한 기관간 연구를 개시

-2013년에는 선박 이용 및 연료유 운반과 관련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수립

-2013년에는 유류유출 대응과 관련해 북극 연안국들과 공동 훈련 등을 실시

-2013년에는 북극 연안국들과 해빙예측, 유류유출 대응, 유류유출 방지 지침 개발

-2014년에는 북극 자원 및 기간시설 부족현황 파악, 유류유출 대응 관련 인력공

급, 장비 배치, 폐기물 관리 계획 수립

③ 북극 해빙예보 개선

-2013년에는 GIS 구동 전략적 북극해빙 분석 및 예측 수행

-2013년에는 계절별 해빙예보를 위해 적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현장데이터의 조

기사용 가능

-2013년에는 북극해 연안 지역사회가 북극해빙관측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

-2014년에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일반화시킨 부이, 무어링 데이터를 이용

하여 위성자료를 보정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함

-2014년에는 북극 해빙이 녹고 재생하는 속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연구 개시

222) NOAA's Arctic Vision & Strategy, NOAA, February 2011, <http://www.noaa.gov.>

223) 'National Ocean Policy Implementation Plan,' National Ocean Council, April 2013, 

<http://www.whitehous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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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북극해도를 보다 정확히 작성하여 안전항해 및 정확한 위치 추적이 가능하게

함

-2013년에는 북극 위치추적의 오차 교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알라스카주의 중력데

이터 수집

-2013년에는 북극해 및 북극연안 지도화 결과를 ocean.data.gov 등에 문서화

-2013년에는 북극해 수로위원회가 결정한 바와 같이 전자해도 완성

-2013년에는 원주민 및 관련자들과 협의하여 북극해 및 연안의 측량 우선순위 지정

-2014년에는 완료된 지도를 이용해 환경민감도 색인지도 및 북극 특성화지도를

업데이트

-2015년에는 북극해 대륙붕 외측경계의 과학적 근거 자료 준비 224)

상기한 연방정부 부처별 북극관련 주요 업무는 아래 절에서 각각 소개할 것이다.

<그림 1> 북극 미연방정부, 비연방정부 관할 지역

(자료: ‘Managing for the Future in a Rapidly Changing Arctic-A Report to the

President,'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Coordination of Domestic Energy Dev

elopment and Permitting in Alaska, March 2013, <www.doi.gov>, p. 39.)

22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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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군

북극에서 미해군의 역할은 (1) 타 북극연안국과 협력관계를 조장하고 유지하는

것, (2) 북극환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 (3) 지역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다. 미해군, 연안경비대, 해병대는 2007년 10월 ‘21세기 해군력 강화를 위한 협력 전

략(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power)’을 수립하여 기후변화로 인

한 북극해 환경 변화에 협력하여 대응하도록 하였다.225) 2009년 부시 대통령 정부가

채택한 미국 북극 정책226)에 따르면(참고 1) 국무부, 국토안보부, 국방부는 미국 국

경 방위, 분쟁의 평화적 해결, 항행 관련 북극 연안국과 협력, 북극을 전략적 해상

수송에 사용할 가능성 평가 등과 관련하여 이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227) 2009년 5월

해군 기후변화 Task Force가 구성되어 주로 북극의 기후변화가 해군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하여 조사하였으며,228) 이 TF 팀의 작업 결과 2009년 11월 해군 북극 로드맵

이 승인되었다.

해군 북극 로드맵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간의 북극 정책 및 해군의 해사

전략 이행 계획이며, 이 계획은 과학, 기술 융합 사업계획 등도 포함하고 있다. 로

드맵은 다섯가지 분야로 나뉘어 이행되는데 첫째, 지역 안보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해군 전략, 임무, 계획 수립, 둘째, 해군의 북극활동 경험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북극에서 수행할 임무 파악, 셋째, 무기 기지, 센서 등 해군 투자분야 파악, 넷째 대

외 홍보 활동을 통하여 해군이 북극 안보 및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

킬 것, 다섯째, 북극의 물리적 환경변화에 대한 포괄적 이해 증진 등이 그것이다.229)

로드맵의 이행은 2010년, 2011년-2012년, 2013년-2014년의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제1단계인 2010년 주요 활동내역은 (1) 북극에서의 함대 준비성 평가, 임무수행

요건 평가, (2) 해군전략목적 개발, (3) 동 지역의 이해관계자들과 협력관계 수립 및

제한목표실험(limited objective experiment), (4) USAF의 극지 군사위성통신(MILSA

TCOM) 프로그램의 지속적 모니터링, (5) 유엔해양법협약 가입 주장, (6) 북극에서

전투사령관으로서 권위와 책임을 질 해군 직위 개발, (7) 북극에 적용할 차세대 환

경 예측 능력 연구 및 개발 등이 있다.230) 제2단계인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1)

해군이 북극에서의 활동 수행을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과 관련해 능력근간평가

를 개시, (2) Navy의 2014년 프로그램 목적 각서(Program Objective Memorandum

225) Rear Admiral David W. Titley (et. al), supra note 4, p. 43. ‘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power,’ October 2007, Department of Navy, US Marine Corps, US Coast Guard,

<http://www.navy.mil>.

226) Ibid.
227) Ibid.
228) Ibid.
229) Ibid., pp. 44-45.

230) ‘U.S. Navy Arctic Roadmap,’ Oct 2009, Department of the Navy,<http://www.navy.m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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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FY14) 관련 지원프로그램 신청서에 북극요건을 포함하는 권고안 개발, (3) 2년

마다 ICEX-11, ICEX-13 등 북극 훈련에 지속적으로 참가, (4) 해군의 수색, 구조 경

험 및 능력 배양, 인도적 지원 및 재난대응, 알라스카 민간 당국의 국방 지원능력

배양을 위하여 새로운 협력 관계를 수립하는 등의 활동을 시행하였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제3단계에는 (1) 해군 POM-14 예산에 북극 요건 반영을 시도, (2) 북

극 안전, 안보 및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양자간 활동 개시 등을 달성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2) 상무성 NOAA

NOAA는 북극에서의 어업, 해양포유동물 보호, 수송, 에너지, 기반시설, 광물자원

탐사와 관련한 북극정책 이행에 관여한다. 2010년 기관간 해양정책 TF가 발표한 권

고사항을 근거로 2011년 수립된 NOAA의 북극 전략 목표는 해양 자원의 효과적 관

리와 북극 지역 사회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북극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증진시

키고, 기상 예보 및 예측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세부 목표는 2

015년까지 아래의 6가지를 달성하는 것이다.

① 해빙 예측

NOAA는 안전항해와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일별 또는 십년 주기로 정확하고 정

량적인 해빙 예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빙 분석과 예측, 위성분석, 해빙 두께의 항

공관찰, 위성 이미지 분석, 북극 부표프로그램 지원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231)

기존의 일별, 주별 해빙 모델을 개선시키고, 새로운 계절별 예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32) 최근 NOAA, NSA 외 20개 외국 참가자들과 함께 탐사프로그램(Sea I

ce Outlook)을 시행한 결과 늦봄의 해빙 상태 예측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233)

② 북극 기후 및 생태계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과학 강화

매년 해빙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조사하고 있으나 북극 기후변화 및 경제 개발

이 사회, 생태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형을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NOAA는 기본 생태계 정보 파악하고, 해빙 유실에 대한 생태계 반

응, 북극의 기후 관찰, 수위 정보, 메탄가스 배출 가속화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

기존의 NOAA 북극 변화 조사 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현지 대기 정보 수집, 표류

부이 및 고정 계류장치 수 증가, 실시간 NOAA 위성 이용을 유지하고, 수위정보 및

예보 제공 능력 배양, 영구동토층에서 배출되는 메탄이 기후시스템에 미칠 영향 연

구 등을 다음 5년간 시행할 계획이다.

231) NOAA, 'NOAA's Arctic Vision & Strategy,' supra note 17, p. 7.

232) Ibid., p. 8. 

23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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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상 예보 및 경고 개선

정확한 기상예측과 경보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국가 전체가 기상상황에 적절히 대

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당 정보는 미국 해안경비대 및 알라스카주

국토안보및 비상상황대비국에 주로 보내어 재난대비에 사용될 것이다. 현재 NOAA

는 주로 기상예보, 경보, 기타 열대 대형폭풍, 극지저기압, 폭풍해일, 쓰나미, 폭우,

홍수, 기근, 화산재, 등 재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북극지역의 기상예보

는 중위도 지방에 비하여 정확하지 못하며, 60-72시간 이상의 예보는 정확성이 상당

히 감소하는데 그 이유는 기상학적, 해양학적 모델링을 지원할 관측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234) NOAA는 향후 5년간 새 현지, 항공, 위성 관찰 기술을 도입하여 기존

의 데이터 부족을 해소할 예정이다. NOAA는 관측, 모델링, 기상예측에 대한 수요

를 감안하여 북극 기상, 해빙, 폭풍해일 서비스를 강화하여 해상운송, 광물자원 탐

사, 알라스카 지역 주민을 해일, 범람, 침식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

여 미국기상서비스의 해양기상서비스 인프라를 이용할 것이다.235)

④ 국내 및 국제협력 강화

NOAA의 과학 및 생태계 근간 관리 목표를 보다 신속히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

국제 파트너와 데이터, 관측지 등을 공유하고 협력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현재

NOAA는 러시아,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덴마크와 과학기술협정(Science

& Technology Agreements) 및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기후, 기상, 항공 및 해양 관

측, 기상예보, 생태계 관리, 어업 및 해빙 모니터링 등에 관해 협력하고 있다. 이들

협력을 통해 Summit, Greenland, Tiksi, 러시아 등지의 관측소 이용이 가능하게 되

었다. NOAA는 또한 세계 기상 기구(World Meteological Organization), 국제해사

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inziation) 국제수로기구(International Hydrograp

hic Organization), 북극위원회(the Arctic Council)에 적극 참여하고 전문가들이 워

킹그룹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기여하게 하고 있다.236)

지역, 국제 범위의 기후변화 예측은 국제적 데이터 공유를 통해서 가능하다. 향후

5년간 NOAA는 이를 위해서 국제조력자를 늘이고 양자간 협정을 체결하며, 국제기

구내에서의 국가간 공조를 통하여 북극 보호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다.237) 예를 들어

IMO의 Polar Code 개발, 특별 민감해역(Particularly Sensitive Sea Area) 설립을 지

원하는 것이 그것이다.238) 미국 북극 정책에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방정부 기관간

협력을 강조하였고 관련 기관들을 명시해 두었는데 이에 따라 NOAA는 해당 기관

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239).

234) Ibid., p. 14.

235) Ibid.
236) Ibid., pp.15-16.

237) Ibid., p. 16.

238) Ibid., p. 16.
23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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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북극 해양 및 연안 자원 관리 개선

NOAA는 현재 자원량 평가 및 생태프로세스를 연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보된

데이터는 해빙 유실, 해양산성화, 해수면 온도상승이 어업자원을 포함한 해양자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할 정도의 수준이 되지는 못한다.240) 데이터 수집이 충

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여름 동안의 조사선, 항공기 이용 제한, 자동해상 글

라이더, 수동 수중리코더 등 장비 지원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NOAA는 선박 및 항공기 정비 계획(Fleet ad Aircraft Recapitalization P

lan)을 수립하고 낡은 조사선과 항공기를 대체할 계획이다.241) NOAA의 재정이 제

한되어 있으므로 장비 개선 문제를 단기에 완벽히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NOA

A는 향후 5년간 기존의 관련 프로그램 2개를 확장할 계획인데, 그 계획은 (1) 북베

링해 및 축치해에서의 조사 프로그램인 베링-알류산 연어 국제조사 및 RUSALCA,

(2) NOAA의 해양산성화 프로그램이다.242) 보퍼트해에서의 연구 프로그램 확장 여

부는 2015년-2020년 사이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다.

⑥ 북극 지역사회 및 경제 활성화

항행안전, 신속한 원유유출 대응, 기후변화 적응 전략 개선을 통하여 북극 지역

사회 삶의 질 및 경제 향상을 위하여 NOAA는 수로조사, 해도 작성 등을 실시해

왔고, 원유유출이 있을 때에는 미연안경비대에 과학정보 지원을 제공하고, 자연자원

피해 평가를 실시한다. 비상시에 NOAA는 수색, 구조 위성시스템을 이용하여 북극

방문자 수색 구조를 실시한다.243) 현재 북극에는 지리공간 인프라가 부족하며, 연안

및 수로 데이터는 오래되었으며, 기후 및 예보 지역은 불충분하고, 생태계 기본 상

태 정보는 턱없이 부족하다.

NOAA는 측지 통제와 수위 관련 북극 지리공간체계를 복구하고, 북극 오염 대응

을 위한 과학적 지원을 제공하고, 북극해역 및 해안 조사 및 지도제작을 실시할 예

정이다. 특히 북베링해와 축치해에서의 잠재 항로 조사를 최우선화 할 것이다. 또한

지역,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보건 당국과 협력하여 기후변화가 지역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계획이다.

상기한 포괄적 정책 수립과는 별개로 NOAA는 북극해 어업자원 보호, 어업활동

규제를 위한 법, 정책을 수립해 왔다. 2012년 NOAA는 북극 Ringed Seal(4개 종)을

멸종위기종법(Endangered Species Act)과 해양포유동물 보호법(Marine Mammal Pr

otection Act)의 보호종으로 수록하였다.244) 2009년 북태평양어업위원회는 보퍼트해

와 축치해에서의(<그림> 참고) 어업 관리를 위한 북극어업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동

240) Ibid., p. 17.
241) Ibid.

242) Ibid.
243) Ibid., p. 19.
244) ‘Species Information,' NOAA, <http://www.nmfs.noa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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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8월 17일 상무성의 승인을 받았다. 이 계획에 따라 북극 어업자원 보호를 위하

여 상무성은 북극해에서의 모든 상업적 어획을 금지하였다.245)

<그림> 북극 어업 관리 수역도

<자료: ‘Arctic Fisheries', NOAA, www.noaa.gov.>

(3) 국무부 (대륙붕 경계획정)

국제법에 따른 미국 외측 대륙붕 경계 획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대륙붕

확장 관련 연방기관간 TF (Extended Continental Shelf Interagency Task Force)’가

설립되었다. 이 TF의 의장은 국무부, 부의장은 NOAA와 내무부가 공동으로 맡고 1

0개 기관이 참여하며, 이 TF는 200해리 이원으로 대륙붕을 확장가능한 해역의 조사

를 통해 경계를 결정하는 작업을 지시 및 조정한다.246) 의장, 부의장을 맡는 기관

외에 이 TF에 참여하는 기관은 미국 지리조사국(the U.S. Geological Survey), 미대

통령 행정국(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미합동참모본부(the Joint Chief

s of Staff), 미해군(the U.S. Navy), 미해안경비대(the U.S. Coast Guard), 에너지부(t

he Department of Energy), 미과학재단(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미환경보

호국(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해양에너지 관리 및 집행청(BOEMRE),

245) ‘Fisheries Management Plan for Fish Resources of the Arctic Management Area,' North Pacific 

Fisheries Management Council, August 2009, 

246) ‘About the Extended Continental Shelf Project,’ Extended Continental Shelf Project, 

<http://continentalshelf.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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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탐사일 탐사선(쇄빙선)
수심측량

(km2)

지진 데이터

(linear km)

북극

2013.8.30 USCGC Healy 10,000

2004.10.6 USCGC Healy 20,000

2007.8.16-9.14 USCGC Healy 70,000

2008.8.8-9.5 USCGC Healy 34,600

2008.9.5-10.1 USCGC Healy 29,158

2008.8.21-10.3 CCGS Louis S. St-Laurent 4,217

2009.8.6-9.16 CCGS Louis S. St-Laurent 4,069

2009.8.7-9.15 USCGC Healy 66,135

2010.8.4-9.15 CCGS Louis S. St-Laurent 3,600

2010.8.3-9.4 USCGC Healy 47,663

2011.8.15-9.28 USCGC Healy 58,000

2011.8.18-9.29 CCGS Louis S. St-Laurent 1,437

2012.8.25-9.28
USCGC Healy

(Barrow-Dutch harbor, Alaska)
69,000

북극연구위원회(the Arctic Research Commission) 등이다.247) 대륙붕 외측한계를 결

정하기 위하여 해저의 특성을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이러한 작업은 2003년부터 미연

방정부 관련 기관들이 실시해 오던 것이었다.248)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을 획정할

해역은 대서양 사면, 북극해, 베링해, 괌/북마리아나군도 서쪽 해역, 멕시코만 해역

2군데이다.249) 그 외 대륙붕 확장 가능성이 있는 해역은 알라스카만, 알루샨열도 서

쪽, 북마리아나군도, 하와이 넥커섬(Necker Island), 존스턴 환초(Johnston Atoll), 킹

맨 산호초(Kingman Reef), 팔미라 환초(Palmyra Atoll), 외 서부연안의 세 곳이

다.250)

북극해역에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총 14차례, TF가 설립된 이후는 총 11차례

의 탐사가 진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표>와 같다.

<표> 미국정부 북극해역 탐사현황

<자료: ‘About the Extended Continental Shelf Project,’ Extended Continental S

helf Project, http://continentalshelf.gov.>

2012년도에 TF 관리하의 북극 탐사는 1차례 시행되었으며, 미연안경비대 쇄빙선

USCG Cutter Healy가 알라스카 Barrow에서 Dutch Harbor까지 운항하면서 69,000

km2의 수심측량자료를 수집하였고 18 XCTD (expendable conductivity, temperatur

e, depth), 해수샘플로 4번의 CTD, 9개의 부이, profilers, drifters 설치, 및 5번의 해

247) Ibid.
248) ‘Extended Continental Shelf Project,’ Extended Continental Shelf Project, 

<http://continentalshelf.gov>.

249) ‘About the Extended Continental Shelf Project,’ supra note 74. 

25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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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준설을 실시하였다. 251)

<그림 3> 미국 대륙붕 외측 확장 가능 해역

<자료: U.S. Extended Continental Shelf Project-Establishing the Full Extend of t

he Continental Shelf of the United States,' http://continentalshelf.gov.>

(4) 내무부 (석유 탐사 및 생산)

북극 대륙붕의 경계획정을 위한 과학 탐사는 국무부 위주로 타 관련 부처간 협력

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는 반면, 북극해 석유생산과 관련한 환경오염 방지 대책은

내무부 위주로 정비되고 있는 중이다. 기존의 북극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재정비하

게 된 배경은 2010년 멕시코만 원유굴착선인 Deepwater Horizon의 폭발과 원유 유

출사고였다.252) 이 사고의 배경을 파악하고, 근해 시추로 발생하는 원유유출의 영향

을 감소시킬 안을 개발하기 위하여 동년 미대통령령 제13543호에 따라 BP 심해 수

251) '2012 ECS Arctic Mission,' Extended Continental Shelf Project, <http://continentalshelf.gov>.

252) 'Artic Standards: Recommendations on Oil Spill Prevention, Response, and Safety,' PEW 

Commission, 2013년 9월 23일, <http://www.pewenvironmen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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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원유 유출 및 근해 시추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the BP Deep Water

Horizon Oil Spill and Offshore Drilling)가 설립되었다.253) 2011년 1월 이 위원회가

대통령에 제출한 보고서에 북극해 관련 권고사항 포함되어 있는데 북극해에서 시행

하는 원유 시추는 극도의 주의를 요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1) 이와 관련한 과학적

정보 제공을 위하여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연구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고,

2) 알라스카 오지의 Inupia 에스키모들도 관련 정책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3) 연

방 기관간 연구프로그램을 설립하여 원유유출 오염과 대응을 다루게 하고, 특히 연

안경비대의 북극에서의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자원을 제공하며, 4) 관련 업체는 최

선의 관행과 관련한 국제 기준 개발에 기여하며, 5) 북극 연안국들이 북극해에서의

강력한 국제 원유시추 기준을 개발하게 한다.254)

이 사고 이후 미국을 비롯한 북극연안국들은 동일한 사고가 북극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동 해역 대륙붕에서 시행하는 관련 활동들의 관리규범이 재정비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255) 2012년 해양에너지안전자문위원회(Ocean Energy

Safety Advisory Committee)는 북극해에서 원유유출을 방지하는 상세기준 관련 미

국규범을 현대화할 것을 권고하였고, 2013년 6월부터 내부무는 북극에서의 기술 및

장비기준 개선을 위한 절차에 돌입, 2014년에 새 규칙안을 완성할 계획이다.256) 내

무부의 북극 원유유출 방지 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2013년 PEW Commission은 원

유생산 활동과 관련한 기준을 권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참고 2와 같다.

미 내무부는 정유회사 Shell의 북극 근해(알라스카 근해 축치, 보퍼트해)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프로그램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13년 3월 이에 관한 보고서를 완성

하였다.257) 이 보고서는 Shell사의 해당 프로그램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향후 동 해

역에서 실시될 석유 탐사 및 시추의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도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내무부뿐만 아니라, NOAA의 해면어업부(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NMFS)와 기상부(National Weather Service: NWS), 해안경비대, 미국 어류·

야생생물 보호국(U.S. Fish and Wildlife Service: USFWS) 등이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였다.258)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개시된 Shell사의 북극해 시추 프로그램

시행 도중 배기가스 배출 허가 위반, 굴착선(Kulluk rig), 시추선(Noble Discoverer)

의 관련 규정 위반 등 Shell사가 계약사들 관리를 부실하게 하였다.259) 따라서 이

사업체는 북극에서의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시추를 개시하기 전에 포괄적·통합적

관리계획을 개발하고 제3자가 안전·환경관리 시스템 프로그램 등을 검토하게 할 계

획을 적절히 수립해야만 시추를 개시할 수 있다.260)

253) 'Executive Order 13543--National Commission on the BP Deepwater Horizon Oil Spill and 

Offshore Drilling,' the White House, 2010년 5월 21일, <http://www.whitehouse.gov>.

254) 'Frontier Areas-Arctic,' Oil Spill Commission, <http://www.oscaction.org>.

255) Arctic Standards: Recommendations on Oil Spill Prevention, Response, and Safety,' supra note 80.
256) Ibid.
257) ‘Report to the Secretary of the Interior-Review of Shell's 2012 Alaska Offshore Oil and Gas 

Exploration Program,' Department of the Interior, 2013.3.8, http://www.doi.gov.

258) Ibid., p. 1.

259) Ibid.,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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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알라스카주 및 원주민 지역사회

1958년 제정된 알라스카주법(Alaska Statehood Act of 1958)에 따르면 약 4천2백

만 에이커의 대지 및 해안으로부터 약 3마일의 연안역이 주정부 소유로 되어 있으

며, 연방정부 관할이 아닌 어업 및 야생생물 관리의 권한은 알라스카 주정부가 갖

는다.261) 알라스카 주에는 원주민의 이해관계를 대표하기 위한 여러 원주민 정부 및

단체가 설립되어 있으며, 이들 단체는 주정부 정책결정에 참여하여 이해관계를 반

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지역별, 또는 관련 활동별로 형성되어 있

는데 예를 들어 North Slope Borough 촌락들을 대표하는 단체는 Inupiat Commun

ity of the Arctic Slope이며, 자연자원 이용과 관련한 단체는 Alaska Eskimo Whali

ng Commission, Alaska Beluga Whale Committee, Ice Seal Committee, Eskimo W

alrus Commission, Alaska Nauuq Commission, 등이다.262) 현재 알라스카 지역 원

주민 정부는 26개이며, 사단법인 형태로 3개의 지역원주민 단체, 22개의 촌락원주민

단체가 있다.263)

알라스카 주정부가 북극 관리와 관련하여 갖고 있는 현안들은 ① 높은 실업률, 연

료 및 식료품 가격, ② 최신 통신설비 및 저렴한 에너지 공급 부족, ③ 연방정부 규

제 및 허가 절차의 간소화 필요, ④ 항행, 관광, 조사, 개발 활동을 최적으로 지원하

기 위한 인프라 결여, ⑤ 연안침식 등 기후변화의 영향 등이 있다.264) 원주민들이

전통적으로 축적해온 지식을 정책적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책임있는 자원개발을 통

한 환경보호 등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알라스카 주정부 관계자는 특히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이행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①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보다 효과적인

협업, ② 도관,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시설, 항만 준설, 어업, 수색 및 구조, 해운 인

프라, 쇄빙선, 유류유출 대응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 확대, ③ 알라스카 북극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 ④ 과학조사, 모니터링, 지도제작 강화, ⑤캐나다, 러시아와 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제한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게 함.265)

6. 시사점 및 결론

미국이 2009년 북극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보완하는 2013년 전략을 수립한 주요

배경은 기후변화와 해당 지역에서 미국 및 타국이 수행하는 활동이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안보, 자원이용, 알라스카 연안 지역사회에의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260) Ibid. 
261) ‘Managing for the Future in a Rapidly Changing Arctic-A Report to the President,' supra note 5, p. 

