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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바다는 지구 표면의 71%를 덮고 있고, 지구상 생명체의 80%를 포함

하며 전 세계 산소 공급의 70%를 공급한다. 지구 생태계의 불가결한 
요소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에너지 수요를 위하여 막대한 양의 기름이 
바다를 통하여 운송되고 있다. 운송 도중 해양에 유출된 기름은 공공
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어업피해 등 재산적 손해를 가져올 뿐만 아
니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다. 또한 그 피해가 국경을 넘
어 확산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유류오염피해에 대한 국제
적 공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채택되었다.

국제해사기구(IMO)1)는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
의 국제협약을 제정하지 않고 발생빈도와 규모의 심각성에 따라 순차

* 한림대학교 법행정학부 조교수, 법학박사
1)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이하 ‘IMO’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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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국제협약을 제정해 왔다. 이 중에서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피
해의 배상을 위한 국제협약으로는 ‘1969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
책임에 관한 국제협약(1969 CLC)’2)과 ‘1971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국
제보상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1971 FC)’3)이 채택되었다. 전자는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규정
한 것이고 후자는 하주인 정유회사의 분담금으로 국제유류오염보상기
금4)을 설립하여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초과한 손해에 대하여 일정 금
액까지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1969 CLC와 1971 FC에 대하여
는 각각 1992년 개정의정서와 2000년 개정의정서가 채택되었으며 2003

년에는 1992 FC에 대한 개정의정서5)가 채택되었다.6)

미국은 1969 CLC와 1971 FC에 대한 1984년 개정의정서 작업에 참
가하였고 동 개정의정서는 미국의 비준을 발효요건으로 예정하고 있었
다. 그러나 1989년 미국 역사상 최악의 해양오염사고로 기록된 엑슨 
발데즈(Exxon Valdez)호 사고 이후 CLC ․ FC에 의한 유류오염피해의 구
제는 미흡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의회는 위 협약의 비준
을 승인하지 않았다. 결국 세계 최대의 기름 수입국인 미국은 1990년 
2) 1969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이하 ‘1969 CLC’이라 한다.
3) 1971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이하 ‘1971 FC’라 한다.
4)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 이하 ‘국제기금’ 또는 ‘기금’

이라 한다. 국제기금에는 1971 FC에 의하여 설립된 1971 기금, 1992 FC에 
의하여 설립된 1992 기금 그리고 최근 2003년 추가기금협약에 의하여 설
립된 2003 기금이 있으며 1971 기금은 체약국의 탈퇴로 1971 FC가 폐지됨
에 따라 해산되었다. 우리나라는 1992 국제기금의 회원국 중에서 분담금 
지급 순위에서 제3-4위를 차지하고 있다. 

5) Protocol of 2003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1992. 이
하 ‘2003 추가기금협약’이라 한다.

6) 1992년 개정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1969 CLC를 ‘1992 CLC’라 하고 
1992년 개정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1971 FC를 ‘1992 FC’라 한다. 현재 
1969 CLC와 1971 FC는 폐지되고 1992 CLC와 1992 FC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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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 유류오염법(OPA)7)을 제정함으로써 독자적인 법체제를 형성
하였다. OPA는 유류오염손해 배상에 대한 사법적 규정 이외에 국가관
리계획, 이중선체요건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와 벌금에 관한 
공법적 규정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8) 또한 사후적 손해배상에 대한 일
부 법률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협약과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CLC ․ FC에 의한 국제배상제도는9) 성립 후 약 135건의 유류오염사
고를 처리하면서 피해자의 구제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현재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100여 개국의 주요 유류 수입 국가들이 CLC ․ FC에 가
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CLC ․ FC에 가입하고 이를 국내법적으로 수
용한 유류오염손해배상법10)을 제정하였다. 또한 선박소유자와 국제기
금에 의한 이중전보제도를 취한 동 협약 체제는 그 후 채택된 환경오
염 관련 협약에도 본보기가 되었다. 그러나 CLC ․ FC 체제는 많은 긍
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최
근 발생한 스페인의 프랑스의 에리카(Erika)호 사고, 스폐인의 프레스
티지(Prestige)호 사고, 한국의 허베이 스리피트(Hebei Spirit)호 사고 이후 

7) Oil Pollution Act. 이하 ‘OPA’라 한다.
8) OPA는 9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각 당사