25.

262) Ibid.. p. 26.

263) Ibid.
264) Ibid., p. 25.

265) Ibid.,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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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어업, 대륙붕 경계획정, 해저광물자원, 과학조사 등을 담당하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 지역사회 원주민 단체들이 모두 참여하여 시행하는 이 지역의 통합관리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합관리는 이 지역에 대한 과학조사에서 얻은 정보를

근간으로 해야만 한다는 것은 2009년 정책 및 2013년 전략을 비롯한 연방정부 여러

부처 북극 전략에도 반복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지역 특성상 연구인프라 및 기타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므로 타국의 연구기지, 시

설물을 상호 사용, 지원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도 필수이며, 해빙이 없는 해역이 넓

어짐으로써 동 해역에서의 항행, 자원이용과 관련한 국제규범 설립의 필요성도 가

시화 될 것이다. 미국은 과학조사를 위한 국가간 협력 및 국제해사기구와 같은 기

존의 국제기구 내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이 지역에서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려 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이 채택되어 이행되는 것에는 반대한다

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단 어업과 관련해서는 구속력 있는 조약 수립을 지지

함).

미국의 북극정책 수립 사례를 참고하면 북극 지역 변화의 요인과 영향을 우선 장

기간의 과학조사를 통하여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그러한 조사에 근거하여 이

지역에서의 국가 이해관계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정책 및 국제협력과 관련

한 전략을 수립해야만 기존의 산업육성, 환경보호 등의 중요 국가 정책기조에서 벗

어나지 않으면서 북극지역 이용 국가들의 공통의 이해관계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정

책을 수립,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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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국가안보 대통령령 NSPD-66/

국토방위 대통령령 HSPD-25

I 목적

A. 이 대통령령은 미국 북극지역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을 지시한다. 이 대통령령은

북극 정책과 남극정책에 관한 대통령령/NSC-26(PDD-26)을 대체한다. PDD-26은 남

극정책에 관해서만 유효하다.

B. 미국은 이 대통령령을 미국 헌법 및 법에 의거하여 집행하되, 반드시 미국이 체

결한 조약 및 기타 국제협약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고, 국제해양법협약을 포함한 미

국이 인정하는 국제관습법을 준수한다.

II. 배경

A. 미국은 북극연안국 중 하나로 여러 중대 이익을 이 지역에서 얻고 있다. 이 대

통령령은 다음의 여러 발전 내역들을 반영해야 한다.

1. 국가 안보 및 방위 관련 수정된 새 국가 정책

2. 기후변화가 북극지역 활동에 미치는 영향

3. 북극위원회 설립 및 지속적 업무

4. 북극지역 민감성 및 자원 현황에 대한 관심 증대

III 정책

A. 미국의 정책은 다음을 목표로 한다

1. 북극해 관련 국가안보 및 국토방위 필요성 충족

2. 북극환경을 보호하고 북극 생물자원을 보존

3. 자연자원관리 및 경제개발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해야 함

4. 8개 북극 연안국(미국,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스

웨덴)간의 협력 강화

5. 북극지역 원주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결정시 원주민 참여 보장

6. 지방, 지역 및 국제 환경 문제를 과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사

B. 북극지역에서의 국가안보 및 국토방위

1. 미국은 북극지방과 관련하여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국가안보 관련 이해관계를 갖

고 있으며, 이를 단독 또는 타국가와 협력하여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 상기한 이

해관계에는 미사일 방어 및 조기경보, 전략적 해상수송을 위한 해상 및 항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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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전략적 전쟁 억제력과 해양시위 및 해양안보작전, 그리고 항해 및 영공 통과

비행 자유권 확보가 포함된다.

2. 미국은 테러공격을 막고, 북극지방 내 미국의 테러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

킬 수 있는 범죄 또는 적대적 행위에 대처해야한다.

3. 북극지역은 해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법의 집행은 해양관련

기존 정책의 범위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북극에서의 인간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향

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북극에서의 국익을 수호하고

해군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서의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해야 한다.

4. 미국은 영해에서의 주권,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의 주권적 권리 및 관할

권 및 접속수역에서의 적절한 관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할 것이다.

5. 공해의 자유는 미국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원칙이다. 북서항로는 국제통항 해협이

며, 북극해 항로는 국제해협을 포함하고, 통과통항은 그러한 해협을 항행하는데 적

용된다. 북극해 항해 및 상공비행 관련 권리와 의무를 보존하는 것은 전세계 전략

해협에서의 통항에 대한 권리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6. 이행: 북극에서의 국가안보 및 국토안보와 관련하여 이 정책을 이행하면서 국무

부, 국방부 및 국토안보부 장관들 외 관련 행정각부 및 집행기관장들은 협력하여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a. 북극지역의 미 영공, 영토 및 영해 경계수호를 위해서 필요한 국가역량과 국방력

을 더 향상시킨다.

b. 해양에서의 상업적 활동 수행, 주요 인프라 및 자원 수호를 위해 북극해 관련 사

안에 대한 인식을 고취

c. 북극 전역의 미군용선, 군용기, 민간선박과 민항기의 수송력을 보전한다.

d. 미국의 국익수호를 위하여 북극해에서의 자주적 해상력 유지

C. 국제관리

1. 미국은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국제해사기구(IMO), 야생동물 보존 및 관리

기구, 및 기타 관련 기구와 같이 다양한 국제회의 및 기구에 참여하고 양자간 협력

을 통하여 북극해에서의 국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북극은 지속적으로 변화

하고 있으며, 이 지역내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미국은 타국과 협력하여 이러

한 추세에 부응하는 새로운 협약 설립 또는 기존협약을 개선해야 한다.

2. 북극이사회는 환경보호와 지속적 개발의 규범과 관련하여 미국에 긍정적 결과를

생산하고 있다. 북극이사회의 부속기구들은 여러 미정부기관들의 지원을 통해 다양

한 주제의 사업들을 개발하고 수행해 왔다. 북극이사회는 또한 북극 원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상호교류의 장을 제공한다. 미국의 입장은 북극이사회가 현 관할사안

에 중점을 둔, 수준 높으 회의로 남고, 기여가 요구되는 정부간 기구로 변형되지 않

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미국은 북극이사회 조직구조의 개선, 예를 들면 이사회의 업

무를 확실히 제고하면서도 위원회의 일반적인 권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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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부속기구를 통합하거나 운영방법에 대한 변화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3. 북극해의 지정학적 환경은 남극지역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따라서 북극조약은 남

극조약과 달리 포괄적일 필요가 없다.

4. 미 상원은 북극과 관련된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유엔해양법

협약에 미국이 가입하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협약에 가입하는 것은

전세계 해군수송력을 포함한 미 국가안보 관련 이해관계에 부합한다. 이 협약에 가

입함으로써 중요 자연자원을 포함하는 광대해역에 대한 미국의 주권적 권리를 보장

해 줄 것이다. 승인을 통하여 또한 미국의 해양환경 보호 관련 이해관계를 증진시

켜 줄 것이다. 이 협약에 가입해야만 중요 이해관계에 대해 미국의 권한과 이익을

주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5. 이행: 국제적 관리와 관련된 이 정책을 시행할 때에 국무부 장관은 관련 행정부

서 및 집행기관 장들과 협력하여 다음을 해야 한다:

a. 북극 사안과 관련하여 유엔, 유엔산하 기관, 그리고 여러 관련 국제조약 (유엔기

후변화협,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국제무역 협약, 국제광범위대기오염협약, 오존층

고갈물질 몬트리얼 의정서)을 통하여 타국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한다.

b. 북극지역의 항행, 지역개발 및 생계유지, 해양생물자원 남획, 에너지 및 그 외 자

원개발, 및 관광과 같은 인간활동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

여 신조약을 체결하거나 기존의 협약을 강화.

c. 북극이사회 관할하의 사안을 과학적 검토를 통해 도출한 정책권고안은 면밀히

검토하고, 모든 북극연안국 정부들이 이러한 정책 권고안들을 검토하도록 한다.

D. 외측 대륙붕 및 경계획정 문제

1. 석유, 천연가스, 메탄 하이드레이트, 광물, 해양생물종 등의 자원에 대해 미국 관

할권 행사 범위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북극 해저 및 하층토의 관할 범위를 규정해야

만 한다.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들에 허락된 절차에 따라 외측 대륙붕을 지정하는

것이 이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와 법적 확신 모두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2. 미국과 캐나다간의 보퍼트해 경계선은 여전히 미해결이다. 이 지역 경계획정에

대해 미국은 등거리 원칙을 적용하길 원한다. 미국은 이 경계 해역에 석유, 천연가

스 및 그 외 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보고 있다.

3. 미국과 러시아는 해양경계 조약을 1990년에 체결하였지만 발효는 아직 되지 않

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가 비준하여 이 조약이 발효하는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

4. 외측 대륙붕 경계와 관련하여 이 정책을 이행하는 중에 국무부는 타 관련 행정

부 및 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a. 국제법에 따라 북극 및 기타 지역의 미국의 외측대륙붕 경계 획정에 필요한 모

든 지원을 해야 한다.

b. 외측 대륙붕 경계를 결정하는 과정에 어떻게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할 것인

지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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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러시아가 1990년 미국과의 해양경계협정을 비준하도록 촉구한다.

E. 국제과학협력 증지

1. 북극지역에서의 미국 이익 증진을 위하여 과학조사는 필수이다. 북극지역에 대한

미국의 조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북극해 및 북극해 인접 육상에 접근

이 용이해야 하며, 연구 시설 사용을 공유하고, 표본, 데이터 및 분석을 시의적절하

게 교환할 국제협력 메카니즘이 필요하다. 러시아 연구 시설 사용과 같이 러시아와

협력 증진은 특히나 중요하다.

2. 미국은 일반적인 북극지역에 대한 이해 및 잠재적인 북극 변화에 대한 협력 연

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타 국가와의 연구시설 공유를 증진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노르딕위원회 (Nordic Council), 유럽극지컨소시엄(Europe Polar Consortium) 등의

기구들과 개별 국가들과도 협력할 수 있다.

3. 지역근간의 정확한 미래환경 및 기후변화 예측, 실사용자에 거의 실시간 정보제

공을 위해서는 북극지역 전역의 고기후 데이터 및 관측 데이터를 포함한 정확한 데

이터 취득, 분석, 배포가 필요하다. 미국은 정부 기관, 학계, 북극 주민간의 협력 관

계 구축을 통해 북극 관측망 설립을 포함한 북극지역 환경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인

프라 구측에 상단한 투자를 해왔다. 미래에 예측되는 영향과 제안된 대응전략을 평

가하는 기반이 될 과학적 이해를 한층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미국은 북극연안국들

이 앞서 언급된 노력에 적극 동참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4. 가까운 장래에 해빙으로 엎일 해역과 계절별로 해빙이 없어질 해역을 포함한 북

극해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미국 연구 시설은 북극관측네트워크 설립을 통하여 타

국의 연구시설과 협력해야 한다. 모든 북극연안국들은 지구관측그룹(Group on

Earth Observation)파트너쉽의 회원국이며 이 파트너쉽은 북극지역의 환경관측에

대한 국제적 접근을 조직하기 위한 체제이다. 미국은 학계 및 연구기관이 북극연구

증진 및 수행에 있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5. 이행: 연구의 국제협력 증진과 관련하여 이 정책을 이행할 때에 국무부, 내무부,

상무성 및 미국과학재단 단장은 관련 행정부처 및 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

이 해야 한다:

a. 북극 전역에서 행되는 연구에 지속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할 것

b. 양자간 다자간 협약을 이용하여 과학작들이 북극지역에 온전히 합법적으로 출입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c. 기타 관련 국가들과 포괄적으로 협력하면서 효과적인 북극관측네트워크 수립에

노력

d. 과학조사 기회를 공유하고 북극 연구프로그램간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북극

연안국들으니 과학부장관 회의 및 연구위원회장단 정례회의를 추진

e. 이 대통령령과 직접 연관된 연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관간 북극연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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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gency Arctic Research Policy Committee: IARPC)와 협력

f. 학계 및 연구기관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타국과 이들 기관과의 관계 강화

F. 북극지역의 해상수송

1. 미국은 북극지역 해상수송 관련 우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a. 안전, 안보 및 신뢰할 수 있는 항행 조장

b. 해상업 보호

c. 환경 보호

2. 북극지역 해상업의 안전, 안보, 친환경성을 위하여 선작활동, 수색 및 구조능력,

장단거리 항해 지원, 고위험 지역의 해상교통관제, 빙산주의 에보 및 그 외 해빙 관

련 정보 제공,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선적기준 및 방안 지원 인프라 구축을 최우선

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북극지역에서의 효과적 수색 및 구조를 위해서는 지역, 국

가, 연방정부, 부족, 상업계, 다국간 과학적 자발적 협력이 필요하다.

3. 미국은 북극에서의 해상운송 안전과 안보 제고,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기존 방안

및 새 방안 개발을 위하여 국제해사기구와 협력해야 한다. 이들 조치에는 북극해에

통항분리제도, 선박교통관제 체제, 선박 항로제도, 선위 통보제도 실시 및 북극 결

빙지역 운항 선박 안내서 업데이트 또는 보강, 무역선적을 위한 수중 소음기준, 선

적 보험, 석유 및 기타 오염물질에 의한 오염 대응 협약과 환경기준 검토가 포함된

다.

4. 이행: 북극지역에서 해상수송과 관련하여 이 정책을 이행하는 때에 국무부, 국방

부, 운송부, 상무성, 국토안보부 등은 기타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다음을 해야 한다:

a. 북극지역에 운항하는 선박 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타국과 협

력하여 추가 조치 지정

b. 이 지역의 인간활동 수준에 맞추어 북극 환경의 위험성을 알릴 수 있는 위험근

간 능력 수립. 이를 통하여 오염방지 및 대응기준 작업 개선, 항공기 및 쇄빙능력을

포함하는 기지 보급지원 요건 결정, 수색 및 구조 계획 및 협력협약 개선.

c.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선박교통감시, 노선, 안전항해기준, 설립, 정확하고 표준화

된 해도,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환경 및 항행정보 등 북극 수로관리 제도 개발

d. 전략적 해상수송, 인도주의적 원조, 재난구호를 위하여 북극 전역에 접근성 활용

가능성 평가

G. 에너지 등 경제 사안

1.북극지역에서의 지속적 개발을 시도할 때는 특별한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미국

이 경제 및 에너지 안보를 증진시키고자 할 때 이해당사자들의 협조가 중요 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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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요소가 될 것이다. 기후 변화 및 기타 요소들은 북극 지역 주민 특히 원주민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미국은 북극지역사회의 취약성을 감안할 때 이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있다.

2. 전세계 미지의 에너지 자원 중 상당량이 북극에 매장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지역에서의 에너지 개발은 세계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데 중요할 것이다. 미

국은 원주민, 지역사회 및 투명한 개방시장원칙을 고려하여 환경 친화적인 북극지

역 에너지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대륙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북

극연안국들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여 북극환경을 보호함과 동시에 에너지 및

그 외 천연자원의 이용 및 개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3. 미국은 북극이사회, 국제규제기관포럼(International Regulators Forum) 및 국제표

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와 같은 기존 기구들의 중요성

을 인식하고 있다.

4. 이행: 이 정책을 에너지 및 경제 사안과 관련하여 이행할 때에 국무부, 내무부,

상무성, 에너지부는 기타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이 해야 한

다:

a. 북극지역의 경제적 기회를 유지 및 증진시키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하여 취락지역, 원주민 공동체, 생계유지 기회, 공공시

설, 인프라,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 대체 에너지 개발 기회, 삼림, 문화

유적지 및 기타 해양생물자원 및 북극 사회경제 요소 파악 및 평가를 실시.

b. 북극지역 연안국들과 협력하여 최선의 관행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표준 및

2006년 G8 글로벌 에너지 안보 원칙(2006 Group of Eight (G-8) Global Energy

Security Principles)에 근거하여 북극의 탄화수소 및 기타 개발을 시행.

c. 북극지역 연안국들과 협력하여 시추작업, 시설 및 환경자료 공유, 영향평가, 상호

호환 가능 감시프로그램 및 공유 가능 자원 매장지 관리 등 탐사, 생산, 환경 및 사

회경제적 영향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

d. 경계가 맞물리는 해역에 위치한 탄화수소 매장지 개발로 인한 환경적 경제적 악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의 이익을 보호.

e. 메탄 하이드레이트 문제, 노스슬로프 수문학 및 기타 사안에 대한 국제협력 기회

모색.

f. 탄화수소 리스, 탐사, 개발, 생산, 수송 및 인프라 프로젝트와 같이 지원 활동 공

유와 관련한 결정을 제공할 추가 회의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검토.

g. 가장 잘 알려진 북극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이 미국 관할권 밖에 있음을 인삭함

과 더불어 공동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북극지역에서 활동중인 국가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조.

E. 환경보호와 자연자원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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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극환경은 유일무이 하며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인간활동이 증가하면서 이

지역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요인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로 인해 북

극 지역사회와 생태계에 잠재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2. 연구가 확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북극환경에 대한 이해는 미흡한 실정이

다. 해빙과 빙하의 축소는 진행중이며, 연구동토층은 사라지고 있고, 연안은 침식

되고 있다. 북극에 유입되는 오염원은 이 지역을 오염시키고 있다. 그러나 기초

데이터는 많은 분야에서 부족하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인간활동의 증

가로 인한 영향은 매우 불분명하다. 정확한 과학 및 사회경제학적 정보에 근거한

정책 결정이 시급하며, 최우선적으로 북극 환경연구, 감시 및 취약성 평가가 필

요하겠다. 예를 들어 북극 천연자원을 장기적으로 관리하고 천연자원 사용형태의

변화가 가져올 사회경제학적 영향을 다루기 위해 세계 기후의 취약성과 북극생

태계의 변화가 가져올 잠재적인 결과를 이해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3. 기존 데이터 한계를 고려하면 미국의 북극환경 보호 노력과 자연자원 보존 노력

은 반드시 위험기반이어야 하며 최선의 이용가능 정보를 근거로 진행되어야 한

다.

4. 미국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1995년 공해어족 보존 관리 관련 이행협정 및

기타 유사협정을 북극지역에 적용하는 것을 지지한다. 미국은 파괴적인 어업관행

으로부터 북극해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을 지지하며, 북극 해양생물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집행력을 제공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5. 북극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해빙과 토양에 포함되어 있었던 오염물질들이 공기,

해수 및 토지에 배출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북극에서의 인간활동이 증가하는 것

을 감안할 때 지속적 오염원 및 대기 오염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6. 이행: 이 정책을 환경보호 및 자연자원 보호와 관련하여 이행할 때에 국무부, 내

무부, 상무성, 국토방위부 및 환경보호국과 기타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장은 다음

과 같이 해야 한다:

a. 외국과 협력하여 오염원 증가 및 기타 환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

b. 일부 북극 종들의 변화 범위와 분포를 고려하고 이 종들을 보존, 보호 그리고 지

속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모색하고, 해양생물자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집행기구를

두도록 한다. 미국 관할권 내외 지역에 분포하는 종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타

국가들과 협력하여 효과적인 보존관리를 보장한다.

c. 미래 북극어업을 관리할 국제협약 및 기구들을 고려하여 북극지역에서 변화와

확대 중인 어업에 대한 관리 방안을 강구한다.

d. 북극지방 해양생태계근간 관리를 추구한다.

e.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오염물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 정보를 보강하기 위

해 노력을 심화하고, 북극지방에 주요 오염물질의 유입을 줄일 수 있도록 다른 국

가들과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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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자원 및 자산

A. 기 설명된 많은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원 및 자산이 필요하다. 상기

한 정책은 반드시 정부기관 또는 그 기관장과 관련한 법과 주어진 관한내에서 이행

해야 하며, 승인을 받아 이행되어야 한다. 북극지방 관련 부처의 장들은 이 정책의

이행을 위해 미래예산, 행정, 인사 또는 입법 제안 등의 제반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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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계절별 시추제한

Ÿ 북극 근해 탄화수소 매장구역에서는 굴착선과 유류유출 대응 관련 시스템이 작동가

능한 시기에 한하여 굴착을 시행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Ÿ 보퍼트해 외측 대륙붕의 연해에서는 겨울에 탐사용 유정을 굴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굴착을 탄화수소 매장지에서 시행하는 것은 해빙이 단단히 형성된 경우에

만 허가될 수 있다.

북극 굴착 설계 및 시행기준

북극 외측 대륙붕 굴착선 시행 기준

Ÿ 북극 외측대륙붕의 석유·천연가스 생산자는 Polar Class의 굴착선을 사용해야만 한다.

Ÿ 굴착선은 인가받은 선급사로부터 받은 시행기간 동안 해당 해역에서 지정된 시기에

허가받은 활동을 하는 것과 관련된 유효한 인증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9

Ÿ 각각의 굴착선을 검색하고 인증할 때에는 독립 외부 전문가에 의뢰해야 한다.

북극 외측 대륙붕 폭파방지 기준

Ÿ 북극 폭파방지 시스템은 최초 사용이전에 그리고 중요 수리 이후에 독립된 외부 전

문가가 검색하고 인증해야 한다. 재인증은 매5년마다 실시한다.

Ÿ 추가 폭파방지 시스템을 탑재하여 상시로 폭파방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

다.

북극 유전 시멘트

Ÿ 북극의 동토층과 메탄가스 하이드레이트를 고려하여 시멘트 구조물을 건조해야 한

Ÿ 모든 북극의 외측 대륙붕 유정이 적절하게 시멘트로 지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멘트 평가 도구, 시멘트 접합 로그 등을 사용해야 한다.

북극 시설 설계 및 활용

북극 외측 대륙붕 생산 시설 및 수송 기준

Ÿ 모든 북극 근해 생산 시설물은 bottom-founded 설계 또는 자갈섬에 축조되어야 한

다. 그러한 시설물은 북극 공학 관행에 따라 설치되고, 북극의 기온, 바람, 파도 등에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Ÿ 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는 경우는 석유를 근해 시설에서 시장으로 운반할 때에는 도

관을 사용해야만 한다. 특히 원유는 원유 운반선으로 수송할 수 없다.

근해 외측 대륙붕 도관 사용 기준

Ÿ 도관은 해저 빙쇄굴 및 빙세굴 깊이 아래에 설치해야만 한다. 또한 동토층 해동의 영

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참고 2] PEW Commission의 원유 유출 방지 기준 권고안



- 112 -

도관주변의 동토 해동에 대비

Ÿ 도관은 이중 또는 다중이어야 하며 도관내에 도관이 들어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Ÿ 유출 감지 시스템은 두 개를 설치해야 한다.

도관 편향

Ÿ 석유가 유출되는 경우 근해 시설 또는 연안 저장소로 도관을 철수 시킬 수 있도록

탱크 및 펌프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Ÿ 북극 저장소에는 강력한 검색, 모니터링, 수리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한다.

도관

Ÿ 도관은 부식방지 방식으로 설계·사용되어야 하며 부식감지 설비, 도관유지 설비 설치

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Ÿ 북극 저장소에는 강력한 검색, 모니터링, 수리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한다.

북극 외측대륙붕 저장소 사용 기준

Ÿ 북극 저장소는 이중벽과 바닥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부식방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

Ÿ 북극 저장소에는 강력한 검색, 모니터링, 수리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한다.

Ÿ 북극 저장소의 이중바닥 사이에는 유출 감지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이 시스템에는

자동 시청각 알람장치와 자동 수위미달 알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Ÿ 각 저장소는 도관으로 하나 이상의 저장소와 연결되어 유출시에 유출되는 원유를 연

결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

북극 선박과 물류 지원

Ÿ 선박은 IMO의 극지 선박운영 지침에 부합해야 한다.

Ÿ 모든 연료는 이중선체 선박으로 운송해야 하며 잠재적인 충돌 또는 좌초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인선의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Ÿ 각 선박은 기술선급 또는 허가받은 전문 기술 검색 또는 허가사의 외부 전문가가

검사하여 북극에서의 항행이 적합한지를 판단하게 해야한다. 그러한 검색시 선박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할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Ÿ 굴착선과 기타 설비가 안전하게 예인되고 겨울동안 보관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을

남겨두고 굴착을 종료해야 한다.

Ÿ 굴착선 예인 계획은 최악의 기상상황을 염두에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Ÿ 북극을 항행하는 선박에는 주정부의 면허를 받은 항해사가 승선해 있어야 한다.

북극 오염방지 실시 기준

북극 외측대륙붕 중요활동 단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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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기상, 물류 문제 또는 유류유출 방제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의 기타 이유로 북극

탐사 또는 생산이 중단되어야 하는 경우의 상세기준을 지정

Ÿ 모든 북극 탐사, 개발, 생산활동에 대한 인력, 설비 한계 검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활

동해역별 통계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Ÿ 모니터링 프로그램 시행을 통하여 기온, 시야, 풍속, 파고를 매시간 측정하고 적어도

48시간 전에 그러한 조건들에 대한 예측치를 제공하여 적절한 조치를 사전에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극 외측대륙붕 탐사 및 생산 전문성, 경험, 능력, 자격

Ÿ 내무부는 북극 외측대륙붕 탐사 및 생산 전문성 및 경험, 능력, 자격요건을 지정해야

한다.

Ÿ 내무부는 석유 및 천연가스 시추사가 그러한 활동의 승인 이전에 탐사계획 또는 개

발 및 생산계획 상에 각각의 북극 탐사 및 생산 전문성, 경험, 능력 등을 기재하고

증명하게 해야한다.

북극 대기오염 방지 관리

Ÿ 내무부는 대기오염 영향평가 및 관리 기술요건을 EPA의 요건과 유사하게 엄격하게

책정해야 한다.

Ÿ 내무부는 각 외측대륙붕 탐사, 개발 및 생산계획상에 시추설비, 생산설비 및 지원선

의 배기가스 배출의 공동 관리 계획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Ÿ 내무부는 중요 오염원 관리에 근대적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북극 오염: 시추니(drilling mud) 시추시료(drill cutting), 폐수, 분뇨 기타 산업폐기물 등

의 제로화

Ÿ 내무부는 기존의 오염방지 규칙을 개정하여 시추니, 시추시료, 폐수 및 분뇨의 축치

해 및 보퍼트해 배출을 금지해야 한다.

Ÿ 내무부는 석유 및 천연가스 시추사가 폐기물을 회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생태영향이 가장 적은 방법으로 화학물질을 선택하였음을 증명할 독성물질 데

이터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북극 원유유출 대응 계획 기준

북극 유류유출 궤적분석 및 지도화 기준

Ÿ 유류유출 궤적은 유출된 원유 회수를 위한 여러 시나리오 (무대응 포함) 별로 유류가

도달할 수 있는 전범위를 반영해야 한다.

Ÿ 유류유출 궤적은 지난 10년 또는 가능한 경우 20년간 기상 데이터를 근거로 잠재적

북극 기상상황의 가능 범위를 검토해야 한다.

Ÿ 유류유출 궤적은 기상상황으로 유출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할 경우 유출된 원유가 이

동하는 경로를 보여주는 궤적 시나리오도 포함해야 한다.

Ÿ 유류유출 궤적은 NOAA가 승인한 해빙이 존재하는 해역에서의 표층 및 하부 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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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모델링 능력이 있는 유출 궤적 컴퓨터 모델을 사용해야 한다.

북극 유출유출 회수 계산 및 최소 장비 요건

Ÿ 내무부는 굴착업체가 북극유류유출 발생율 모델을 개발하여 해빙 또는 기상악화시

또는 물류제한 상황 등을 고려하게 하고, 기술 및 현지의 연소 원유 제거 능력을 검

토해야 한다.

Ÿ 원유 유출 회수 계산 및 최소 장비 요건은 북극 유출 발생율 모델링을 근거로 해야

하며 전체 유출 시스템의 효율성도 검토되어야 한다.

북극 유전 폭발 원인 관리

북극 유전 덮개 및 보관 시스템 시행 기준

Ÿ 북극 유전 덮기 및 보관 시스템은 유정을 완벽하게 봉인하지 못하는 경우 유정 상부

를 덮을 수 있는 돔 등의 덮개탑을 포함해야 한다.

Ÿ 유류유출 대응 계획에는 북극 유정이 폭발하는 경우 유정 덮개 및 보관 시스템이 어

떻게 원유를 보호하고 보관할지에 관한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Ÿ 시추 전에 덮기 및 보관 시스템을 북극에서 물리적으로 테스트해야 한다.

Ÿ 덮개 및 보관 시스템은 최소한 가스하이드레이트 형성이 예방되도록 설계되어야 하

며, 최소한 유정으로부터의 최대 예상 압력의 125%까지 안전하도록 건축되어야 한다.

Ÿ 덮개 및 보관 시스템은 시추기간 동안 유정 폭발을 통제할 수 있수 있어야 하며, 기

상상황이 극도록 나빠질 때에서 현지에 배치될 수 있어야 한다.

북극 구제 유정선 시행 기준

Ÿ 구제 유정선은 두번째 시추선으로 북극에 위치해 있어야 하고 유정 폭발이 발생하는

경우 활동을 중단하고 구제유정 지원을 해야 한다.

Ÿ 구제유정선은 해당 유정선이 또 다른 유정을 시추하지 않는 경우 24시간내에 도착하

도록 하고, 또 다른 유정을 시추하는 경우에는 구제 유정 서비스를 개시하기 전에 해

당 유정을 중단하고 48이내에 도착하도록 해야 한다.

Ÿ 구제 유정선은 Polar Class에 적합하고 본선보다 강력하며, 북극에서 시추 허가 받은

마지막 날 이후 60일 이상 추가로 체류할 수 있어야 한다.

Ÿ 구제 유정선은 북극에서 사용가능하게 특화된 설비를 갖추고 북극에서의 시추 경험

이 있거나 그렇게 교육받은 직원을 승선시켜야 한다.

북극 비상시 유정 통제 계획

Ÿ 유류유출 대응 계획에는 북극 비상시 유정통제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이 계획은 본

선과 보조 구제유정선, 유정 덮개 및 보관설비에 적용될 유류유출 통제 조치를 포함

해야 한다.

Ÿ 북극 비상시 유정 통제 계획은 유정 비상상황 중단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기 위한 계

획, 준비하는 내용, 통제조치의 성공적 이행에 필요한 시간, 위해성 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Ÿ 두 개의 대체 구제 유정의 위치는 비상시에 대응 시간 절약을 위하여 완벽히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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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되어 본 유정에서의 활동 개시 이전에 이들 유정이 비상 대응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북극 유정 관리 전문가 계약

Ÿ 유류유출 대응 계획 신청시 북극 유정 관리 전문가와의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

다. 이 계약서로 전문가와 전체 시추기간동안 계약하였음을 증명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 계약서상에 명시된 계약 기간동안만 시추가 허가 된다.

Ÿ 북극 유정관리 전문가는 유정 시추가 개시되는 때로부터 해당 유정이 폐기되는 때까

지 시추선상에 머물러야 한다.

북극 유류유출 대응 설비 및 인력

북극 유류유출 대응을 위한 Polar Class 지원선 요건

Ÿ 석유 천연가스 생산자는 연해 및 연안의 유류유출 대응에 사용될 충분한 척수의

Polar Class 또는 동등한 급의 선박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Ÿ 내무부는 연안경비대 등과 상의하여 그러한 선박의 척수 및 종류를 결정해야 한다.

북극 기계 대응 설비 및 교육 기준

Ÿ 북극 기계 대응 설비 및 교육 기준은 유류유출에 현지 대응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

출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Ÿ 직원은 북극 기계 대응 및 배치 활동에 대한 교육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선

박의 선장은 북극을 항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북극 유류유출 방제 기구 기준

Ÿ 북극 외측 대륙붕에서 유류유출 방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는 Polar Class 선박,

북극 등급 스키머, 연소설비를 포함하는 연해, 심해에서 활동 가능한 북극 전용 설비

를 갖추어야 한다.

Ÿ 직원은 기계적 대응 도구 및 연소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한자, 북극에

서의 활동 경험이 있고, 안전 기준을 숙지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북극 회수 유류 보관 기준

Ÿ 내무부는 생산자가 유류유출 대응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현지 회수유류 보

관 및 펌핑 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Ÿ 내무부는 유출된 석유에 포함된 해수, 스키밍 과정에 유입된 해수, 기상으로 인한 지

연 등을 고려한 기준을 요구해야 한다.

Ÿ 북극 저장 시스템은 원유와 해수를 분리하고 해수만 따로 배출하는 시스템을 구비해

야 한다.

북극 유류유출 대응 설비 시험 및 증명

시추 전에 유출 대응 전략을 증명하기 위한 북극 근해 현장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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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내무부는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자에 시추개시 전에 현장 테스트를 실시하여 북극

유류유출 대응 기술, 설비 및 방법이 효율적이며 북극에서 사용하기에 최선의 기술임

을 증명하기 위한 현장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게 해야 한다.

Ÿ 내무부는 어떤 생산자 또는 유류유출 대응 기관이 성공적으로 전략을 테스트하였는

지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승인된 북극 유류유출 대응 전략을 보관한다.

북극의 특화된 경제, 문화 또는 환경 중요성을 보호

Ÿ 내무부는 각 유류유출 대응 계획에 북극만의 특별한 경제, 문화, 또는 환경 특성이

반영되어 이러한 특성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전략을 수립하게 하고, 실제 시추활동

개시전에 현장 테스트를 통하여 그러한 전략이 효과적임을 증명하게 해야한다.

Ÿ 북극 지역 사회는 특히 유류유출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해역을 지

정하는데 큰 역할을 해야 한다.

Ÿ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자는 생산지 근처에 해당 전략을 수행하는데 사용할 적절한

대응설비 및 인력을 대기시켜 두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북극 굴착 계획 및 시행에의 공공 참여 및 투명성

북극 유류유출 대응 계획의 검토

Ÿ 내무부는 각 시추활동을 승인하기 전 북극 외측대륙붕 유류유출 대응계획을 검토할

60일간의 기한을 두어야 한다.

Ÿ 해당 유류유출 대응 계획에 대한 코멘트는 내무부 관련 문서에 적절히 분석되어 기

재되어야 한다.

북극 탐사 및 생산 시설 검색 기록 공개

Ÿ 내무부는 북극 외측 대륙붕 석유 및 천연가스 활동 관련 준수 및 집행 데이터를 인

터넷을 통하여 적시에 민간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할 내용은 관련 서한, 허가, 테스트

및 검색 결과, 준수 및 집행 데이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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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공법 98-373

1984년 7월 31일; 1990 11월 16일 공법 101-609로 개정됨

법률

국가핵심소재심의회,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국가소재정책(national material policy)

수립, 첨단소재연구 및 기술에 대한 연방정부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해당정책수행에

필수적인 프로그램, 기존소재산업의 혁신 또는 기타 목적 등을 위해 북극에 대한

국가적 연구수요와 목적을 처리할 종합적인 국가전략을 위해 규정되었다.

의회에 소집된 미합중국 상원 및 하원에 의해 다음과 같이 법률로 제정 :

주제 1 - 북극 연구 및 정책 법률

약제

제101항

본 표제는 “북극 연구 및 정책법(1984), 개정안”으로 인용될 수 있다.

제102항 - 결과 및 목적

(a) 의회는 다음같이 선언 한다-

(1) 북극, 내륙 및 연안은 해외 석유 의존도를 경감시키고 국제수지를 호전시

킬

중요한 에너지 자원을 포함하고 있다;

(2) 소련과 대치하고 있는 유일한 국경지대이므로 북극은 국가 방어에 핵심적

이다;

(3) 북극의 재생 가능한 자원, 특히 어류 및 기타 수산식품은 국가의 최대 상업

자산 중 하나이다;

(4) 북극의 환경은 직접적으로 지구 기후에 영향을 미치며 미국 전역에 걸쳐 농업

관리 개선을 위해 반드시 이 지역의 환경변화는 파악되어야 한다;

(5) 극지 대기에서 포집되는 북극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은 산업공해는 잠재적으로

지구 기후 패턴을 방해할 수 있고, 국제 협의 및 회담을 통해 통제되어야 한다;

(6) 북극은 극한의 추위와 고립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인 인체의 건강과 적응능

력을 연구할 수 있는 천연의 실험장이고, 미래 안보에 필요할 필수 정보를 제공 한

다;

(7) 독특한 북극의 대기 조건은 미래 안보에 핵심이 될 수 있는 고위도 통신을 연

구하기에 좋은 유일한 실험장이다;

(8) 북극 해양 기술은 비용 절감 및 에너지 자원 운송, 그리고 국가 방어에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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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다.

(9) 미국은 북극의 해빙 지역을 효율적으로 운항 가능한 쇄빙선단의 개발 및 유지

에 안보, 경제 및 환경적 이해관계를 가진다;

(10) 대부분의 북극 연안국가들, 특히 소련은 현재 미국이 보유한 것 보다 훨씬

월등한 북극 탐사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다;

(11) 연방정부의 북극 연구는 현재 개별적으로 진행되며 통합되고 있지 않다. 이

는 특정 지역 연구 결여 또는 연구의 불필요한 중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12) 운송 협력 개선 및 북극 연구 지원, 그리고 연구 자료 및 정보의 보급 개선

은 미국 북극 연구의 효율 및 효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필수적이다;

(13) 현재 도외시된 북극에 대한 과학 연구 추진 및 기금 충당을 위한 종합적인

국가 전략 및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북극 연구에 대한 국가 목표를 이행

하는데 필수적이다;

(14) 연방 정부는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북극의 생물학, 소재, 지구물

리학, 사회 및 행동현상과 연관된 기초 자료의 수집 및 정의에 집중 한다;

(15) 북극 개발에 따른 장기적인 보건, 환경 및 사회효과 연구는 개발되는 토지와

그 거주민들의 부정적인 결과를 경감시키기 위해 필수적이다;

(16) 북극 거주자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북극 연안국가들 간의 공조 기회를 증대

시키며, 북극에 대한 국가정책 입안을 용이하게 하는 등, 북극 연구는 북극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킨다; 그리고

(17) 알래스카 북극지역은 국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뿐만 아니라 북극 원주민들

에게 필수적인 해양포유동물, 철새 및 기타 야생동물의 필수 서식지를 제공한다.

본 표제의 목적은-

(1) 국가 전략, 우선순위 및 목표를 제정하며 천연 자원과 소재, 물리, 생물학 및

보건학과 사회 및 행동과학을 포함한 북극과 관련된 기초 및 응용 과학 연구 연방

프로그램 계획을 제공;

(2) 북극 연구를 실행하고 북극연구정책을 권고하는 북극연구위원회의 설립;

(3) 국가과학재단을 북극 연구 정책 시행의 주관기관으로 임명;

(4) 국가 북극 연구 정책과 정책 구현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울 부처간 북극 연

구 정책 위원회를 설립;

제103항 - 북극연구위원회

(a) 대통령은 북극연구위원회를 설립한다(이하 ‘위원회’로 표기)

(b)

(1) 위원회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7인과 의결권을 지니지 않은 당연직위원인 국

가과학재단장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위원들은 아래 사항에 해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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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A) 학계 내에서 혹은 물리학, 생물학, 보건학, 환경학, 사회학 그리고 행동과학을

포함하여 북극 관련 연구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연구기관을 포함한 기타 연구 기

관으로부터 임명 받은 4명의 위원들 ;

(B) 북극 거주자들의 요구사항과 이익을 대변하고, 북극자원개발의 직접적인 영향

을 받는 북극 토착 거주자들 중 임명 받은 1명의 위원 ; 그리고

(C) 북극자원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요구사항과 이익을 대변할 수 있

으며 북극에 대해 친숙한 개인들로부터 임명 받은 2명의 위원 ;

(2) 대통령은 임명 받은 사람들 중 한 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c)

(1) 본 조 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b(1)항 하 임명 된 위원회 위원임기는 4년

이다.

(2) b(1)항 하 임명된 위원회 위원 중-

(A) 한 명은 2년 임기로 임명;

(B) 두 명은 3년의 임기로 임명; 그리고

(C) 두 명은 4년의 임기로 임명.

(3) 위원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원은, 공보에 결원사실이 공개된 후, 본 조항에

마련 된 절차에 의해 충원하고, 잔여임기의 나머지 기간을 임기로 한다.

(4) 임기가 끝난 뒤라도 대통령이 후임자를 임명할 때까지 일해야 한다.

(5) 위원은 자신의 본래 임명기간으로부터 연임할 수 있다.

(d)

(1) 미합중국 연방 법전 표제 5호 5703 조항에 의해 위원회 위원에게는 최저

비용 대신에 일일경비가 포함된 여행경비 지급이 허용된다. 현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위원회 위원은 미합중국 연방 법전 표제 5호 5332 조항의 GS-18

일반직 보수표에 상응하는 일일요금으로 보상이 지급되고, 위원회 위원들이 위원으

로서 활동하는 근무일수는 한 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표제 5호 81장(산업재해

로 인한 보상과 관련)과 표제 28호 171장(불법책임과 관련)의 목적을 제외하고, 위

원회 위원들은 어떠한 목적에도 미합중국에 의해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

다.

(2) 의장의 요청 혹은 위원 다수에 의한 요청 시 위원회가 소집될 수 있다

(3) 107((B)조항에 언급된 각각의 정부기관들은 위원회 참관인으로 참여할 대리인

을 임명한다. 대리인들은 그들의 기관이 북극과 연관되어 행하는 활동에 대해 위

원회에 보고하거나 조언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매년 최소 1회 알래스카 주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제104항 - 위원회 직무

(a) 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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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적인 국가 북극 연구 정책을 개발하고 권고;

(2) 107조항 하 설립된 부처간 북극 연구 정책 위원회와 협력하여 북극 연구

정책을 시행할 국가 북극 연구 프로그램 계획 설립을 도움;

(3) 북극 연구에 대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조장;

(4) 북극에 대한 연방 연구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프로그램들 간 조화를 고려하여

개선사항을 권고;

(5) 본 표제의 결과 및 목적에 적법한 운송계획개선 및 북극연구지원 개선 방법

권고;

(6) 관심 있는 대중 혹은 민간단체에 북극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공유

및 보급 방법 권고;

(7) 107조항 하 설립된 부처간 위원회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권고 및 조언을 제

공 한다;

(8) 알래스카 주지사 및 알래스카 주지사가 북극 연구 정책에 입안된 내용에 관해

임명한 기관과 협력;

(9) 북극에 대한 국제과학기술협력을 발전시킬 방법을 부처간 위원회에 권고; 그

리고

(10) 1991년 1월 전으로, 그리고 그 후 매 2년간 북극 연구에 대한 목표 및 목적

선언문을 발행하여 107조항 하 설립된 부처간 위원회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침

으로 삼도록 함.

(b) 매년 1월 31일 이전에, 위원회는 대통령과 의회에 직전(直前) 회계기간 동안

위원회의 활동과 성과가 기록된 보고서를 제출.

제105항 - 위원회와 협력

(a)

(1) 위원회는 각각의 정부기관장으로부터 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밀이 아닌 자료, 보고서 및 비독점 자료들을 습득할 수 있

다.

(2) 각각 기관들은 위원회와 협력하며, 법에 의해 허용된 정도 내에서 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 보고서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미합중국 연방 법전 표제 5

호 522 조항 하 기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제외

(b) 적절한 기관장의 동의 하에 위원회는 시설과 서비스가 북극 연구 정책의 수립

과 발전에 필요한 정도에서 모든 정부기관의 시설 및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변제에 관하여서는 기관장과 위원회의 동의 하, 노력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실현가

능한 조치를 취한다.

(c) 모든 정부기관은 북극 연구와 관련된 기관의 주요 활동에 착수하기 전 위원회

와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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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항 -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1) 공무원법과 미합중국 연방 법전 표제 5호 53장 3조에 의해, 상임이사 및

추가적인 필수 인원에 대한 보상을 지정하고 책정하되, 7인에 대한 보상 총액을 초

과하지 않는다;

(2) 미합중국 연방 법전 표제 5호 제3109항에 허가된 대로 임시 및 비정기적 서비

스를 확보 한다;

(3)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 서비스 및 인적 재산을 확보 한다;

(4) 필요한 재원(財源) 및 행정 서비스의 조달을 위해 미연방조달청과 협의 한다.

지급방식은 위원회와 미연방조달청장이 합의한 금액으로 조성된 위원회 기금으로

변상한다 ; 그리고

(5)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는 과학자 및 기술자를 위원회의 자문으로 임명

한다. 각 자문들에게는 미합중국 연방 법전 표제 5호 5703 조항에서 허가하는 최저

비용 대신에 일일경비가 포함된 여행경비 지급이 허용된다. 표제 5호 81장(산업재해

로 인한 보상과 관련)과 표제 28호 171장(불법책임과 관련)의 목적을 제외하고, 자

문들은 어떠한 목적에도 미합중국에 의해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107항 - 주관기관 및 부처간 북극 연구 위원회

(a) 국가과학재단을 북극연구정책을 시행하는 주관기관으로 임명하고, 국가과학재

단장은 108조항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것을 보장한다.

(b)

(1) 대통령은 부처간 북극 연구 위원회를 설립한다(이하 ‘부처간 위원회’로 표

기)

(2) 부처간 위원회는 아래의 정부기관 혹은 부처의 대리인들로 구성 된다:

(A) 국가과학재단;

(B) 상무성;

(C) 국방부;

(D) 에너지부;

(E) 내무부;

(F) 국무부;

(G) 교통부;

(H) 보건후생부;

(I) 미국항공우주국(NASA);

(J) 미국환경보호청;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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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기관 혹은 부처

(c) 국가과학재단의 대리인은 부처간 위원회의 의장을 맡는다.

제108항 - 부처간 위원회의 직무

(a) 부처간 위원회는-

(1) 미래 북극 연구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돕기 위해 천연자원 및 소재, 심리

및 생물학, 그리고 사회 및 행동과학을 포함한 연방 정부 및 지방 기관, 대학 및 기

타 공공 혹은 민간단체에 의해 실시 된 북극 연구를 조사 한다;

(2) 정부기관의 북극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지표가 될 통합적인 국가 북극

연구 전략을 개발하고 수립하기 위해 위원회와 협업한다;

(3) 이하와 관련해 위원회와 상의 한다-

(A) 국가 북극 연구 정책과 정책 구현을 위한 5개년 계획 개발;

(B) 정부기관의 북극 연구 프로그램;

(C) 미래 북극 연구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 그리고 (D) 정부기관의 북극 연구 정

책지원금 지급 및 운영 지침;

(4) 109조항에 규정된 국가 정책 구현을 위한 5개년 계획 개발;

(5) 110조항에 규정된 북극 연구를 위한 단일화된, 일관적인, 다기관 예산요구서에

필요한 조정, 자료 및 지원 제공;

(6) 연방 정부와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의 북극 연구 협조를 실현하며, 본 표제의

결과 및 목적에 적법하게 도외시 된 지역에 대한 연구 착수를 권고 한다;

(7) 국무부의 대외 정책 지침에 따른 타 국가들과의 협력적인 북극 과학 연구의

조정 및 촉진;

(8) 본 장에 따라 요구되는 책임 이행을 위해 알래스카 주지사와 협력;

(9)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모든 북극 연구에 대한 연방 부처간 조정을 촉진;

(A) 운송계획 및 조정; 그리고

(B) 미합중국 연방 법전 표제 5호 552 조항과 관련하여 북극 연구 자료와 정보 공

유 ;그리고

(10) 회의에 대한 공고 및 일반 대중이 국가 북극 연구 정책의 개발 및 시행에 참

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b) 1986년 1월 전으로, 그리고 그 후 매 2년간 부처간 위원회는 대통령을 통해

의회에 아래의 사항이 포함 된 간략하고, 정확한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1) 지난 보고서 이후의 부처간 위원회의 활동 및 성과 문서; 그리고

(2) 북극 연구에 관한 연방 부처간 활동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와 그 것에 대한 후

처리 및 반응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이 상세히 설명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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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항 - 북극 연구 5개년 계획

(a) 부처간 위원회는, 위원회, 알래스카 주지사, 북극 거주민, 공공 부문 및 공공이

익단체와 협의하여 북극 연구의 전반적인 연방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5개년 프로그

램 계획을 준비한다(이하 ‘계획’으로 표기). 본 법률의 제정 후 1년 안에 계획을 준

비하여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의회에 전달해야 하며 그 후 2년마다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b) 계획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되 그 범위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1) 북극에 대한 국가적 필요와 문제 평가 및 그러한 필요와 문제를 지적하는데

필요한 연구;

(2) 국가 북극 연구를 위한 부처간 위원회의 목표 및 목적 진술;

(3) 향후 이어지는 5년의 회계년도 동안 현존하는 목적, 기금 수준 및 현재 프로

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된 기금을 포함한 현존하는 모든 연방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목록;

(4) 불가피한 프로그램 변화에 대한 권고 및 정책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타 제안 및 위원회에 의해 세워진 목표와 현재 효력이 있는 계획; 그리고

(5) 아래 사항에 대한 부서간 조정 및 협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사정 조정을

통해 부서간 위원회가 취한 조치에 대한 기술

(A) 연방 북극 조사 프로그램의 수행, 그리고

(B) 이들 프로그램들 간 불필요한 이중노력의 제거

제110항 - 예산요구서의 조정 및 검토

(a) 미국 과학기술국은-

(1) 국가 북극 연구 정책 및 108(a)(2)조항 하의 5개년 프로그램 및 제109조와 108

(a)(5)조항 따라, 북극에 대한 모든 기관 및 부처의 예산 사정을 각각 검토; 그리고

(2)긴밀하게 부서간 위원회 및 위원회와 상의하여 미국 과학기술국 활동 지표

로 삼는다.

(b)

(1) 기획예산처는 계획준수를 위한 대통령 연례예산요구서 제출에 앞서 모든 정부

기관의 북극 조사와 관련한 요구서들을 단일화된, 일관적인, 다기관적 요구서로 여

기고 검토한다. 대통령 연례예산요구서가 제출 된 후 위원회는 요구서를 검토한 뒤

계획준수에 관하여 의회에 보고한다.

(2) 기획예산처는 연안경비대와 같은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된 반복적인 증분

원가를 제외하고, 쇄빙 작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금을 할당하여 북극 연

구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쇄빙선의 설계, 조달, 유지, 구축 및 운영



- 124 -

을 위한 계획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한다.

제111항 - 세출 승인; 새로운 지출에 대한 권한

(a) 본 표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예산을 승인해야 할 경우

(b) 본 표제에서 규정하는 모든 지출 권한(의회예산법,1974 의 401조항의 의미 내

에서)은 모든 세출예산법에서 규정하는 범위나 한도 내에서 어떠한 회계년도에도

효력을 지닌다.

제112항 - 정의

본 표제에 사용 된 “북극”은 북극권 북방의 모든 미합중국 및 해외 영토 및 포르

퀴핀, 유콘 강과 쿠스코큄 강에 의해 형성된 미합중국 영토의 북쪽과 서쪽 경계; 북

극해와 보퍼트해, 베링해 및 축치해를 포함한 모든 접경수역; 그리고 알류산 열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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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대통령령 12501--북극 조사

1984년 북극 연구 및 정책법(공법 98-373의 표제 1)을 포함하여 미국 헌법이 대통

령으로서 본인에게 부여된 직권에 의해,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제1조 북극연구위원회의 설립.

북극연구위원회가 설립된다.

제2조 북극연구위원회 위원

(a) 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되며, 다음과 같다:

(1) 학계 내에서 혹은 물리학, 생물학, 보건학, 환경학, 사회학 그리고 행동과학을

포함하여 북극 관련 연구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연구기관을 포함한 기타 연구 기

관으로부터 임명 받은 3명의 위원들 ;

(2) 북극 거주자들의 요구사항과 이익을 대변하고, 북극자원개발의 직접적인 영향

을 받는 북극 토착 거주자들 중 임명 받은 1명의 위원 ; 그리고

(3) 북극자원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요구사항과 이익을 대변할 수 있으

며 북극에 대해 친숙한 개인들로부터 임명 받은 1명의 위원

국가과학재단장은 의결권을 지니지 않은 당연직위원으로 근무한다. 대통령은 투표

권을 지닌 다섯 위원들 중에서 의장을 임명한다.

(b) 위원회의 첫 임명 진행시, 103(c)절에 규정된 대로 대통령은 1명의 위원에겐 2

년의 임기로, 2명의 위원들에게는 3년의 임기로, 2명의 위원들에겐 4년의 임기로 임

명한다. 첫 임기 만료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c) 본 명령 7절에 의해 설립 된 부처간 위원회에 해당되는 각각의 각 정부 기관

들은, 위원회 참관인으로 참여할 대리인을 임명한다. 대리인들은 그들의 기관이 북

극과 연관되어 행하는 활동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조언할 수 있다.

제3조 위원회 회의

의장의 요청 혹은 위원 다수에 의한 요청 시 위원회는 소집될 수 있다. 위원회는

매년 최소 1회 알래스카 주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a) 위원회는-

(1) 통합적인 국가 북극 연구 정책을 개발하고 권고;

(2) 107조항 하 설립된 부처간 북극 연구 정책 위원회를 지원하고 협력하여

북극 연구 정책을 시행할 국가 북극 연구 프로그램 계획 설립을 도움;

(3) 북극 연구에 대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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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함;

(4) 북극에 대한 연방 연구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프로그램들 간 조화를 고려하여

개선사항을 권고;

(5) 운송계획개선 및 북극연구지원 개선 방법 권고;

(6) 관심 있는 대중 혹은 민간단체에 북극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공유

및 보급 방법 권고;

(7) 부처간 위원회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권고 및 조언을 제공;

(8) 알래스카 주지사 및 알래스카 주지사가 북극 연구 정책에 입안된 내용에 관해

임명한 기관과 조직과 협력 한다;

(b) 매년 1월 31일 이전에, 위원회는:

(1) 대통령과 의회에 직전(直前)회계기간 동안 위원회의 활동과 성과가 기록된 보

고서를 제출한다.

(2) 북극 연구에 대한 목표 및 목적 선언문을 발행하여 부처간 위원회가 그 직무

를 수행하는데 지침으로 삼도록 함.

제5조 정부기관의 책임

(a) 집행기관의 장들은, 법률 105절에 의거하여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위원

회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

(b) 집행기관의 장들은, 기관장들과 위원회가 변제에 대해 합의한 대로, 위원회가

시설과 서비스가 북극 연구 정책의 수립과 발전에 필요한 정도에서 모든 정부기관

의 시설 및 서비스를 활용을 허용하며, 변제에 관하여서는 기관장과 위원회의 동의

하에 노력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실현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c) 모든 정부기관은 북극 연구와 관련된 기관의 주요 활동에 착수하기 전 위원회

와 협의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무보수로 고용된 위원회 위원들은 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상 없이 근무하지만, 법

에서 비정기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해 허용하는, 최저비용 대신 일일경

비가 포함된 여행경비 지급이 허용된다. 보수를 지급하는 위원회 위원들은 위원으

로서 활동하는 각각의 날마다 일반직 보수표에 상응하는 일일요금으로 보상이 지급

되며, 한 해 근무일수는 9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7조 부처간 북극연구정책위원회 설립

부처간 북극연구정책위원회가 설립된다(부처간 위원회) 국가과학재단을 부처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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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주관기관으로 임명하고, 북극연구정책을 시행하는데 책임을 부과한다.

제8조 부처간 위원회 회원

부처간 위원회는 아래의 정부기관 혹은 부처의 대리인들로 구성 된다:

(a) 국가과학재단;

(b) 상무성;

(c) 국방부;

(d) 에너지부;

(e) 내무부;

(f) 국무부;

(g) 교통부;

(h) 보건후생부;

(i) 미국항공우주국(NASA);

(j) 미국환경보호청;

(k) 미국과학기술국

(l) 국가과학재단장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행정기관. 국가과학재단장 혹은

그의 지명자는 부처간 위원회의 의장을 맡는다.

제9조 부처간 위원회의 기능 부처간 위원회는 :

(1) 미래 북극 연구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돕기 위해 천연자원 및 소재, 심리

및 생물학,

그리고 사회 및 행동과학을 포함한 연방 정부 및 지방 기관, 대학 및 기타 공공

혹은 민간단체에 의해 실시 된 북극 연구를 조사 한다;

(2) 정부기관의 북극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지표가 될 통합적인 국가 북극

연구 전략을 개발하고 수립하기 위해 위원회와 협업한다;

(3) 이하와 관련해 위원회와 상의 한다-

(A) 국가 북극 연구 정책과 정책 구현을 위한 5개년 계획 개발;

(B) 정부기관의 북극 연구 프로그램;

(C) 미래 북극 연구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 그리고 (D) 정부기관의 북극 연구 정

책지원금 지급 및 운영 지침;

(4) 109조항에 규정된 국가 정책 구현을 위한 5개년 계획 개발;

(5) 110조항에 규정된 북극 연구를 위한 단일화된, 일관적인, 다기관 예산요구서에

필요한 조정, 자료 및 지원 제공;

(6) 연방 정부와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의 북극 연구 협조를 실현하며, 도외시 된

지역에 대한 연구 착수를 권고 한다;

(7) 국무부의 대외 정책 지침에 따른 타 국가들과의 협력적인 북극 과학 연구의

조정 및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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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률로 인해 요구되는 책임 이행을 위해 알래스카 주지사와 협력;

(9)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모든 북극 연구에 대한 연방 부처간 조정을 촉진;

(a) 운송계획 및 조정; 그리고

(b) 미합중국 연방 법전 표제 5호 552 조항과 관련하여 북극 연구 자료와 정보 공

유.

(b) 1986년 1월 전으로, 그리고 그 후 매 2년간 부처간 위원회는 대통령을 통해

의회에 아래의 사항이 포함 된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1) 지난 보고서 이후의 활동 및 성과 진술; 그리고

(2) 위원회의 활동, 특히 북극 연구에 관한 연방 부처간 활동에 대한 위원회의 권

고에 대해

제10조 대중 참여

부처간 위원회는 회의에 대한 공고를 하여 대중이 국가북극연구정책의 시행과 개

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 위원회에 속한 각 기관들은, 적법한 범위와 기금한도 내에 위원회가 효율

적으로 그 기능을 하는데 필수적인 행정서비스, 시설, 인력 및 기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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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러시아 북극정책

1. 서 론

러시아는 북극해연안국 중 가장 활발한 북극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극 레짐

형성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북극의 개발과 보존을 위한 러

시아의 국내법 및 국가전략/세부프로그램을 통해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북극

의 자원개발·항로이용 등 북극개발에 관한 문제와 함께 해상안전·군사안보·환경보호

등과 같은 사항은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닌 북극해 연안국, 더 나아가서는 국제사회

가 함께 논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북극지역의 개발 및 보존에 관한 러시아의 법령에 대하여 알아보고

러시아가 수립한 북극관련 추진전략 및 관련정책을 분석하여, 이러한 배경을 바탕

으로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북극전략에 대한 현황과 의의를 알아보도록 한다.

2. 북극관련 러시아 법령

러시아의 현행 법률체계에서 북극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현행 법률로서 규율하

고 있는 분야는 북극해항로와 관련된 분야이다. 이외 자원개발, 수산, 환경보호 등

의 분야에 대해서는 북극지역에 대해 다른 지역과의 차별없이 적용되고 있다.

1) 북극해항로 관련 러시아법령

(1) ‘영해법’과 ‘배타적경제수역법’

「내수, 영해 그리고 접속수역에 관한 연방법률(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31 ию

ля 1998 г. N 155-ФЗ "О внутренних морских водах,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м море 

и прилежащей зон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1998. 7. 31. 제정, 이하 ‘영해

법’이라 약칭함) 은 러시아연방의 내수, 영해 및 접속수역 등의 해양경계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다. 총 43개 조항으로 구성된 본 법률에서는 제14조인

‘북극해항로 수역에서의 항해(Плавание в акватории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

и)’라는 조항을 통해 북극해항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4조 북극해항로 수역에서의 항해

러시아연방의 역사적인 민족 교통수단인 북극해항로 수역에서의 항해는 국제법

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원칙과 규범,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조약, 본 연방법률,

기타 법령에 의거하여 제정된 다른 연방법률 및 하위법령에 의거하여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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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방 배타적경제수역에 관한 연방법률(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17 де

кабря 1998 г. N 191-ФЗ "Об исключитель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зоне Россий

ской Федерации")」(1998. 12. 17. 제정, 이하 ‘배타적경제수역법’이라 약칭함) 은

북극해항로에 관한 사항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은 아니지만, 러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연중 대부분이 빙하로 덮여있는 지역에서의 선박 항해, 즉 북극해항

로에서의 선박 항해와 관련한 러시아의 관할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32조 빙하지역의 보호 및 보존

배타적경제수역 내에 있으며, 특히 연중 대부분이 빙하로 덮여있는 환경적으로

악조건인 지역과 관련하여 선박 항해에 대한 장애는 상당한 위험을 유발하고 있

으며 해양환경의 오염은 생태균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거나 되돌릴 수 없는 상

태로 파괴시킨다. 러시아연방은 해양자원 오염 방지, 중지 및 관리 보전을 목적

으로 연방법, 그 외 기준 법령을 입법하고 그 준수를 책임질 수 있다. 연방법과

그 외 기준 법령에서는 보다 신뢰성 있는 과학적 데이터에 기초하여 배타적경제

수역에서 선박의 항해 및 해양환경과 자연 자원을 보호,보전하는 데 중점을 두

고 있다.

‘영해법’과 ‘배타적경제수역법’은 해당 법령상에 북극해항로 항해와 관련된 조항을

직·간접적으로 규정함으로서 헌법 다음의 최상위 법률인 연방 법률을 통해 북극해

항로에 대한 관할권이 러시아에 있음을 선언하는 데에 의의가 있는 법령이다266).

(2) ‘북극해항로 연방법’

「북극해항로 수역에서의 상선 항해에 대한 정부규제 부분에 관련된 러시아연방

의 일부 법령의 개정에 관한 러시아연방법률(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8 июля 2012 г. N 132-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

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части государств

ен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торгового мореплавания в акватории Северного мо

рского пути")」(2012. 7. 30. 제정, 2013. 1. 27 시행, 이하 ‘북극해항로 연방법’이라

약칭함)은 북극해항로와 관련한 실질적 법률중 최상위 법령으로, 북극해항로의 범

위, 북극해항로의 관리·운영주체(북극해항로사무국) 및 사무국의 권한과 의무 등에

대하여 규율하고, 하위 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북극해항로수역 운항규칙」의 제

정 근거가 되는 법령이다.

총 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북극해항로 연방법’은 ‘자연독점법’267), 앞서 설

266) 노영돈·박원, “북극해항로 관련 러시아 법제의 최근 동향”,  서울국제법연구, Vol.18 No.2, 서울국제법연구

원, 2011, 101-103면.

267) 「자연독점에 관한 연방법률(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17 августа 1995 года N 147-ФЗ "О естествен

ных монополиях")」(1995. 8. 17. 제정, 이하 ‘자연독점법’으로 약칭함)은 철도·항만 등과 같이 관련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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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영해법’, ‘상선항해법’268)등 북극해항로와 관련된 총 3개의 연방법률에 대한

조문의 추가 및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연독점법’ 개정의 경우 자연독

점의 개념을 설명한 조항에 쇄빙선 파견 및 결빙구역 도선사 파견을 추가하였고269)

(‘북극해항로 연방법’ 제1조), ‘영해법’의 경우 기존에 정의되었던 북극해항로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였다(‘북극해항로 연방법’ 제2조). ‘상선항해법’ 개정의 경우 북극해항

로의 범위 설정, ‘북극해항로사무국’ 설치, 상선의 항로 이용에 필요한 쇄빙선 및 결

빙구역 도선사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추가·수정하였다(‘북극해항로 연방법’ 제3

조).

‘북극해항로 연방법’의 개정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북극해항로

의 정의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현행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북극해항로의 개념을 재

정립하였다. 즉, 북극해항로와 관련된 개념을 ‘북극해항로(Северный морской пу

ть)’ 혹은 ‘북극해항로상의 항로(трасс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에서 ‘북극해항

로 수역(акватории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으로 통합·변경하였다. 이는 북극

해항로에 대한 관할권과 함께 북극해항로가 통과하는 수역, 즉 러시아 연방의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및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북극해항로와 관련된 사항(항해, 환경보호

등) 대한 관할권을 러시아가 가지고 있음을 천명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극해항로 연방법’ 제정전까지 러시아연방 교통부 해운하천교통국 산하 하

나의 부서로서 운영되고 있는 북극해항로사무국을 독립된 연방정부기구 형태로 지

위를 격상시켰으며, 러시아연방 공기업 설립의 근거가 되는 자연독점법상에 쇄빙선

파견 및 결빙구역 도선사 파견을 추가하여 통해 러시아정부의 재정투입에 대한 법

적 근거를 마련하였다270).

아울러, 북극해항로 이용 수수료 부과 문제와 관련하여, 북극해항로 수역에서 러

시아가 제공하는 쇄빙선 도선 및 결빙구역 도선에 대한 비용은 선박의 용적톤수,

대빙등급, 해당선박의 도선거리, 항해 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실제 제공된 서비스에

양(объема фактически оказанных услуг)’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이전까지 북극해항로에 대한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던 수수료

부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여진다271).

성격상 경쟁이 제한되는 분야를 “자연독점”의 형태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분야를 (국영)공기업 형태로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268) 「러시아연방 상선항해법(Кодекс торгового морепла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30.04.1999 

N 81-ФЗ 」 (1999. 4. 30. 제정, 이하 ‘상선항해법’으로 약칭함)은 상선(商船)항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율하

는 기본법과 같은 성격의 법률이다. 

269) 기존 ‘자연독점법’ 제4조 제1항에 “북극해항로 수역에서 선박에 대한 쇄빙선의 도선 및 선박에 대한 결빙구

역 도선사의 도선”이라는 문구를 추가함.

270) В.В.Васильев·В.С.Селин, “ПРИОРИТЕТЫ ЗАЩИТЫ НАЦИОНАЛЬНЫХ ИНТЕРЕСОВ В АКВАТОРИ

И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СЕВЕР И РЫНОК: ФОРМИРОВАНИЕ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ОРЯ

ДКА,  Институт экономических проблем им. Г.П. Лузина Кольского научного центра РАН, 

2013, С.28-33.

271) M. Liu, J. Kronbak, “The potential economic viability of using the Northern Sea Route (NSR) as an 

alternative route between Asia and Europe",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pp.4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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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북극해항로 수역(акватории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의 범위

출처 : 러시아연방기구 북극해항로사무국(Administration of the Northern Sea

Route) 홈페이지(주소 : http://www.nsra.ru/, 검색일 : 2013. 11. 29)

(3) ‘북극해항로 수역 운항규칙’

「북극해항로 수역 운항규칙(Правила плавания в акватории Северного мор

ского пути)」(2013. 1. 17. 제정, 이하 ‘운항규칙’으로 약칭함)은 북극해항로상의 선

박운항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율하는 법령으로서, ‘북극해항로 연방법’을 상위법으로

하여 러시아 교통부에서 작성한 시행규칙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령이다.

‘운항규칙’은 북극해항로 수역에서의 상선 항해에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령으로서, 북극해항로 수역 관리·운영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칙·규정·절차 등을 종합하여 목록화하고 있는 법령이다.

제1장 일반규정(제1조)

제2장 북극해항로 수역 선박운항 절차(제2조~제18조)

제3장 북극해항로 수역 쇄빙선 도선규칙(제19조~제29조)

제4장 북극해항로 수역 결빙구역 도선규칙(제30조~제46조)

제5장 북극해항로 수역 항로 도선규칙(제47조~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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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북극해항로 수역 선박항행을 위한 수로 및 수문기상 서비스제공 규정(제

51조~제60조)

제7장 북극해항로 수역 운항선박에 대한 무선통신 규칙(제61조~제67조)

제8장 항행안전 및 선박기인 해양오염호보에 대한 선박요건(제68조~제73조)

제9장 북극해항로 수역 선박운항 담당기구에 관한 기타사항(제74조~제75조)

2) 북극해항로 이외 분야의 러시아법령

북극지역의 자원개발과 관련해서는 자원개발과 관련한 다음의 3개 법령이 북극지

역에 차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우선,「지하구역에 관한 러시아연방법률(Закон РФ от 21.02.1992 N 2395-1 "О н

едрах")」(1992. 2. 21. 제정)은 석유, 가스, 석탄을 포함한 광물자원 전반에 관한 국

가규제와 광구에 대한 이용관계를 규정하는 기본 법률로서, 광자원 개발을 위한 광

권 사용허가 취득 절차, 정부의 규제, 광구권 사용료 납부 절차 등 자원개발의 기준

이 되는 일반 법률로 기능하고 있다. 「러시아연방 대륙붕에 관한 연방법률(Федера

льный закон от 30 ноября 1995 г. N 187-ФЗ "О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м шельф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1995. 11. 30. 제정)은 러시아의 내수, 영해, 대륙붕,

배타적경제수역, 기타 러시아의 관할 하에 있는 역외 지역에 매장된 광물의 지질조

사, 탐사, 채굴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법령이다. 마지막으로, 「생산물분배계약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30.12.1995 N 225-ФЗ "О соглашениях о разделе про

дукции")」(1995. 12. 30. 제정)은 국가와 민간사업자간에 체결되는 생산물분배계약

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대상 광구에 대한 지질조사, 탐사, 개발 및 생산의 전 영역

규율하는 법령이다.

이외에도, 러시아의 현행 법령체계상 북극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산분야 및 환경

보호분야에 관하여 북극지역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으

며, 러시아연방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해당분야 관련법령이 북극지역에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현행 법령상 「환경보호에 관

한 연방법률(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10.01.2002 N 7-ФЗ "Об охране окружающ

ей среды")」(2002. 1. 10. 제정)과 이 법을 근거로 한 다양한 하위법령, 수산분야

와 관련하여 「동물계에 관한 연방법률(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4.04.1995 N 52-

ФЗ "О животном мире")」(1995. 4. 24. 제정) 및 하위법령 등은 다른 지역과 동일

한 범위내에서 북극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3) 북극지역 연방법률(안)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북극해항로에 관한 법령을 제외하면 북극지역의 특수성

을 고려하여 북극지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러시아의 현행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

다. 다만, 북극지역에 대한 국가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

한 법률(안)은 공개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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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방 북극지역에 관한 연방법률(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법률(안)(이하 '북극지역 연방법률(안)'이라 약칭

함)은 러시아연방 지역개발부가 2013년 1월 23일자로 초안을 작성하였다. 해당 법률

(안)은 북극과 관련된 러시아 연방정부의 다양한 정책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북극지역의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북극지역 연방법률(안)’은 “러시아연방 북극지역(Arctic zone of the Russian

Federation)” 범위 설정, 북극 개발을 담당할 연방정부기관(러시아연방 지역개발부)

설정, 북극 개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교통인프라·산업인프라·에너지인프라

개발 및 이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위한 국가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북극지역 연방법률(안)’은 북극 개발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제도에 대한 법적 체계

를 마련하기 위한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진 법률로서, 해당 법률(안)이 제정되게 되

면 러시아에서 북극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율하는 최초의 연방법으로서의 의의를 가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러시아연방 북극지역”의 범위 설정에 있어 이전까지 논란이 되었던 선형

이론에 의한 범위와 비슷한 범위를 설정하였다는 점272), 북극해항로 이용에 있어 러

시아 선박에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점 및 화물적재량 총톤수를 70%로 제한

한 점273) 등 러시아와 연안국간, 나아가서 러시아와 국제사회사이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항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북극지역 연방법률(안)’은 현재 예산확보 및 배정의 문제로 연방의회(상원)에 계

272) ‘북극지역 연방법률(안)’ 제2조 제2항 b). 해당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연방 연안에서부터 북쪽으로 북극점(North Pole)까지, 서쪽으로 동경 32° 04' 35"의 자오선에서 시작
하여(동경 35°의 자오선까지는 북위 74°에서 81°지점까지) 동쪽으로 서경 168° 58' 37""의 자오선 내에 위
치하고 있는 향후 발견되거나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북극해(Arctic Ocean)에 위치한 육지 및 도서

    위 언급된 좌표 및 범위는 다음과 같이 지도로 나타낼 수 있다.

       

273) ‘북극지역 연방법률(안)’ 제14조 제3항. 해당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극해항로는 유럽측 러시아(European Russia),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을 연결하는 지역별물류망을 연결하는 
북극에서의 단일국가물류항로로서, 북극지역에서의 해상운송은 러시아 선박에 우선권이 있으며, 적재화물은 
선박 총톤수의 7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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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중이다. 그러나 북극지역 개발을 위한 현정부의 정책의지가 강한 만큼 해당 법률

(안)은 예산문제가 해결 되는대로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274). 향후 러시아의 북극

정책을 이해하는데에 있어 해당 법률(안)의 제정 과정에서 러시아가 예산확보 및 국

제사회가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아가는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러시아연방 북극지역(Арктическая зон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지

도

출처 : 러시아연방기구 북극해항로사무국(Administration of the Northern Sea

Route) 홈페이지(주소 : http://www.nsra.ru/, 검색일 : 2013. 11. 29)

3. 북극관련 러시아 정책

북극에 관한 사항은 북극의 이용(자원개발/항로이용)과 보존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군사안보, 외교, 원주민 보호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북극에 관한

러시아의 정책 체계 또한 단일분야의 관점에서 정책을 설명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글에서는 해양분야를 중점으로 하여 러시아의 북극정책에 대해 설명하

도록 하겠다.

274)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Проект закона об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е "заморозили"”, 2013. 9. 12.일자 기사

(주소 : http://www.rg.ru/2013/12/09/reg-szfo/proekt-anons.html, 검색일 : 201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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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극정책담당 정부조직

러시아는 정부조직상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부와 같이 해양수산문제를 전담하는 부

처는 존재하지 않고 관련된 부처에서 관련분야별로 담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분야에서의 북극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책임자로 하여 연방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각 분야별로 담당 부서에서 정책을 이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북극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러시아의 정부조직은 분야별로 다음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림. 북극관련 분야별 정부조직

2) 북극관련 러시아 정책 체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북극에 대한 정책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사안을 포괄적

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극관련 정책을 연구하

는데에 있어 범위를 어떻게 한정할 것인지에 따라 북극관련 정책에 대해 다르게 해

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에 관련된 러시아의 정책에 대해 연구하는 것으로 범위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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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도록 하겠다. 이에, 해양분야와 관련된 러시아 정책의 최고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해양독트린 2020」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정책의 분석을 전개해 나

가도록 하겠다.

북극관련 러시아 정책은 다음과 같이 체계화 할 수 있다.

그림. 북극관련 러시아 정책 체계도

(1) 「러시아 해양독트린 2020」

「2020년까지의 러시아연방 해양 독트린(Морская доктрин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

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 이하 ‘러시아 해양독트린 2020’으로 약칭함)」은

2001년 7월 27일 당시 연방대통령인 V. Putin이 승인하였다. ‘러시아 해양독트린

2020’은 러시아의 해양정책에 대한 목적·원칙·과제 등을 명시한 러시아 해양정책 이

행을 위한 독트린으로서, 최고수준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275).

본 독트린에는 러시아의 해양정책의 내용이 기능적 관점에서 제시되어 있으며, 러

시아에 인접한 대양을 기준으로 구분된 지역별 해양정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

다. 아울러, 러시아의 해양정책을 이행하는 정부기관은 물론 해양정책의 이행에 필

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독트린내에 북극과 관련된 사항은 태평양·대서양·카스피해·인도양 등과 함께

북극해를 지역별 해양정책 이행을 위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극지역의 국가해양정책은 러시아 선박의 대서양 진출, 북극해함대를 필두로 하

는 대양에서의 국가안보 수호, 러시아의 경제발전을 위해 중요성이 부각되는 북극

275) В. Н. Конышев и А. А. Сергунин(2011), “АРКТИЧЕСКИЕ СТРАТЕГИИ СТРАН СЕВЕРНОЙ АМЕ

РИКИ И РОССИЯ”, Россия и Америка в XXI веке, № 2, С.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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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항로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것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북극지역의 장기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수출부문 발전을 목표로 한 북극지역 연구/개발 및 사회문제의 최우선적 해결

· 북극지역에서 러시아연방의 국익 수호

· 해상운송을 위한 쇄빙선, 특수어선 및 연구선 등 특수선박의 건조

· 러시아연방의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수행하는 생물자원과 광물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대한 국가이익 산정

· 북극지역에서 러시아연방의 주권, 주권적 권리 및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 권한

등을 보장해주는 해양잠재력 구성요소들을 이용하기 위한 여건 조성

· 양자간·다자간 합의를 근거로 하여 합의된 지역과 구간에 대해 해양잠재력 요

소를 통한 외국선박의 활동 제한

· 북극해항로와 관련된 러시아연방의 국익 수호, 중앙집중화된 정부의 운송시스템

관리, 쇄빙선 지원 및 외국선박을 포함한 항로 이용선박에 대해 동등한 접근성

제공 등

· 원자력발전 쇄빙선의 현대화 및 안전운영

· 북극해인접국과의 북극해 해상 및 대륙붕 경계설정시 러시아연방의 국익 수호

· 극지방에서의 선박운항, 해상, 하천 하구, 항구 등의 발전을 위한 러시아연방정

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재원 집중, 북부 운송(the Northern Delivery)을 통

한 북극해화물 반출입 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2) 「러시아 북극정책 기본원칙 2020」

「2020년까지 및 그 이후를 위한 북극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국가정책 기본원칙(О

снов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Арктике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 и дальнейшую перспективу, 이하 ‘러시아 북극정책 기

본원칙 2020’으로 약칭함)」은 2008년 9월 18일 D. Medvedev 대통령이 승인하였다.

본 기본원칙은 「러시아 해양독트린 2020」의 기조하에, 북극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국가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기본 목적, 주요 목표, 전략 우선순위 및 메커니즘과 함

께 러시아연방의 북극지역에 대한 사회경제적 발전과 러시아의 국익 수호를 위한

전략계획의 체계 등을 규정한 기본원칙이다(Конышев и Сергунин, 2011),.

본 기본원칙에서는 북극에서의 국가정책 이행을 위한 다음 4가지의 기본원칙을 수

립하였다.

a) 사회경제적 발전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러시아연방의 전략적 자원기지로서 '러

시아연방의 북극지역'을 활용

b) 평화와 협력의 장으로서 북극을 보존

c) 북극의 독특한 생태계를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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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북극에서 러시아연방의 국가통합수송로로서 북극해항로를 활용

북극정책의 이행을 위해 총 6개의 분야에서 국가정책 이행을 위한 기본 목적을

설정하고 있다.

· 사회경제적 발전 분야

· 군사안보 및 국방분야

· 환경안전보장 분야

· IT와 통신 분야

· 과학기술 분야

· 국제협력 분야 등

아울러, 북극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국가정책 이행을 위한 10개의전략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연방정부를 주체로 하는 정책이행 메커니즘을 규정하고 있

다.

a) 연안국간 해양경계획정 완료 및 대륙붕 외측한계의 국제법적정당성 확보를

위한 북극권국가들간의 협력 증진

b) 북극해상의 통합수색구조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 강화

c) 북극이사회 등 지역기구간 활동에 있어 북극권국가들과의 우호적 관계 지속

d) 북극해항로 및 북극항공로(North Pole Air Routes) 구성 및 활용을 위한 지원

책 마련

e) 북극 현안을 다루는 국제포럼 등에 러시아연방정부기관 및 시민단체 참여 확

대

f) 스발바르(Svalbard)제도에서의 러시아 입지 확보

g) 러시아연방 북극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관리체제 개선

h) 북극 거주민(원주민 포함)들의 삶의 질 및 경제활동을 위한 사회적 여건 개선

i) 첨단기술을 활용한 북극지역 자원기지 개발

j) 북극해상의 해상운송시스템 및 어업분야 인프라의 개발 및 현대화

이러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국가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2020년을 목표로 하여 총

3단계로 정책이행단계를 설정하고 국제사회에서 북극에 관한 현안을 다루는데에 있

어 주도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을 규정하고 있다.

(3) 「러시아연방 북극지역 개발전략」

「2020년까지 러시아연방 북극지역개발 및 국가안보 전략(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обеспеч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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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 이하 ‘러시아연방 북극지역 개발전략’으

로 약칭함)」은 2013년 2월 20일 V. Putin 대통령이 승인하였다.

본 개발전략은 「러시아 북극정책 기본원칙 2020」을 바탕으로, 러시아연방 북극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전략목표와 우선순위 등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매커니즘, 방식 및 수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 개발전략은

「러시아 북극정책 기본원칙 2020」에 규정된 바에 따라 북극에서 러시아연방의 주

권 및 국익을 실현하고 및 북극에서 러시아연방 국가정책에 관한 주요과제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북극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정책의 이행을 전략으로서, 우선적으로 북극개발

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사회경제적 부분에서는 극심한 기후환경, 산업화된 배후시

설과의 거리, 사회복지 접근성의 결여 등으로, 경제부분에서는 북극자원 개발을 위

한 인프라 부족 및 노후화, 과학기술부분에서는 기초과학에 비해 발전이 더딘 응용

과학분야 및 연구 인프라 등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전략 이행을 위한 메커니즘 구축을 위해 북극개발에 필요한 재원 마련,

법제도 정비, 연방정부조직 효율성 개선 등과 함께 전략 이행을 객관적으로 평가·감

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발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2015년을 기한으로 한 1단계에서는 북극개

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세부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

후, 2020년을 기한으로 하는 2단계에서는 1단계의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각 분야별

이행결과를 평가하고 개발전략 및 세부프로그램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러시아연방 북극지역 개발전략’을 통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세부 프로그램

은 다음과 같다.

- 「러시아 북극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국가프로그램」초안 작성 착수

(2013. 3.)

러시아 지역발전부는 2013년 3월부터 「러시아 북극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

한 국가프로그램(State Program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the Russian

Arctic 2020)」(이하 ‘북극발전 프로그램’으로 약칭함)을 작성하여 왔다. ‘북극발전

프로그램’은 ‘러시아연방 북극지역 개발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수립된 세부 추진전

략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북극지역의 자원개발 인프라, 자연환경 보존, 원주민

삶의 질 향상, 국가안보 등의 분야에 대한 발전방안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276).

러시아는 ‘북극발전 프로그램’을 통해 북극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목표로 약 2

조루블(미화 약 630억불)을 투자할 계획이다. 투자 분야는 석유·가스자원 개발을 위

한 인프라 구축에 가장 많은 부분이 투자될 예정이며, 북극의 자연환경 보존, 북극

276) 러시아연방 지역개발부, “Проек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

е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 внесен 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13. 11 19일자 보도자료(주소 : 

http://www.minregion.ru/press_office/news/3752.html, 검색일 : 201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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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원주민의 전통생활 보존, 북극에서의 러시아 국가안보 확립 등의 분야에도 투

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투자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전체 투자금 중 1/3은 연

방정부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나머지 2/3은 러시아 주요 기업들의 투자로 충

당할 계획이다. 재원마련방안이 확정되어 북극개발을 위한 투자가 본격화되면 현재

러시아의 총 GDP중 6%를 차지하고 있는 북극지역의 비중이 14%까지 확대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277).

- 북극해 연안에 학제간/국제공동연구를 위한 연구기지 건설(2013. 9)

러시아 지방정부와 과학기술기관의 주도로 2011년부터 추진된 새로운 북극 연구

기지 건설이 2013년 9월 23일 완료되었다278). 러시아의 사하공화국(Sakha Republic)

은 2011년 8월부터 지역 발전과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북극연구 기지 설립을 추진

해왔다. 2012년 10월 러시아과학아카데미(Russian Academy of Science)와 기지 설

립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1년만에 기지 설립을 완료하였다.

과학기지는 레나 강(Lena River)와 랍테프 해(Laptev Sea) 사이에 위치한 레나 삼

각주(Lena Delta)상의 Samoilovsky섬에 건설되었으며, 기지 명칭은 섬의 이름과 동

일한 “Island Samoilovsky”로 명명, 향후 학제간 연구와 함께 독일, 미국 전문가들

과 국제공동연구도 수행할 예정이다. 2000년부터 Samoilovsky섬에서 공동연구를 수

행하여 온 독일은 물론, 미국·영국·핀란드 등과의 공동연구 수행을 추진중에 있다.

새로 설립된 과학기지는 러시아의 북극남극연구소(Arctic and Antarctic Research

Institute)와 함께 북극해 대륙붕·북극 기후변화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그림. 북극 과학연구기지 “Island Samoilovsky”의 위치

277)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Триллион для Арктики”, 2013. 10. 22.일자 기사(주소 : 

http://www.rg.ru/2013/10/22/arctica.html, 검색일 : 2013. 12. 13).

278) Вести, “В Якутии открылась полярная станция "Остров Самойловский"”, 2013. 9. 24일자 기사

(주소 : http://www.vesti.ru/doc.html?id=1133771&cid=2161, 검색일 : 201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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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해항로 운항 선박의 쇄빙선 호송을 위한 원자력쇄빙선 3척 추가 건조 계획

(2013. 9)

북극해항로 이용 활성화에 따른 향후 항로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러시아는

2020년까지 원자력 쇄빙선 3척을 추가로 건조할 예정이다279). 3척중 1척은 이미 작

년에 건조작업을 착수하여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척은 내년을 시작

으로 건조작업이 시작되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3척의 쇄빙선 제작

을 위해 러시아정부는 2020년까지 약 1천억 루블(한화 약 3조 4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 건조될 3척의 원자력 쇄빙선은 북극해항로 쇄빙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노후된 쇄빙선을 대체할 예정이다. 현재 북극해항로 쇄빙선 지원업무를 독점 공급

하고 있는 러시아 국영기업 로스아톰플롯(RosAtomFlot)社의 북극해 쇄빙선 선단

(Arctic Icebreaker Fleet)에서 현재 총 5척의 원자력 쇄빙선이 북극해항로를 운항중

에 있으며, 이중 2007년 건조된 “50-Let Pobedy”號 이외 4개 쇄빙선은 노후로 인해

2017년을 기점으로 퇴역함에 따라 작년부터 원자력 쇄빙선 최신화를 위한 예산편성

이 진행된다고 알려졌다.

Ⅳ. 결 론

러시아의 북극정책은 자국의 북극지역의 천연자원을 이용하고 북극해상의 항로를

국제적 항로로서 활용함으로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극지역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환경보호 및 안보상의 명분을 내세워 북극지역에 대한 자국의 관할권을 확고히하는

것을 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북극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북

극의 천연자원/항로 등을 이용하고 수산 및 환경보호분야 등 북극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기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연방정부차원에

서는 북극을 이용·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극해 5개 연안국 중 가장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북극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여 북극에서 자국의 지배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러시아 북극정책

기본원칙 2020」이 작성된 2008년부터 북극에 관한 정책이 본격화되었다고 보여진

다. 이러한 움직임의 바탕에는 최근 북극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자국 이익 수호를 명목으로 북극과 관련된 북극해연안국간 혹은 국제사회와의 현안

에 있어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극과 관련된 러시아의 정책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체계

적·종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북극의 현안에 대하여 현재까지는 국가안보/원

279) RosAtomFlot社(러시아 쇄빙선운영 국영기업), “Оргкомитет «Сочи 2014» раскрыл подробности спец

проектов «Северный полюс», «Эльбрус» и «Байкал»”,  2013. 9 13일자 보도자료(주소 : 

http://www.rosatomflot.ru/index.php?menuid=49&date=2013-9-0&newsid=581, 검색일 : 201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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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삶의 질 향항/북극권 환경보존 등의 문제보다는, 북극지역의 개발에 집중된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북극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을 이행해 나아가는데 있어 투입자금확보 및

인프라구축 등은 러시아가 해결해 나아가야 할 과제이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는 직접적인 투자유치는 물론 인프라구축 및 관련 과학기술개발을 위해 필요

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러시아의 북극정책상에 반

영되어 있어, 향후 북극문제를 다루는데에 있어 필수불가결하게 북극해연안국과 함

께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추진해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비연안국으로서 북극문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재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중인 북극이사회에서의 활동 이외에도, 북극이사회 회원국과의 협력관계 구축

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협

력을 필요로 하는 직접투자 및 인프라구축 등에 관한 분야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

로 참여함으로서 북극문제에 관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북극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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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중국의 북극 진출 정책과 전략의 함의와 시사점

1. 서론

중국이 2006년부터 추진하였던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의 옵저버(Observer) 가

입이 2013년 5월 15일 스위스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로서 중국은

비회원국으로서는 북극해의 제반 사항에 권한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는 자격280)을

갖추게 되었다. 북극이사회 옵저버 가입은 중국이 북극에 관련된 자원, 플랜트, 해

상운송, 조선, 수산업 등의 새로운 해양산업 창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

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향후 해빙으로 인해 개항 가능하게 될 북극항로

와 북극자원 개발에 있어 연안국 및 비연안국 들과의 협력적 참여 기회가 확보되었

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북극이사회 옵저버 진출과 북극탐사, 북극해 해빙이 가져올 기회에도 불

구하고, 그동안 중국의 북극전략은 적극적이거나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노력

에서는 가시적이지 않다. Linda Jakobson은 이러한 중국 정부의 “관망 태도(wait

and see approach)"가 이미 국제사회 강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의 지나친 접근이 오

히려 국제사회의 지나친 견제로 이어질 가능성 때문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281).

그렇다면 중국의 북극 전략이 국제사회의 일반적 레짐 형성 혹은 연안국 중심의

주도적 질서 상태를 지속적으로 수긍하면서 움직일 것인가 ? 혹은, 중국의 북극 전

략은 장기적이되 점진적인 그러나 참여 이익에서는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인가? 이

러한 중국의 태도와 관련하여 Francois Perreault와 Caitlin Campbell의 언급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Francois Perreault는 자신의 논문에서 중국은 “북극해 연안국과 비

교하여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으며, 북극에서의 영토주권 주장의 법적 근

거는 없으나, 북극해의 정치, 법적 체계를 결정하는데 있어 그 역할을 확대”할 것으

로 예상한다282). 또한 중국이 “북극해 연안국의 주권에 근거한 주장에 대응하기 위

해 북극해를 인류공동의 유산으로 향유(shared heritage of humankind)되어야 한다

고 주장283)하고, 국제법 또한 해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

장할 것이라고 단언한다284). Caitlin Campbell은 “아직 중국정부로부터 국제사회를

자극할 만한 태도는 보이지 않고 있으나, 중국 학자들은 북극해에 대한 관심과 함

280) 북극이사회의 옵저버 자격을 취득한 중국은 부속기구인 워킹그룹, TF, 전문가 그룹, 북극 이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타의 부속기구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리, 주요 프로젝트의 참관권, 북극 프로젝트 제안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실제 활동기관인 워킹그룹에 상시 참여하여 모든 개발사업의 참여가 가능하게 된

다. 2013년 Kiruna Ministerial Meeting에서 채택된 Arctic Council, Arctic Council Observer Manual For
Subsidiary Bodies(2013), p.90 참조.

281) Linda Jakobson, "China Prepares for an Ice-free Arctic", SIPRI Insights on Peace and Security, No.2(2010),

p.2.

282) Francois Perreault, "Can China Become a Major Arctic Player?", RSIS Commentaries, No. 073(2012), p.1.

283) 중국이 북극지역 심해저 개발의 이익이 세계 각국에 의해 향유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주장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趙潁, “淺析北極所面臨的法律挑戰及其我國的影響”, 海洋開發與管理, Vol.26(3)(2009), p.21 참조.

284) Francois Perreault, "Can China Become a Major Arctic Player?", RSIS Commentaries, No. 073(2012),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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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본격적 행동에 나설 것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적시하고

있다285). 생각건대, Francois Perreault과 Caitlin Campbell의 주장은 중국의 북극전

략이 정부 차원에서는 여전히 모호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나, 그 이면에는 법적인

측면에서 “북극 연안국 및 국제사회와의 지속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동시에 ”연

안국의 일방적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과 국제법적 융통성을 제기“하는

전략적 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결국 중국의 북극진출의 목적과 접근 전략은 향후 북극해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일반적 접근과 레짐 논의의 연계선상에서 언제든지 재고되거나 적극적 행보로 이어

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는 북극해 연안국을 중심으로 한 북극해 레짐 형성과는

무관하게 북극해 환경의 국제적 영향력, 북극해빙이 가져올 항행로 개방 및 극지역

에서의 조선플랜트 산업의 창출 기회, 북극에 매장된 자원 및 수산자원 등은 중국

경제성장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를 위해 무시할 수 없는 경쟁요소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중국 정부차원에서 북극전략에 대한 기본계획은 수립된 바 없음에도 불

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북극에서의 중국의 역할이 상업적, 정치적, 안보적 영역에서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286), 이는 국제사회가 중국정부가 향후 북극의

법적, 정치적 레짐 형성 과정에 개입할 것이라는 의심 혹은 기대와 무관하지 않다

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중국의 북극연구 현황과 정책 백서의 분석을 통해 중국 북극

진출의 목적과 추진 전략을 이해하고, 중국의 북극진출이 갖는 주요 이해 요소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중국정부의 북극관련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

에서 국무원과 국가해양국을 중심으로 수립된 국가해양 정책백서와 함께 중국 정부

의 기금을 근간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의 분석은 중국과 북극전략을 가늠하는 기초로

활용하였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북극 전략 수립에 관한한 유사한 환경(법, 정치)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북극 전략 수립, 북극 진출을 위

한 전략적 협력자 관계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2. 중국의 북극연구와 북극정책

1) 중국의 북극연구 현황

중국의 북극연구는 1996년 북극국제과학위원회에 가입함으로서 본격적 행보를 시

작하였다. 이후 1999년 처음 북극 탐사를 수행한 이래 2003년, 2008년, 2010년, 2012

285) Caitlin Campbell, “China and the Arctic: Objectives and Obstacles”,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Staff Research Report(Foreign Affairs and Energy, 2012), p.3.

286) 예컨대, 李振福, “北極航線的中國戰略分析”, 戰略與決策, Vol.1(2009); 李振福, “中國參與北極航線國際機制的保

障及對策, 中國航海, Vol.32(2)(2009); 趙潁, “淺析北極所面臨的法律挑戰及其我國的影響”, 海洋開發與管理,

Vol.26(3)(2009); 程保志, “當議北極治理機制的構建與中國權益”, 中國與世界(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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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등 총 5차례에 걸쳐 북극 탐사작업이 이루어졌다287).

중국은 2004년 7월 28일 북위 78°55′, 동경 11°56′의 노르웨이령 스발바드 군도

(Svalbard Islands) , 스피츠 베르겐 섬(Spitsbergen Island)의 니알슨(Ny-Alesund)에

처음으로 북극 전진기지인 황하기지(Arctic Yellow River Station, 黃河站)를 설치하

였다288). 황하기지는 중국의 남극 장성점, 중산점에 이어 세 번째로 건설한 극지과

학기지이자, 세계에서는 8번째로 노르웨이 스피츠베르겐 군도에 북극 과학기지를

건설한 국가가 되었다. 황하기지는 2층 건물로서 면적은 약 500평에 이르고, 실험실

과 사무실, 열람휴게실, 기숙사와 저장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인 내지 25인

이 거주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다289).

[그림] 중국 설룡호(XueLong호, 雪龍號) [그림] 중국의 황하기지 전경

중국의 북극연구를 위한 인프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역시 쇄빙선

“설룡호(雪龍號, XueLong호, Snow Dragon)”이다290). 주목할 만한 것은, 설룡호가

2012년 처음으로 북극해 항로를 따라 Barents Sea로 항행하는 데 성공하였는데, 특

히 북극 항행로의 중심(future central Arctic shipping route)으로 칭해지는 직선거

리, 즉 아이슬랜드로부터 North Pole을 경유하여 Bering Strait에 이르는 항행일정을

수행하였다는 점이다291).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가장 짧은

경로는 아이슬랜드로 부터 북쪽으로 직선 거리로 북극해를 가로지르는 항행노선으

287) 인민일보, “中国第五次北极科考队正式成立: 7月2日奔赴北极(중국 제5차 북극탐사대 정식 성립 : 7월 2일 북극

으로 출항)”(2012년 6월 29일)(http://hn.people.com.cn/n/2012/0629/c338398-17192225.html) 참조.

288) 중국의 북극기지인 황하기지 건설에는 약 750만 중국 달러가 투자되었고, 주요 실험실로는 고층 대기물리, 기

상, 해양 및 생태환경 모니터링 실험실 등이 있다. 주로 전지구 기후변화와 영향, 극지지역 공간환경과 공간기상,

극단환경하에서의 생명 과정연구 등을 주요 연구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다. 李志軍, “Cooperation of sea ice

between Norway and China(AMORA Project-KV Svalbard Cruise)", 海岸和 近海工程國家重點實驗室 강의교재

(2011. 5)http://wenku.baidu.com/view/768a1c0e4a7302768e993985.html.

289) 중국 국가해양국 극지탐사사무국(http://www.chinare.gov.cn/caa/gb_article.php?modid=04000) 참조.

290) 설룡호의 명칭은 “설(雪)”은 남극의 빙설세계를 의미하며, “龍”은 중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명명되었다. 설룡

호의 길이는 167m, 폭은 22.6m, 깊이는 13.5m, 최대항속 17.9노트, 지속항해 12,000해리, 선원 128명, 쇄빙능력

1.2m, 배수량 21,000급에 해당한다. http://www.baike.com/wiki/%E9%9B%AA%E9%BE%99%E5%8F%B7.

291) Barents Observer, China boosts Arctic research(2013. 7.7).



- 147 -

관측기지 현상탐사 임무수행근거

황하 월동대 중국 북극황하기지 전리측 관측 국가해양국사업

로, North Pole을 관통하여 Bering Strait에 이르게 된다292). 다만, 북극해 중심부에

있는 두꺼운 얼음을 깨고 항행할 만한 강력한 쇄빙선 기술이 보유되지 않는 한 통

항할 수 없다는 점에서293), 설룡호의 항행은 중국의 북극 연구의 기술적 성과를 보

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중국 정부는 최근 설룡호로는 더 이상 극지연구 확대를

위한 국가적 수요에 충족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후속 쇄빙선 건조를 추진중이

다294). 해당 선박은 탑승인원 90인, 선박 길이 120m, 폭 22.3m, 최대 항속 15일, 약

2만 해리의 속항 능력을 갖춘 선박으로 설룡호 보다 작은 8천톤 급으로 계획되고

있으나, 설룡호 보다 과학적 성능을 향상시킨 전문 극지 쇄빙선이다. 2013년 현재

개념설계를 완료하고, 2014년 진수할 계획이며, 쇄빙능력은 1.5m(+0.2m)에 달한

다295).

중국의 북극 인프라 구축이 점진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는 다르게, 현재까

지 도출된 북극연구는 중국의 북극전략에 대한 공식 의견과 동일한 선상에서 진행

되고 있다. 즉, 황하기지 및 설룡호를 거점 혹은 수단으로 월동대와 하계대가 운용

되고 있으며, 이들의 연구 영역은 주로 기후변화와 생태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예컨대, 2009년에는 총 12개의 연구사업이 수행되었는데,

이중 11개가 하계대, 1개가 월동대가 수행하였으며, 연구 영역은 미생물학, 빙하학

(glaciology), 해양생태학, 기상학, 고공물리학 및 측량학 등을 포함하고 있다296). 그

러나 중국의 북극연구가 환경적 측면에 제한적인 것은 아니다. 2010년 연구사업에

는 “Comprehensive Survey on the Geology and Sedimentary Conditions in the

Middle and Northwest Svalbard, Arctic"297) 등의 사업 수행이 진행되었다는 점 등

은 여전히 자원 부존과 중국의 참여를 위한 사전 조사 성격의 사업도 수행되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중국 북극 황하기지를 활용한 연구형태

292) Report of a working group of the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North Meets North: Navigation and the
Future of the Arctic(Iceland, 2006), p.13.

293) Ibid.

294) Linda Jakobson, "China Prepares for an Ice-free Arctic", SIPRI Insights on Peace and Security, No.2(2010),

p.3.

295) 중국 과학기술부 홈페이지(2009. 11. 24)(http://www.most.gov.cn/gnwkjdt/200911/t20091123_74317.htm); 중

국 新華網(2012. 4. 8); 新浪科技(2012.7.31)(http://tech.sina.com.cn/d/2012-07-31/15507449493.shtml).

296) 中國2011年北極黃河站科學硏究項目申報指南, http://www.doc88.com/p-949523392986.html(2010)참조.

297) 신청서 제안자는 중국지질과학원 지질역학학 연구소 연구자로서, 연구 배경을 요약하면 “북극 석유가스 자

원은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관심을 제고하고 있으며, 중국의 북극 연구가 현재는 환경조사에 중점을 두고 있으

나, 향후 자원문제 또한 중점 추진하여야 할 과제이다. 바렌츠해는 국제적으로 에너지 자원 유망 지역으로 향

후 중국의 석유가스 자원 탐사를 위한 국제협력이 추진될 수 있는 해역중의 하나이다”고 적고 있다. 즉, 중국

의 북극연구 항목 중 자원 역시 조심스럽게 접근되고 있는 항목 중의 하나로 해석된다. 劉建

民,“Comprehensive Survey on the Geology and Sedimentary Conditions in the Middle and Northwest

Svalbard, Arctic”, 申報2010年中國北極黃河站科學硏究項目(2010년 중국 북극황해기지 과학연구사업신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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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

고층 대기 풍속 분포상황 관측 교육부사업

하계대

Svalbard 지구 현대 빙하와 기후변화의

모니터링연구
정기모니터링사업

북극 툰드라 지구 경계층 물리과정과 단

일입자 black carbon aerosols의 관측연구
정기모니터링 사업

북극 황하기지 생태환경모니터링연구
정기모니터링사업, 중국

기상국사업

북극 전리층 환경위성 Tri band beacon

관측
〃

중국의 북극 연구에서 주목할 사항은, 2013년 상해에 설치된 〈중국-북유럽 북극

연구협력센터(China-Nordic Arctic Research Center)〉다298). 상해는 중국 극지연구

소의 소재지 이면서, 극지탐사단의 국내기지이자 XueLong호의 모항으로 북유럽 국

가, 구체적으로는 노르딕 국가들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최적의 장소로 선정되었다.

북극연구협력센터에서는 향후 기후변화 적응과 지속가능한 발전, 동북아와 북유럽

북극지역간 경제협력, 중국과 북유럽 국가와의 북극 전략과 정책적 협력 등을 주요

연구 영역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다. 양자간 협력의 실질적이고 유기적 틀을 제

고하기 위하여 쌍방은 공동연구프로젝트 추진, 정기 회의 개최, 전문가 상호방문,

정보자료 교환, 연도별 보고서 출간 등에 합의하였고, 중국의 극지연구센터와 아이

슬랜드연구센터가 각각 중국 극지전략 연구네트워크와 아이슬랜드 북극연구네트워

크를 기초로 노르딕 국가의 관련 기구 및 조직과 연구협력을 진행하는데 합의 하였

다299). 양자간 합의와 연계하여 중국은 아이슬랜드와 공동으로 아이슬랜드에 오로라

광학관측 및 지자기 관측 플랫폼을 건설하는데 합의 하였다300).

〈중국-북유럽 북극연구협력센터〉의 설립은 양자간 공동연구 추진의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북극전략이 국제적 레짐 형성과 결정과정에의 점진적 참여 의지

와는 다른 적극적 국제협력 혹은 협력 거점의 확보 전략과 연계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중국정부의 북극정책(법제도)

상술한 중국의 북극연구 내용으로 보건대, 중국의 북극에 대한 연구 방향은 과학

조사 영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북극의 자원과 항로 연구에 대한 참여는 상당히 미

298) 중국 新華網(2012. 8.18). 중국-북유럽 북극연구협력센터는 2010년 아이슬랜드 총리의 중국 국가해양국 극지

연구센터 방문을 계기로 추진되었으며, 양국은 북극의 기후변화와 국제항로 개방 등 북극을 둘러싼 문제의 연

구협력에 합의한 바 있다. 中國國家海洋局, “中國氷島海洋領域合作邁出堅實一步”, 中國海洋報(2012. 3. 23). 이

후, 2012년 8월 중국의 제5차 북극탐사대가 아이슬랜드를 방문했을 때, 양자간 사회과학연구 협력 합의서가

체결되었고, 북유럽과의 극지협력을 추진하는데 합의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新華網(2013. 6. 9).

299) 중국 解放日報(2012. 8. 19).

300) 중국정부 홈페이지(http://www.gov.cn/jrzg/2012-08/18/content_2206547.htm, 2012. 8. 18); 중국 京華日報

(2012. 8. 19); 중국 人民日報(201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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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부서규칙

文化部关于同意北京北极星餐饮有限责任公司设立中外合资经营演出经纪机构

的批复（文市函〔2012〕1534号）

文化部关于同意挪威北极爱乐乐团到北京市演出的批复（文市函〔2010〕2269

号）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公告（2009年第41号）: 关于批准对讷河马铃薯、

中国北极蓝莓、南康甜柚、黄龙核桃、秦安花椒实施地理标志产品保护的公告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关于北京北极星保险公估有限公司设立的批复（保监

진한 상태로 분석된다. 그러나 중국은 2007년 러시아의 북극원정대가 2척의 소형

미르호 잠수정을 통해 4천미터 아래 해저에 러시아 국기를 꽂은 행위를 계기로 북

극해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경쟁적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조심스런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평가된다301).

그러나 북극해를 둘러싼 상업적 이용가능성 증대와 국제사회의 쟁론화 움직임과

는 달리, 중국의 북극 전략을 공식화한 문건은 아직 수립된 바가 없다. 중국의 외교

부 차관보였던 胡正跃(Hu ZhengYue)는 2009년 “중국은 북극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302). 그러나 Hu 차관보의 언급은 중국의 북극해에 대한 정

치외교적 접근의 틀이나 적극적 대응전략의 부재를 의미하며, 중국의 북극 연구 전

체에 대한 거시적 혹은 미시적 정책방향의 부재로 해석될 수는 없다.

판단컨대, 중국의 극지 전략은 명확한 법적 근거 보다는 “해양권익”이라고 표현

되는 국가의 해양진출과 해양에서의 이해라는 제도적 접근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다

고 해석된다. 예컨대, 중국의 남북극 관련 법령 현황을 보면, 남극조약 비준에 관한

전인대 상무위원회 결정이 유일하게 법률에 해당되며, 기타의 내용은 모두 국무원

차원의 행정법규이거나 각 부처의 관리 업무에 관한 규칙에 제한적이다. 이는 중국

의 극지 연구의 근거가 별도의 극지 관련 법적 근거를 예상하는 것 보다, 전체 해

양권익 확보를 위한 거시적 방향에서 함께 계획되고 추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극지정책이 “극지”에서의 권익 확보 보다 “해양권익”에 주력하는 것이 중

국의 북극진출이 가지는 외부적 견제요인을 고려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북극해 진출의 전반적 이해 요소가 ‘극지’라는 공간적 범주에 제한적이기 보다는

‘해양’의 총합적 요소와 연계된다는 점, 그리고 극지진출이 중국의 거시적 해양연구

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는 대외적 설득력은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중국의 북극에 대한 전략적 방향 설정과 구체적 추진 시책에 대한 국제사회

및 북극해 연안국 들의 경계심을 고려하고, 북극해 연구역량 강화와 인프라(거점)

구축, 연안국과의 국제협력 강화를 추진하기에는 보다 설득력 있기 때문이다.

[표] 중국의 북극 관련 법령

301) 中國 靑年商旅報, “中國的北極戰略”, (http://www.haijiangzx.com/2012/attention_1012/25727.html, 2012. 10.12).

302) 世界博覽, 地球未來的縮影, 제19기(2009)(http://www.dooland.com/magazine/article_198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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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介〔2009〕163号）

文化部关于同意北京北极冰文化传播有限公司变更《网络文化经营许可证》的

批复（文市函[2004]1326号）

구분 관련 조치

부서규칙

国家海洋局关于发布“中国极地科学考察样品和数据管理办法（试行）”

的通知（国海极字〔2010〕681号）

中国极地科学战略研究基金项目管理办法（2005年12月9日）

中国极地科学战略研究基金章程（2005年12月9日）

[표] 중국의 남북극 관련 관리 조치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극지 전략을 해양전략의 일환으로 이해할 때, 중국의

북극정책 혹은 전략은 주로 해양관련 정책백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통해서 제시되

고 추진되고 있다.

다만, 이중 다수가 북극탐사가 이루어진 1999년 직전에 수립, 추진되었다는 것은

중국의 북극정책이 남극과 비교하여 수동적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

나 이를 중국의 북극정책의 소극적 기조로 단언하거나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북극해 非연안국이면서 1990년대 개혁개방과 경제성장 기조의 국정 운영 과

정에서 북극이라는 외부적 해양 전략을 포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며, 현재의 G2

로 성장한 국제사회에서는 국제사회의 지나친 경계를 완화시키면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우호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중국정부의 북극 접근 정책

이 외부적으로는 (1) 기후변화가 중국에 미칠 영향, (2) 북극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개발로 요약되나, 그 이면에는 북극해가 갖는 자원, 군사, 항행 등의 요소가 함께

내재되어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이라 본다303).

중국의 극지연구에 관한 방향성이 해양정책의 일부로 제기된 것은 1996년 공포된

《중국해양21세기의정(中国海洋21世纪议程)》304)이다.《중국해양21세기의정》은 중

국 해양전략의 기본적 대책 방안의 하나로 국제협력 강화를 중시하고, 이중 “전지

구 해양연구, 해양환경보호, 국제심해저 자원개발과 관리, 극지와 극지역 해양탐사

연구의 국제협력에 참여”를 적시하고 있다305). 구체적 참여 방안은 제10장에서 제시

303) 중국의 북극정책 혹은 전략이 현재 보다는 점진하는 국제사회에서의 global power에 맞춰서 주장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Francois Perreault 또한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하다. Francois Perreault, "Can China

Become a Major Arctic Players?", RSIS Commentaries, No.073(2012), p.1.

304)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홈페이지(http://www.npc.gov.cn/huiyi/lfzt/hdbhf/2009-10/31/content_1525058.htm)참

조.

305) 중국해양21세기의정 제1장의 1. 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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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데 “F. 극지탐사와 평화적 이용”에 관한 단락에서는 중국의 극지정책이

남북극 육지와 해양의 평화적 이용과 환경악화가 전지구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고, 중국의 극지연구가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국제적 협력 강화

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행동근거를 제시하고 있다306). 특히 1995년 처음 시작된

북극탐사의 현황을 고려하여 북극연구의 국제적 협력 및 교류와 함께 과학적 탐사

활동의 적극적 추진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307).

1996년 《중국해양 21세기 의정》과 비교할 때, 중국의 극지 추진계획을 비교적

상세한 적시한 것은 2008년 국가해양국이 제정한《国家海洋事业发展规划纲要 (국가

해양사업발전계획요강)》이다. 이 요강의 제8장은 국제해양사무 관련 사항을 제시하

면서, 국제해저기구 업무와 별도의 극지과학조사에 관한 항목을 설정하고, “남극,

북극에 대한 과학조사를 강화하여 극지에 대한 탐사 범위를 넓히고 세번째 남극 기

지를 설립하며 남극보호구에 대한 연구와 건설을 추진하여야 한다. 극지탐사에 대

한 인프라시설을 강화하여 남극기지에 있어서의 운송지원시스템과 에너지공급시스

템을 형성하며 극지인프라시설연구를 위한 시스템을 설립한다. 극지지역의 기후와

환경변화에 대한 상설적 관측과 모니터링 시스템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남극내륙,

극지해양, 극지공간 및 자원잠재력 등 중점영역에 대한 연구를 전개하여 극지과학

탐사에 대한 국제적 협조 및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08). 동 계획

요강에서는 세 번째 남극 과학연구를 위한 기지 건설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바309), 이는 2009년 곤륜기지(昆侖站)310) 건설로 구체화 된 바 있다. 다만, 북극에 대

한 언급은 ‘극지’로 총괄 언급되거나 구체적 추진 목표를 확보하고 있지는 않다.

중국의 북극정책이 국가 차원의 거시계획에 반영된 것으로는 중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계획요강(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纲要)(이하

‘12·5 요강‘)(2011~2015)”이 있다. 12·5 요강 제14장 제2절은 해양종합관리 강화 목표

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중 극지에 대하여 ”해양종합조사와 측량업무를 강화하며, 극

지와 대양 과학조사활동을 적극 추진한다(加强海洋综合调查与测绘工作，积极开展极

地、大洋科学考察)“고 적시하고 있다311). 12·5 요강 역시 ’극지‘ 전반에 대한 언급과

구체성은 담고 있지 않으나,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발전계획으로 해양관련 기본계획

의 근간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13년 국무원이 발표한《전국해양경제발전 12차 5개년 계획(全国海洋经济发展十

二五规划)》은 제4장 제1절(해양어업)을 통해 “어업자원 증식 방류사업을 적극적으

로 전개하고, ……. 대양을 넘는 어업의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대양성 어업을 개척

306) 중국해양21세기의정 제10장의 F.절의 행동근거(10.57~10.61) 참조.

307) 중국해양21세기의정 제10장의 F.절의 행동근거(10.65~10.69) 참조.

308) 국가해양사업발전계획요강 제8장 참조.

309) 국가해양사업발전계획요강(2008), 칼럼 6 참조.

310) 곤륜기지는 중국이 남극 내륙에 건설한 첫 번째 기지로서 정식 명칭은 “중국남극곤륜기지”이다. 위치는 남위

80도 25분 01초, 동경 77도 06분 58초이며 해발 4087m에 위치하고 있다.

311) 중국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 요강 제14장 제2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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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대양의 어장환경과 어황 속보 등에 대한 예측예보 능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자원 및 새로운 어장의 조사와 탐사를 강화하며, 극지 해양생물자원의 이용을 안정

적으로 추진한다”고 적시, 주로 어족자원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312). 그러나 국

무원의 2013년 계획은 2003년의 계획313)과 비교할 때, 극지를 대상으로 한 사업과

자원 가능성을 언급하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여전히 국가 전략적 해양경제

의 축으로 언급되지는 않고 있다는 한계는 있다.

반면, 2013년 중국 국가해양국이 발표한 《국가해양사업발전 제12차 5개년계획(国

家海洋事业发展“十二五”规划)》은 제13장 제2절을 통해 “국제해역 자원조사와 극지

탐사”에 대한 독립된 장을 두고 있다. 제2절에 의하면 중국의 북극 정책은 “북극

해역환경에 대한 종합적 탐사를 실시한다. 극지 과학조사와 연구를 심화시키고, 빙

천과 해양, 대기, 지질 및 지구물리, 대기 등에 대한 기초영역의 과학연구를 중심으

로 추진한다. 극지생물자원 조사와 이용연구를 강화하고, 극지 미생물 유전자원의

수집과 응용평가를 추진한다. 북극 항로의 이용조사와 연구를 강화하고 관련 영역

에서의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한다. 극지 관측체계를 완비하고, 남북극 종합조사의

상시화를 추진한다. 남극보호구역 건설과 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한다.”고 하

고 있다314). 또한 구체적 탐사능력 구축을 위해 “극지과학탐사와 보장능력을 제고하

고 남극에 신 기지를 건설하며, 남극 전용 비행기(Fixed-wing aeroplane)를 구축하

며, 극지탐사를 위한 육지운송장비 능력제고, 극지탐사 쇄빙선 건조공사 시행, 매년

200일 이상의 극지탐사 시간 확보” 등을 추진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315).

중국의 북극전략이 제시된 비교적 최근 백서는 《중국 극지탐사 十二五발전계획

(中国极地考察“十二五”发展规划)(이하, “12·5극지계획”)》이다.《12·5극지계획》은 중

국 극지탐사사업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데, 이중 “남북극 환경

종합평가 조사와 자원 잠재력평가”를 중점 연구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

국의 중장기 북극 전략과 일정한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기타 연구항

목으로는 극지의 전지구 기후와 환경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중국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기후변화와 재해 저감예방 능력 제고, 극지 관련 지역에서의 석유가스, 생

물, 기타 자원의 잠재력 평가와 연구, 미래 이용가능성과 방법 탐색 등을 포괄하고

있다316).

그러나 중국의 상술한 일련의 북극정책은 여전히 ‘전략’ 혹은 ‘기본계획’이라기 보

다는 ‘연구영역 혹은 방향’ 설정에 제한적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 백서의 내용 역시

중국 북극전략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나친 경계심을 고려하였다는 측면에서는 이해

312) 중국 전국해양경제발전(http://www.gov.cn/zwgk/2013-01/17/content_2314162.htm) 제12차 5개년계획 제4장 참

조.

313) 国发〔2003〕13호.

314) 《전국해양경제발전 12차 5개년 계획》 제13장 제2절 참조.

315) 《전국해양경제발전 12차 5개년 계획》 제13장 제3절 참조.

316) 中國 經濟日報, 十二五：我国极地考察进入新的发展时期(십이오 : 중국 극지탐사가 새로운 발전시기로 진입하

다)(http://www.ce.cn/xwzx/gnsz/gdxw/201108/02/t20110802_22580886.shtml, 201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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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다만, 북극해 진출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기본적 국가적 견해

조차 설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중국 북극연구 관련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에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고무적인 것은, 중국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북극에 대한 전체적 계획이 수립되어

야 할 시기라는 점에서는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진 듯 하다. 그리고 그 계획은 북극

관련 업무가 중국의 다양한 부처 업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각 부처 공

동의 전반적 통합계획(一盤棋)이어야 한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317).

중국의 북극정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의 북극전략과 진출의 민감성에

대한 평가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북극진출을 위한 적극성 요구

는 정부와 학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잠재적 경제

가치와 군사적 가치 등의 측면에서 중국의 북극 투자가 어느 정도 적극적이어야 하

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며, 이는 북극해 연안국 및 국제사회

가 G2로 성장한 중국에게 가지는 견제 이유와 동일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

한 이유로 중국의 북극 정책 및 역량 강화에서 관리정책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

며, 이는 자칫 불필요한 오해가 중국의 북극 수혜 전략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 기인한다.

3. 중국과 북극의 주요 이해관계

중국의 북극이사회 옵저버 진출 이후, 중국 대표단 단장이었던 GaoFeng(高風)은

중국의 북극 진출이 북극의 이해와 북극의 보호,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한다고

북극 진출 이유를 제시한 바 있다. Gao는 중국의 북극진출이 북극 연안국과 비교하

여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북극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자연과학, 정치환경, 법적

환경 등 방면에서 북극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북극은 자연

조건에 민감하여, 환경 및 자원 등 영역에서 북극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바, 이는

중국 기후에 대한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과 북극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전제가 된다

는 점에서 접근 동기를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는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국제

사회의 이익과 부합하고, 중국과 국제사회는 북극개발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진행

되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318).

1) 북극 자원과 중국 경제

중국이 북극 진출을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중의 하나는 북극지역에 매장된

317) 中國經濟週刊, “外交部官員: 北極不是無主之地”(http://news.sina.com.cn/c/sd/2013-05-21/040327179009.shtml(2013

년 5월 21일).

318) 中國經濟週刊, “外交部官員: 北極不是無主之地”(http://news.sina.com.cn/c/sd/2013-05-21/040327179009.shtml(2013

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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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발 자원(untapped energy resources)에서 찾을 수 있다. USGS 보고에 의하면,

북극지역에는 전세계의 미발견 석유와 가스가 약 22%(약 4,120억배럴)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전통자원 외에 석탄층 메탄가스(CBM)과 가스하이드레이트

(Gas Hydrate), 오일셰일(Oil Shale) 등 비전통자원도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

고 있다319). USGS에 의하면, 북극에는 전세계 미발견 가스와 석유를 각각 약 30%

와 13% 정도 매장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가스가 석유보다 약 3배 높게 부존된

것으로 보고 된다320).

그러나 이들 자원의 약 90%는 연안국의 관할해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321)에

서 중국과 같은 비 연안국들에게는 North Pole을 향한 국제적 “gold rush"형 접근

보다는 필히 북극해 연안국과 무역적 거래 혹은 협력을 통해 진행322)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북극 항로와 중국

북극해 항로는 크게 북서항로(Northwest passage)와 북동항로(Northeast Passage,

혹은 Northern Sea Route로 칭해짐)를 말하는데, 이들 항로는 북극해의 해빙에 따

라 상업적 활용성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무역 조건을 개선시킬 요소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북동항로를 이용할 경우 중국은 러시아의 경계를 따라 Bering

해협으로부터 Nova Zemlya까지 항행하는데, Malacca 해협과 Suez 운하를 통하는

경로 보다 약 6400km 단축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해양대학교의

郭培清(GuoPeiQing) 교수는 “국제무역의 근간을 변화시킬”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

다323). Guo의 평가를 논하지 않더라도, 북동항로의 이용은 Malacca 해협과 Aden만

을 경유하여야 하는 중국 상선들의 해적으로 부터의 위협과 1000%까지 상승한(2008

년-2009년 사이) 보험료 등을 고려한다면324),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교통요충지로 부

상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북극해 항로를 활용하는 문제는 항행 거리 단축과 안전 확보를 위한 반

대 급부로 수반되어야 할 과제는 많다. 예컨대, 북극해의 극한대를 항행하기 위한

319) 이중 천연가스(47조㎥)와 천연가스 액화물(440억 배럴)이 78%를 차지하며, 석유는 약 900억 배럴에 달한다고

한다. Bird, Kenneth J. et al., "Circum-Arctic resources appraisal: estimates of undiscovered oil and gas north

of the arctic circle", USGS Fact sheet(US Geological Survey, 2008), pp.1-4. 이대식 외 3인, “북극개발의 기회와

대응”, CER Information 제892호(2013), p.9에서 재인용. Ernst ＆ Young Global Oil ＆ Gas Center, "Arctic Oil

and Gas", No.0205(2013), pp.2-3.

320) Donald L. Gautier et al., "Assessment of Undiscovered Oil and Gas in the Artic", Science, Vol.324(2009),

p.1175.

321) Ernst ＆ Young Global Oil ＆ Gas Center는 USGS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전체 북극해 자원 중 러시아가 절반

이상의 부존량을 보이고 있다. 이중 천연가스 지원에 대하여는 러시아가, 석유자원에 대한 평가는 미국(Alaska)

이 보다 많은 부존량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rnst ＆ Young Global Oil ＆ Gas Center, "Arctic Oil

and Gas", No.0205(2013), p.3.

322) Francois Perreault, "Can China Become a Major Arctic Player?", RSIS Commentaries, No. 073(2012), p.2.

323) Caitlin Campbell, “China and the Arctic: Objectives and Obstacles”,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Staff Research Report(Foreign Affairs and Energy, 2012), p.6.

32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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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건조 기술과 항행 기술 확보를 위한 소요 비용, 북극해 연안국이 국내법에 따

라 부과하고 있는 과도한 도선비용과 쇄빙비용 등이 그것이다.

4. 결론

상술한 내용으로 보건대, 중국의 북극 전략에 관한 정부정책의 외형적 방향은 기

후변화대응과 북극의 이해를 통한 지속가능한 이용과 발전에 국한된다. 다만, 북극

해 항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하여는 과학조사와 함께 상업적 활용 가능성 및 시기를

둘러싸고 가시적 로드맵을 예상하고 있는 등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면, 북

극 진출의 직접적 이해라고 평가되는 군사, 자원개발 참여를 둘러싼 중국 정부의

적극성과 접근은 가시적으로 표명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향후 국제적 논

의와 레짐 형성 과정에서 중국의 주도적 역할론이 부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전자가 비교적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실현된다는 한계가 있는 것에 비하여,

후자의 사항들은 북극해를 둘러싼 연안국과 국제사회 간의 타협이 필요한 사안이라

는 차이점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사회 및 북극해 연안국과의 북극 레짐에 대한 일단의 이해가 형성되

거나 갈등이 가시화 되지 않는 한, 중국의 북극전략은 북극해 연안국과의 국제협력

강화, 현지 거점을 중심으로 한 점진적인 항로 및 자원 연구 강화 수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사료된다. 단, 중국의 북극 접근과 전략적 추진 방향은 향후 북극해 연안국

의 항로 관리 혹은 통제정책, 관할권 확장 정책과 연계하여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대응 방향으로 전환될 여지는 여전히 있다고 판단된다. 북극해가 가지는 자원 가치

와 상업적 이용 가능성의 절대성은 국제사회의 이익 보다는 북극해 연안국들의 보

수적인 이해 확보 노력을 중심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극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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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이 “국제사회 이익 확보”라는 대의 명분과 거시적 연대 대응의 세력으로 군집되

어 북극 관련 레짐 형성의 주도권을 확대할 가능성 또한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중국의 북극 참여 전략은 장기적 측면에서 수행해 온 북극권 연안국과 개

별적 협력 외에, 비 북극권 중심의 국제사회와의 유기적 연대로 문제를 국제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북극 전략의 방향성 설정을 둘러싼 중국의 고민은 많은 학자들의 정책 건의를 통

해서도 충분히 나타나는데, 예컨대 중국의 ZhaoYing 박사는 북극지역이 주변국가에

의해 분할되는 형국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325). WangXiuYing 교수는 러시아의 해저 깃발 행위가 야기한 북극 연안국의

권리확장이 중국의 주는 영향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임을 경고하고, 국제사회가 다자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건의하고 있다326). 즉, Lida

Jakobson의 평가와 같이327), 중국정부의 북극전략 부재가 사실 이미 강대국으로 성

장한 중국의 공식적 북극 진출 전략이 야기할 국제사회의 지나친 견제를 고려한 조

치라는 점은 이해되나, 향후 북극 추진 전략의 적극성과 방향설정이 북극해 자원과

항로, 군사적 측면에서의 중국 참여 기회와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관망” 자

세가 장기화될 수는 없다는 중국 내부의 고민을 반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이 북극해 관련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문제의 국제화 혹은 非연안국

과의 연대 강화를 한다는 견해는, 중국의 최대 이해 요소인 “자원”과 “항로” 참여

기회가 여전히 북극해 연안국과의 협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서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북극이사회 옵저버 가입 조건이었던 “북극

에서 북극 국가들의 주권,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인정(recognizes Arctic States'

sovereignty, sovereign rights and jurisdiction in the Arctic)”328)하는 것과 같이 非

북극해 연안국이 갖는 지리적, 법적 한계와 무관하지 않다. Hu 외교부 차관보가 기

후변화와 국제적 항로 문제가 연계된다는 점에서, 북극해를 “지역적 이슈(regional

issue)”이면서도, “지역간 이슈(inter-regional issue)"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북극해 연안국의 대륙붕 연장이 인류공동유산인 심해저와의 균형을 확보하여야 한

다“고 강조하는 것 역시 중국의 수세적 국면을 반영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물론

郭培清(GuoPeiQing)은 “북극 문제는 지역적 이슈가 아닌 국제적 이슈다”라고 중국

의 국제적 주도권 강화를 주장하고자 하나, 그의 견해 역시 UN CLCS(대륙붕한계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는 북극해 해저의 약 88%가 북극해 연안국의 관할권 내에

편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 자원에 관한 한)중국의 고민을 해결할 수는 없다.

325) 趙潁, “淺析北極所面臨的法律挑戰及其我國的影響”, 海洋開發與管理, Vol.26(3)(2009), p.21

326) 王秀英, “國際法視野中的北極爭端“, 海洋開發與管理, Vol.7(2007),pp.14-19.

327) Linda Jakobson, "China Prepares for an Ice-free Arctic", SIPRI Insights on Peace and Security, No.2(2010),

p.2.

328) 북극이사회 의사규칙 Annex Ⅱ, Criteria for admitting observer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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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http://www.chinare.gov.cn/caa

주소：北京复兴门外大街1号 (우편번호：100860)

전화 : (010)68047750 FAX: (010)68012776

Email : lmxia@soa.gov.cn

홈페이지 : http://www.pric.gov.cn

주소：上海浦东金桥路451号 (우편번호：200136)

전화 : 021-58712101/58718663 FAX：021-58711663

Emain : connect@pric.gov.cn

즉, 북극해의 미개발 자원의 약 84%는 연안국 관할권 내에 부존되어 있으며329), 특

히 다수는 북극해 연안국의 합법적 관할 범위인 EEZ 내에 위치되어 있다고 평가되

기 때문이다330).

결론컨대, 중국 학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북극해 전략은 북극해 非연안

국으로서 갖는 한계를 고려한다면, “국제법적 한계” 내에서 추진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이때의 국제법적 한계는 북극해 非연안국이 안고 있는 한계이며, 북극해

항로의 법적 성격과 관할권 확장을 둘러싼 국제법적 해석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이

는 중국의 북극전략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중국의 북극해 이익 참여를 위한

국제관계 추진 원칙과는 충돌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조용하나 지속적 협력과 참여

확대의 방향으로 추진될 것임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가정 역시 중국이 언제까지

수동적 역할에 만족할 것인가 하는 상시적 의문은 북극해 연안 5개국 주도의 정치

적 및 법적 구조의 형성과 결정, 군사전략적 팽창이 연계되는 한 지속적으로 제기

될 것임은 배제할 수 없다.

□ 중국의 주요 북극정책 관련 기관 홈페이지

1. 국가해양국 극지탐사사무실(Chinese Arctic and Antarctic Administration)

2. 중국 극지연구센터(Polar Research Institute of China)

329) Bird, Kenneth J. et al., "Circum-Arctic resources appraisal: estimates of undiscovered oil and gas north of

the arctic circle", USGS Fact sheet(US Geological Survey, 2008), p.4.

330) Linda Jakobson, "China Prepares for an Ice-free Arctic", SIPRI Insights on Peace and Security, No.2(2010),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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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우리나라의 북극정책과 추진방향

제1절 우리나라 북극정책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 극지정책에서 주지하여야 할 사실은 남극진출과 북극진출이 갖는 목적성,

그리고 그 추진 방향은 달라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남극진출의 목적은 향후

(1) 엄청난 매장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남극대륙에서 남극조약 체제 이후 경

쟁적으로 시작될 자원에 대한 확보 전략, (2) 이를 위한 남극조약 체제 내에서의 발언

권 강화에 있다.

따라서 남극진출 전략에 있어서 전지구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영향 등의 문제

를 제기하기에는 그 직접적 연계성이 적다. 설령 그 영향은 있을 지라도, 남극에서의

환경적 영향이 전지구 순환을 통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

된다는 점에서 남극 진출의 목적성과 연계시켜는 정책 혹은 접근은 수정될 필요가 있

다. 남극은 육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반면, 북극의 해빙 혹은 환경변화는 직접적으로 한반도의 사회경제적, 혹은 순수한

의미의 환경적 측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북극의 기후변화

가 한반도 전체에 대한 생물상 등의 식생(植生), 동물의 거주형태, 주변 어족자원의 부

존형태 등에 영향을 줄 것이며, 결국 이는 우리 국민의 생활상에 직접적 요소로 작용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우리나라 북극 진출의 우선적 목적이 북극 기후변화가 한

반도에 미치는 환경변화 예측과 대응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북극 레짐을 둘러

싼 국제사회의 접근과 해석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국가 정책적 방향은 적어도 ‘북극’이

라는 공간적 장소가 ‘자원개발’ 혹은 ‘군사안보적’ 요인에 따라 대립적 ‘점화(點火)’의

핵(核)으로 상승하는 것을 견제하는 객관적 견제 혹은 조정력을 형성하는 틀에서 이루

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더욱이 남극과 달리 ‘해양’을 대상으로 하는 북극은 UNCLOS 질서가 적용된다는 점

에서 연안국의 관할권 주장 및 200해리 외측에 대한 대륙붕연장이 추가로 확정되어야

한다. 이는 북극을 둘러싼 각국의 이해 요소 다수가 연안국의 관할권 범위 내에서 접

근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극지점을 중심으로 항해 이용 가

능성은 있으나, 이는 현재적 갈등 구조와 달리 국제적 규범을 통한 환경적 요소가 강

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즉, 우리나라의 극지정책을 논하는데 있어서 연안국 외의

극지 해역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일정한 한계, 혹은 논의 실익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정책적 방향성과 그 강도를 조율할 필요는 있다. 국제적 대립 구도를 주도할

것인가 혹은 주변적 참여 수준에서 최소화 할 것인가에 대한 선행 논의가 필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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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만일, 북극 레짐에 대한 극단적 기능을 강조할 경우란 어떠한 단계를 말하

는가. 예컨대, 북극의 전인류적 가치, 그리고 북극해가 단순한 연안국의 지역해가 아닌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각 ‘지역해’간의 연계적 정책을 고려하여 접근되고 국제사

회 공동의 가치를 위해 연안국 중심의 개발, 혹은 군사적 대상으로부터 유보되어야 한

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서 그 주장의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우리나

라의 북극 정책이 북극 연안국 들에 대한 “개혁적” 역할, 그리고 북극해 非연안국 들

에게 던지는 중요한 ‘북극 레짐의 재구축’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이루는 것으로 방향

이 형성되어야 한다.

과연 우리나라의 북극정책이 이러한 틀로 갈 수 있는가 ?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

리가 주도할 아무런 실익이 없다. 상술한 바와 같이 북극해를 둘러싼 갈등 구조에서

우리가 갖는 이해란 전지구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영향, 북극해를 통한 항로 이용,

자원개발 참여, 극한해역에서의 활동 안전을 위한 선박과 플랜트 기회 등으로 대별된

다. 이중 첫 번째 기후변화에 대하여는 갈등 구조와는 전혀 다른 순응적 연구와 북극

행위에 대한 전반적 행위를 막기 위한 국제적 규제수단을 갖추는 것으로 양극화되는

정책이어야 하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순응적 연구로 충분히 접근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극해를 통한 항로이용과 자원 개발 참여는 정부측의 환경적 연구 노력과 함께

북극을 둘러싼 연안국과의 민간(기업) 교류 활성화라는 실무적 접근이 보다 실질적이

기 때문이다. 즉, 이는 국제사회 모두에게 주워진 기회이면서도 극지 연안국과 국방안

보 등 민감요소가 상대적으로 덜 한 우리나라의 현재적 입장을 유지 할 필요가 있으

며, ‘관’의 접근과 달리 민간기업의 비즈니스적 접근은 공격적 형태로 유지되는 것 역

시 전혀 이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표] 요소별 우리나라의 주도 가능성과 대응방향

순응
적극 대응 요소(근거)

소극 적극

전지구 기후변화
○ 전지구 기후변화의 한반도 식생(사회경제)에 직접영향

극지의 인류공동유산 개념 확대 + 강한 환경규범 적용

자원개발 ○ 민간적극 + 정부의 연안국 협력

북극항로이용 ○ 환경적 접근

선박/플랜트 ○ 산업 및 민간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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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 우리나라의 북극진출 기회 요소를 자원, 항로, 조선/플랜트, 기후

변화 연구 등으로 볼 때 자원, 항로는 현재 경제성과 추진 실익이

미약함. 조선 및 플랜트는 IMO와 북극연안국의 기술수요와 기준

에 따른 산업화에 선별 대응

□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영향을 모니터링하여 사회문

화적, 경제산업적, 자원군(어족 등) 변화요소에 선제 대응하고, 북

극의 개발과 보전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거시적 손익을 분석, 연안

국과의 국제협력 혹은 개발 중심의 북극체계를 국제사회의 문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논리 개발이 요구됨

발제

요약

❍ [관리] 북극해는 북극이사회를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단일거버넌스

가 확립되지 않은 관계로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형태로 접근이 이루

어지고 있음

❍ [갈등] 북극해는 UNCLOS의 적용대상으로 연안국 관할권이 과도하게 확장

될 경우, 非연안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반론에직면, 갈등이복잡화될 가

능성이 있음. 또한 연안국이 섹터이론에 근거하여 배타적 권리 행사를 주도

할경우, 심해저/공해축소로국제적갈등심화가능성있음

❍ [접근] 북극 연안국들은 추진 정도는 다르나, 자원, 안보, 항로개발을 중

심으로 북극을 새로운 기회의 거점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非연안

국들은 연안국과의 영역별 협력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

❍ [영역별 제언] : 자원개발은 러시아와 노르웨이가 주도하고 있으며, 우

리나라는 직접참여보다 지분참여와 수입선 다변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

이 합리적임. 북극항로는 자원물류 중심으로 하는 해운비지니스 기회와

함께 북서항로(캐나다측) 가능성 고려 필요. 조선/플랜트 산업의 경우 극

지 선박시장에 대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며, 수산자원의 경우 북극해에

서의 어업금지 문제 등 보수적 조치 가능성에 신중접근이 필요

제2절 우리나라 북극 정책 추진 방향

우리나라의 분야별 북극정책의 추진방향과 현황에 대하여는 세미나 결과로 대체

하고자 한다.

1. 세미나 요약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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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자는 북극해 관련 주요 논점으로 (1) 북극이사회에서 우리의 역할

은?, (2) 공해와 심해저 문제에 대한 논의 실익이 있는가?, (3) 북극해

항로의 국제항로 인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가?, (4) 한반도 주변해역에

서 안보적 시각 필요한가?, (5) 북극 연구개발 분야에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한가?, (6) 북극해 항로를 감안한 투자 및 정책 추진 필요한가?, (7)

Polar Code 규정 강화가 국익에 이로운가?, (8) 북극해로부터 안정적이

고 의미있는 자원도입 가능한가?, (9) 북극해에서 수산자원의 확보 가능

성이 있는가?, (10) 국내 제도기반 구축이 북극해 협력추진에 필요한가?

등에 대한 내부적 검토 필요성과 정책결정시 반영할 것을 제기

북극

정책

제언

❍ [북극진출의 목성성과 타당성 도출] 우리나라 북극해 진출의 목적은

(1) 기후변화와 북극해 해빙에 따른 한반도 영향을 모니터링, 변화하는

환경(동식물 군상/사회경제적 생활상 변화 포함)에 대응하고, (2) 북극

의 상업적 활용(자원, 항로, 산업)가능성과 북극해 이용에 따른 위해요

소(군사안보)에 대응을 위한 발언권과 협력기반을 확보하는데 있음

❍ 북극해를 둘러싼 레짐과 해양갈등과 관련하여, 북극해 갈등(경계획정)

구조는 해결되는 기조에 있으나, 전략적 가치에 따라 갈등은 재확산될

가능성이 농후함. 우리나라는 북극 진출 방법과 진출 기회가 연안국을

통한 접근에 제한적일 것임을 고려, 북극연안국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

면서, 동시에 북극 레짐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연안국 대 비연안국 혹

은 연안국의 북극에 대한 배타적 권리주장과 강화에 대한 非연안국간

협력 대응 논리, 북극해를 지역해의 문제가 아닌 지역해간 문제(전지구

적 문제)로 확대) 논리를 개발할 필요. 특히, 국제사회의 북극진출이 우

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개발과 보전의 측면에서 손익분석을 한

다음, (1) (북극개발 기회측면)연안국과 국제협력 강화 및 국제적 규범

형성 대응, (2) (북극개발 손실측면)북극의 전지구적 관리대상 강조 및

국제사회 관리 논리 이론 강화의 측면을 함께 연구할 필요

❍ 북극해 자원(에너지, 수산)과 관련하여, 세계 에너지자원 수급은 당분간

안정화 추세로 평가, 북극자원 확보는 시급성이 없음. 우리나라는 에너

지 수급의 패턴을 고려하여, 주요 사업에 지분참여 혹은 기술적 요소를

포괄 고려한 접근 방식이 요구됨. 수산자원은 현재 북극해에서 충분히

조업중인 바, 향후에는 러시아 등과 합작을 통한 수산자원 확보정책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정부에서는 해역별 주요 어종 포획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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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덕박사

(KMI)

□ “북극해 진출과 개발에 관한 문제진단”이라는 주제로 발표함

❍ 북극해는 1950년대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는 군사안보적 가치

를 가지고 있었으나, 냉전이 와해되면서 지역내 협력이 태동

하기 시작함

정보를 파악, 포획가능어종과 북극해 수산정보 구축과 같은 과학적 연

구로 수산자원 확보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북극해 운항의 해운 및 물류와 관련하여, 북극항로는 여전히 안전과 운

임 측면에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잠재적 후보군의 입장에서 접

근할 필요가 있음. 해운물류업계 역시 벌크와 선박운송화물, 컨테이너

등의 접근을 고려할 수 있으나, 벌크는 직항 시장가치가 없다는 점, 선

박운송은 가격경쟁력이 없다는 점, 컨테이너는 중간기항성이 낮다는 점

과 정시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격적 진출 가능

성은 낮다고 판단됨. 즉, 현재 정책방향에서 무리한 북극진출 보다는 분

야별 중장기적 R＆D 수행, 및 북극관련 국제 레짐 형성 경과를 고려하

여 국가 시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북극해를 운항하는 항행안전과 관련하여, IMO가 추진중인 Polar Code

의 제정 방향에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개발측면에서는 북극해 모

니터링을 통한 항행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사전 북극해 환경정보시스템

구축 연구, 방제장비 개발 등 북극해 진출과 국제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 필요(KIOST)

❍ 북극해 진출 및 접근 방법과 관련하여, (1) 북극 원주민과 문화 등에 대

한 인문사회적 연구를 병행, 북극 연안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북극 기

반의 정착성 연구 방법을 제언하며, 북극권과 우리와의 문화적 연계성

은 충분히 연구가치가 있음. (2) 북극연안국(특히, 러시아)와의 프로젝트

기반 협력 뿐 아니라, 한중일 삼국(필요시, 싱가폴, 대만, 북한 참여 유

도)의 북극 공동 프로젝트 역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2.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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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이후 결빙해역의 감소로 지역중심의 경제협력이 확대

되었고, 2020년 이후는 협력될 것인지 혹은 냉전이 재현될 것

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이러한 논란 속에서 해빙감소와 자

원개발이 패러다임 다양화

❍ 북극 거버넌스 특징

- 단일 거버넌스 체제 부재, 협력과갈등 가능성 공존, 북반부 중위도의 정

치경제적 지위

❍ 북극환경보호전략(AEPS)를 바탕으로 설립된 북극이사회는 1996년 오

타와선언을 통해 창설되었고, 북극의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 때 군사안보문제는 논의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현재 8개 회원국, 6개 영구참여그룹, 12개 옵서버 국가, 9개 옵서버

국제기구, 11개 NGO로 구성되며, 2년마다 각료회의 전원합의체로

의사결정

❍ 북극이사회 강화를 통한 지역중심의 리더십이 강화되고 있고, 환경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자원개발에 간접적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음.

또한 북극 개발에 대한 기본방향을 신중으로 전환 중이며, 안보문제

에 대한 논의는 제외되어 있으나, 대테러대책 합의 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음

❍ 유엔해양법협약에서 북극을 다룰 수 있는 조항은 제234조로 동 조항

은 연안국에게 연중 대부분 덮고 있는 얼음의 존재가 항해에 장애나

특별한 위험이 되고 해양환경이 중대한 피해나 혼란을 가져올 수 있

는 경우, 배타적경제수역의 결빙해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

을 방지, 경감, 통제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집행할 권리를 부여

하고 있음

- 유엔해양법협약과 북극은 갈등의 소지가 많음. 내수/영해/EEZ 등 해

양경계획정, 도서영유권, 항행, 북동항로/북서항로 지위, 국제해협 지

위, 등 유엔해양법협약과 북극 연안국 전략과 갈등 요인들이 존재함

- 특히 대륙붕 한계 연장과 관련하여 새로운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섹터이론 적용시 심해저가 대폭 축소되는 바, 이는 비연

안국과 비북극권과의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음. 공해에서도 연안국 주

도의 의사결정이 우려되고 있는바, 공해 수산자원에 대한 모라토리움

논의 중에 있음

❍ Polar Code

- MSC 및 MEPC에서 채택되면 이에 따라 IMO 관련 협약들도 제정

혹은 개정이 이루어 질 것임. 또한 보호구역 논의도 IMO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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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으로 보임

- 그 밖에 어선 등 소형선박에 대해서 논의가 확대되고, 친북극형 선박

및 장비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국가별 북극 전략을 살펴보면 미국의 최대 관심은 안보임. 안보를

우선 대응하면서 경제활성화 조치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의 경우 북극 자원개발과 항로확보를 통해 재도약 기회를 마련

하고자 함

- 캐나다는 북극의 새로운 강대국으로서의 입지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

으며 안보 및 환경조치를 우선적으로 하나 원주민 경ㅈ활동을 지원하

기 위해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활동도 확대

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노르웨이는 자원 기반의 경제구조 유지를 위해 북극 개발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

- 덴마크(그린란드)는 향후 북서항로 및 광물자원 개발의 신거점으로 등

장 가능

- 비연안국인 중국의 경우 조용하게 정치적 활동을 하는 반면, 적극적으

로 경제협력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제2쇄빙선 건조, 연구

협력센터 확충 등 종합적인 북극진출 기반을 착실히 마련하고 있음

- 일본은 과학연구를 대폭 강화하는 가운데 경제분야는 에너지 협력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음. 또한 러시아와는 자원협력, 미국과는 안보협력

을 강화하면서 과학, 경제 및 안보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지리적, 환경적, 사회경제적 연계성을 감안한 정책이 마련

되어야 함

❍ 분야별 진단

- 자원개발 : 러시아,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석유, 가스개발 캐나다 및 그

린란드를 중심으로 광물자원 개발이 당분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 우

리는 직접적인 개발참여보다는 지분참여와 수입선 다변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

- 북극해 항로 : 자원물류 중심의 새로운 해운 비즈니스, 북서항로 가능성

동시 고려필요

- 조선/해양플랜트 : 극지용 선박시장에 대한 경쟁력 확보 방안이 추진

되어야 함

- 수산 : 북극해 연안국을 중심으로 중앙 북극해에서의 상업적 어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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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이방용박사

(극지연구소)

❍ 북극권 환경변화에 따른 조기경보 장치, 북극해 대

륙붕의 석유, 가스부존, 항로개발과 이에 따른 경제

성 부각으로 북극 연구 수요 증가

❍ 우리나라의 북극연구는 1999년 일본 지질조사소 오

호츠크해 해양연구에 참여하면서부터 시작됨

- 2000년대 들어와서 Pan-Arctic 연구를 시작하였는데

2000년, 러시아와의 공동조사, 2002년 북극다산과학

기지 개소, 2003년 오호츠크해 가스하이드레이트 프

로젝트를 수행하였고, 2011년에는 환북극 관측 거점

및 환경변화 연구를 수행 중임

❍ 우리나라 극지연구 인프라 현황

- 2개 남극기지(2014년 완성예정인 장보고기지 포함)

- 북극다산기지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신

중한 접근이 필요

- 연구개발 : 신규 옵서버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대폭 확대 예상

❍ 과제별 논점

1. 북극이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은?

2. 공해와 심해저 문제에 대한 논의 실익이 있는가?

3. 북극해 항로의 국제항로 인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가?

4.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안보적 시각 필요한가?

5. 북극 연구개발 분야에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한가?

6. 북극해 항로를 감안한 투자 및 정책 추진 필요한가?

7. Polar Code 규정 강화가 국익에 이로운가?

8. 북극해로부터 안정적이고 의미있는 자원도입 가능한가?

9. 북극해에서 수산자원의 확보 가능성이 있는가?

10. 국내 제도기반 구축이 북극해 협력추진에 필요한가?

3. 토론(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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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온호

- 인력 250명 정도

- 남북극연구 투입 예산(인프라포함) : 1000억정도

❍ 과거 10년전까지만 해도 극지연구에 대해 의문시 하

였으나, 북극이사회 옵저버 자격을 획득한 이후 7개

부처 범정부 북극정책 수립 중이며 기초과학측면에

서 발판마련 후 정책적으로 정부주도로 리드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

❍ 왜 북극을 연구해야 하는가?

-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북극진단, 예측 등 국제공

동연구 필요, 우리나라도 국제적 연구에 동참

- 지형학적으로 북극 환경변화가 우리나라에 영향(기후

등)을 미침

-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보호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관련 기술개발, 이를 통한 국제사회에의 기여

양찬수박사

(KIOST)

❍ 북극의 이용과 활용

- 해운 : 안전운항 정보이용문제, Polar Code 강제화

추세. 그러나, 효과적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은 전무

- 수산 : 어장정보, 특히 해빙에서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세계 쿼터안에서 안전하게 정확한 지점에서

최대한 수확 할 수 있는 기술 준비 필요

❍ 북극이사회 관련 토론 등에서 나오고 있는 의견 중

하나가 정책이 앞서고 기술개발에 대한 고려가 낮다

는 것임. 정책과 기술개발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또 다른 키워드는 환경과 안보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

다는 것임

❍ Polar Code 제정이 논의 중에 있는데, 이는 다른

IMO 협약과는 달리 사회과학, 이학, 공학 등 융복합

적 기술개발 통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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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ar Code의 규범화가 완료되어 매뉴얼화 되면, 이

는 선박안전을 담보할 공식적 승인 필요한데, 이는

단순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 부분, 실시간

운항 중 환경 예측 가능한 기술이 필요함

❍ 북극 이용, 활용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우리

나라 위성을 활용한 기술개발 적극 추진 필요. 다행

히, 현재 우리의 위성 수준은 북극권 어느 국가보다

우월하며, 경쟁력과 함께 북극 연안국들과의 협력체

계 구축시 양호한 조건으로 제시될 수 있음

유승훈교수

(서울과기대)

❍ 우리나라는 200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북극연구를 시

작하여 약 13년 정도의 북극연구 역사를 가지고 있

음. 초기 연구단계를 거쳐 10년이 지난 지금 북극연

구개발 분야에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함

❍ 이를 위해 현재 수행하고 있는 북극관련 연구사업·

투자 등에 대하여 경제성 평가 등의 가치평가를 우

선적으로 수행해 나아가야 할 것임

류종성교수

(안양대)

❍ 북극연안국을 자극시키지 않으면서 접근하기 위해서

는 북극권 원주민, 문화 등 인문사회적 연구도 함께

수행되어져야 함

❍ 빙하가 녹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 해빙으로

인해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한랭기류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향후 수년 내에 한반도는 엄청

난 추위를 겪게 될 것임

조용갑박사

(KIMST)

❍ 유빙, 쇄빙선 4-5노트 운항문제

❍ 2020-2030년 사이 운항 본격화 예상

❍ R&D 관점에서 선박 설계에 대한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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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양희철박사

(KIOST)

❍ 북극 진출과 관련하여, 국제법적인 측면 그리고 해양관할

권 확장과 연안국간 접근, 북극 진출의 기회 요소로 보건

대 현재의 우리나라 북극정책은 상당한 완급조절이 필

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북극접근이 이루어져야 한

다는 측면을 보고하고자 함

❍ 북극진출의 가능성과 기회 확대에는 연안국간 해양

관할권(경계획정) 해결이 환경적 변화의 하나임 : 관

할권 획정 문제는 해결되고 있는 추세

- 미국-러시아 1996년 경계획정 체결(미비준)

- 러시아-노르웨이 2010년 경계획정 해결

- 한스아일랜드 섬 문제도 어느 정도 양국간 합의가 진

행되고 있음

❍ 러시아 확장 대륙붕에 대한 연장신청을 한 바 있고,

반려된 상황이나 향후 예의주시 필요. 일부국가 역시

관련 자료를 준비중임

❍ 북극 진출의 자원 요소 중, 연안국의 UNCLOS에 근거한

관할권 선포(경계획정시) 북극 부존자원의 약 80-90%는

연안국 관할권 내에 위치하게 됨. 만약, 연안국 자원 진출

기회를 얻는다고 하여도 그 대상이 북극이라는 점은 환경

적 요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규범 요구에서 자유롭

지 않음. 예컨대,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이

미 20여년간 심해저 자원개발에 참여하고 있음. 단,

개발단계에 직면할수록 환경단체를 비롯한 국제사회

의 환경부분 개입에 대한 국제해저기구의 기능적 역

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북극에서 보

다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

❍ 개인적인 견해로, 우리의 북극진출의 가장 핵심 이유는 전

지구기후변화 연구를 통해 직접적 영향을 받는 한반도의

대응을 선제적으로 연구하자는 것임. 즉, 우리입장에서는

진출 기회요소가 제한적인 개발 중심으로 나갈 것인지,

혹은 개발 지양적인, 즉 환경적 측면 접근하도록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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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제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책적 연구와 판

단이 있어야 할 것임

❍ 각국의 관할권 관련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북극자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법적 레짐 형성, 관할권

분쟁 문제의 확대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북극 진출

의 기회가 현재의 평가와 같이 긍정적 측면만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음. 이는 우리나라가 자원으로

접근할 경우 한계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음

❍ 국내에서 수립되는 극지전략에 대해서 전략에 대한

표현은 조심스럽게 써야 함. 중국의 경우 공식적으

로 북극전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데, 이는 북극

연안국의 경계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임. 우리나

라도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함

❍ 우리나라 등 북극 비연안국은 북극 진출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이는 북극연안국을 통

해서 접근이 가능함. 따라서 북극연안국과의 국제협력이

필요하나, 동시에 북극 레짐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연안국

대 비연안국 혹은 연안국의 북극에 대한 배타적 권리주장

과 강화에 대한 非연안국간 협력 대응 논리, 북극해를 지

역해의 문제가 아닌 지역해간 문제(전지구적 문제)로 확

대)하는 문제에 대한 논리 개발 필요

자원

김남일박사

(에너지경제

연구원)

❍ 금일 발표에서 논점으로 지적된 “북극해로부터 안정

적인 가원도입 가능성”과 관련하여, 에너지자원 부분

에 대한 현황과 우리나라의 진출전략을 말씀드리겠음

❍ 북극해에는 전세계 미개발 자원의 22%, 특히 가스의

경우 30%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원 다

변화를 추진해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음. 그러나 최근 세계 에너지 자

원시장은 셰일가스·오일의 개발 활성화로 기존 석유·

가스 자원의 수급은 안정화되어 장기적인 에너지자원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어 북극자원 확보 문제가 시급

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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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지역의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국가는 러

시아임

- 자원개발에 있어 북극해연안국 중 가장 활발하게 활

동하고 있음

- 국영기업 중심의 개발사업, 정치적 영향력 등으로 프

로젝트 추진에 있어 타 서방국가들과는 다른 경향을

보임

- 해상광구 개발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외국기업과 협

력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캐나다는 세일가스 생산 증가로 북극지역 자원

개발 유보중

❍ 북극지역의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전략은

- 冬高夏低의 에너지자원 수요패턴 및 수급상황 등을 고

려하여 야말 LNG사업과 같은 자원개발사업 진출 타

당성을 검토하여야 함

- 고비용의 사업구조, 다소 폐쇄적인 러시아의 수출정책

과 같은 제도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직접적인 지분참

여와 같은 방법 이외에도 해양플랜트·선박 수주, 북

극해항해 기술 습득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포괄적 접

근방식이 필요함

이광남소장

(수산정책연구소)

❍ 금일 발표에서 논점으로 지적된 “북극해에서의 수산

물 확보 가능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명태의 99%는 러시아

産으로, 북극해인근의 베링해에서 잡고 있음. 북극

의 주요어종은 명태를 비롯하여 가자미, 넙치, 대구

등 흰속살생선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 등의 국

가에서도 수요가 많은 어종임

❍ 이와 같이 북극해에서는 현재 활발하게, 충분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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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활동을 하고 있음. 다만, 북극해의 범위를 어디까

지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입장에서 북극해에서의 수산물 확보에 관

해 가장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

임. 러시아는 어획량할당제도(TAC)를 실시하고 있

는 국가로, 러시아쪽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합

작의 방향으로 수산자원을 확보해 나아가야 함

❍ 북극해에서의 수산물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당 해역의 어종별 포획량 등 구체적인 data를 확

보할 수 있도록 상업적인 관점에서의 현황 파악이

급선무임

- 현재까지 북극해 해역에 관한 수산정보는 극히 제한

적인 실정임

- 현황 파악에 있어 어류자원조사 등과 같이 과학적으

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 현황파악에 관한 연구 추진을 통해 향후 집중 포획

가능어종에 대한 연구 추진 등 체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야 함

해운/물류
신승식교수

(전남대)

❍ 최근 북극은 신산업·신시장으로서의 기대감이 집중되

고 있음. 북극을 바라보는 입장에 있어 해운·물류분

야에서는 새로운 통항로 중 하나로 바라보고 있음

❍ 북극항로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초반 TKR/TSR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 것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음.

TKR/TSR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지 25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오지 않은 것과 마찬

가지로, 북극항로 문제 또한 단기적인 성과를 도출하

기 위한 움직임보다는 잠재적 후보군으로서 사업가

능성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임

❍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북극에 대한 논의에서는 대부

분 북극항로에 대한 논의가 빠지지 않는 등 북극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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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척에 관하여 해운·운송분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

고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북

극항로 진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아직까

지는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안전 : 북극항로 운항을 위해서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선박안

전에 대하여 입증된 것은 없음. 향후 지구온난화가

계속 진행되어 북극항로상의 유빙문제가 일정수준정

도 해결된 이후에나 안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운임 : 컨테이너화물의 경우 운항 중간 환적을 통해

cost down으로 수익을 확보하고 있으나, 북극항로는

극동과 유럽간 환적할 수 있는 화물이 없는 상태임.

벌크화물의 경우 러시아의 석유·가스 등의 자원을 수

송하는데에 북극항로를 이용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는 운임과 자원가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여짐

❍ 북극항로 이용에 있어 해운/물류부문에서는 단기간

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해

당 분야에 대한 R&D를 꾸준히 수행하는 등 중·장기

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윤희성상무

(해운물류)

❍ 해운·물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북극항로에 대해서

업체의 입장에서는 본격적인 진출에 대해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입장임

- 유럽·극동을 잇는 북극항로는 자원수송이 주가 되는

벌크의 경우 유럽·극동 양측 모두가 자원소비국으

로 직항 시장가치가 없는 점, 선박운송화물의 특성

상 가격경쟁력을 가지기 힘든 점 등을 지적할 수

있음

-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정시성 및 예측가능성을 최우

선시로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북극항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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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만 운항할 수 있기 때문에 계절적 제한이 따

르며, 중간기항성이 낮아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힘든 점 등을 지적할 수 있음

-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북극항로는 단기간내

의 이용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선적항으로서의 활용과 관련하여, 앞서 언급된 야말

LNG 프로젝트 사업에 필요한 물자수송 등 제한적

인 분야에서만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박범식전무

(P&I)

❍ 해운·물류분야에서는 북극에서 새로운 화물이 창출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북극해항로 이용의 활성화

가 결정될 것이라고 판단됨. 특히 해상보험 입장에서

북극항로는 새로운 항로로서 보험요율 정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이 화물 확보량임

❍ 화물확보와 함께 필요한 사항은 북극의 환경보호와

관련된 사항임. 북극지역은 아주 높은 수준의 환경

보호를 필요로 하는 초청정 해역으로 해상보험의

보험요율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 그

러나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수준에 대한 평가가 아

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해상보험의 경우

선박운항에 관한 구체적인 data를 확보한 이후에야

본격적인 사업착수가 가능해짐. 향후 해운분야에서

북극해항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

적인 방안과 추진전략 등을 마련하기 위해 해상보

험분야를 포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

해 나아가 할 것임

인문사회
윤명철교수

(동국대)

북극권 주민과 문화

❍ 북극권의 의미는 무엇인가? 북극해만을 의미하는지

툰드라까지 포함되는지 등 북극권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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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북극군도 자연환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

문에 자연환경에 대한 접근을 통한 연구가 필요함

❍ 북극에 대한 접근방법은 자연자원, 인간자원 및 주

민 문화 등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

❍ 북극권 전체에 대한 자연환경, 주민의 연관성, 신앙,

문화, 우리나라와의 연관성 등을 연구하면 북극 진

출 접근 시 용이할 것으로 생각됨

❍ 북극자원으로는 해양자원 뿐만 아니라, 하천에서의

수산자원과 삼림자원도 포함되어야 함

노영재교수

(충남대)

❍ 북극권 주민 우리나라와 혈연적, 문화적 관계가 깊음

❍ 북극권 개발로 인해 원주민들의 삶이 망가지고 있는

데, 즉 어로활동, 수렵 등으로 생활하고 있던 원주

민들이 일용직으로 전락하고 있음

❍ 북극 개발의 부정적 측면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임

❍ 해양적 측면에서 지구온난화 관련 그린란드 대빙원이

녹으면서 생각보다 많은 해수면 상승을 일으킴. 이로

인해 컨베이어 벨트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써 심해

밀도가 높은 물의 축적이 감소하게 됨. 컨베이어 벨

트가 언제 깨질 것인가에 대한 초미의 관심인데 조만

간 깨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얼마 전 발생한 20세기 가장 강력한 태풍 하이옌은

순간최대풍속 380km/h인 수퍼 태풍으로 태평양에

서 발생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함

❍ 태평양이 과거보다 0.5도 수온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이같은 수퍼 태풍이 발생하는 것임

❍ 북극의 해빙은 과거 할 수 없었던 지역에 대한 모니

터링을 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기회일 수 있으나 기후변화 등 인류에게는 재앙임

임수환박사 ❍ 북극 문제는 냉전 이후 자원확보·안보 등의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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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전

략연구소)

있어 북극권 국가간의 이익의 대립이 발생하면서부

터 본격화되었다고 판단됨. 북극이사회 또한 이러한

국가간의 이익대립을 상호간에 견제하기 위한 결과

로서 설립되었음

❍ 동아시아 문제가 동아시아 국가 이외에 인근국가들

과의 문제로 진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북극문제 또

한 북극해연안국간의 문제에서 이해 당사자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됨

❍ 전 세계적으로 서구문명에 의한 제국주의를 극복해

내고 선진국으로서 성장한 국가는 한·중·일 등 동아

시아 국가 밖에 없음. 세 나라의 역량은 서구사회에

서도 경계하고 있는 점으로, 미국·러시아·캐나다·북

유럽국가 등 서구문명으로 둘러쌓여 있는 북극권에

서의 문제 또한 3국에 대해 경계할 수 있는 문제임

❍ 자원개발 등 북극의 이용에 관한 분야 뿐만이 아닌,

원주민 습성 연구 등 북극과 관련된 인문사회분야

의 연구 또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향후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러시아 등의 북극연안

국과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북극진출 방안을 지속

적으로 추진해야 함

우평균교수

(한양대)

❍ 러시아의 북극관련 프로젝트는 러시아의 다른 중·장

기 프로젝트에 비해 강력한 추진의지가 돋보이는

분야임. 특히, 푸틴 대통령 취임 후 프로젝트 추진

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 적극적

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러시아와의 협력증진을 통해 북극관련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함으로서 북극에서 활동 할 수 있는 여건

을 조성할 수 있음. 특히, 정책적인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이러한 참여에 있어 한·중·일이 공동으로

러시아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노력과 함께 북극

을 진출하는 이유, 목적 등을 연안국은 물론 국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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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적극 표명할 수 있는 북극진출 논리를 개발하

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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