자의 각종 책임, 그에 대한 방어방법, 자연자원의 복구에 관한 사항, 외국 
당사자나 책임당사자에 의한 배상, 책임당사자 간의 상호책임관계 등에 관
한 일반적 내용과 더불어 유류오염신탁기금(Oil Spill Liability Trust Fund)
의 설정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은 기존에 존재하던 각종 법률에 대한 개
정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3장은 국제적인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에 관한 
미국연방의회의 입장을 표명하고 민사책임협약과 국제FC의 수용을 천명하
고 있다. 제4장은 유조선의 안전수칙에 관한 내용과 이중선체요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5장은 알래스카의 프린스 월리엄 사운드에 관한 특
별규정을 담고 있다. 한편 제8장은 ‘1973년 알라스카 횡단 파이프라인 수
권법’에 대한 소급적인 개정 내용을 담고 있고, 나머지 제6장, 제7장, 제9
장은 모두 유류오염신탁기금에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다.

9) 이하에서는 1992 CLC와 1992 FC 및 이들에 대한 2000년 개정의정서, 그
리고 2003년 추가기금협약으로 구성된 국제유류오염 배상제도를 편의상 
CLC ․ FC 체제 또는 협약 체제라고 칭한다, 



156❘환경법과 정책 제3집(2009. 11)

협약 체제에 대하여 실체적 그리고 절차적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
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가 수용한 국제협약 체제의 
성립과 배상절차를 개관한 후 그 주요 내용을 미국의 OPA와 비교 검토
함으로써 향후 유류오염에 대한 국제배상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Ⅱ. 유류오염에 대한 국제배상제도11)

1. CLC ․ FC의 성립
(1) 1969 CLC 및 1971 FC의 제정 경위

1967년 토리 캐년(Torry Canyon)호 사고의 발생으로 당시 모든 해사
채권에 적용되던 1957 책임제한협약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유류오염사
고만을 규율하는 국제협약을 제정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그 결과 1969

년 11월 UN의 정부간해사협의기구(IMCO)12)와 국제해법회(CMI)13)의 

11)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피해의 배상은 오염물질과 유출 선박의 종류에 따라 
각각 적용되는 국제협약이 다르다. 첫째,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은 오염물
질이 유류인 경우와 기타 유독 ․ 위험물질인 경우로 구분된다. 유류 이외의 
유독 ․ 위험물질에 의한 오염손해에는 ‘1996년 유독 ․ 위험물질의 해상운송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보상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in Connection with the 
Carriage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by Sea 1996; 이하 ‘HNS’
라 한다)이 적용된다. 둘째, 유류에 의한 오염은 다시 유출 선박 및 유출
유의 종류에 따라 적용 규범이 달라진다. 유조선으로부터의 지속성 유류 
유출에 의한 오염손해의 배상에는 1969 CLC와 1971 FC 및 이들에 대한 
개정의정서가 적용된다(유조선으로부터 비지속성 화물유가 유출되어 발생
한 오염손해에는 HNS 협약이 적용된다.). 유조선 이외의 선박으로부터 연
료가 유출되어 발생한 오염손해에 대해서는 2001년 ‘연료유의 유출에 따른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Bunker Oil Pollution Damage, 2001)이 적용된다.  본 논문은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 사고 중에서 가장 피해 규모가 큰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
를 규율하는 CLC ․ FC 체제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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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로 1969 CLC가 성립되었다. 1969 CLC는 정유업계로부터는 지지
를 받았지만 선박소유자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표출되었다. 

선박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엄격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책임한도액을 1957

년 책임제한협약의 2배로 인상한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것이었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대형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사고가 대규모화하
는 경향에 비추어 볼 때 1969 CLC의 책임만으로는 그 구제가 불충분
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름의 해상운송이
라는 근본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정유업계에게도 책임의 일부를 부
담시킬 목적에서 1971년 FC가 채택되었다. 1969 CLC와 1971 FC의 성
립으로 유조선에 의한 해상유류오염에 관한 사법적 구제(私法的 救濟)

의 기본 체제가 국제적으로 마련되었다.

(2) 주요 특징
1969 CLC와 1971 FC는 유류오염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

여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내용을 도입하였다. 그 후 수차례 개정이 있
었으나 협약의 기본 내용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  주요한 특징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인 불법행위법에서 인정되는 과실책임주의의 원칙이 아
니라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상관없이 책임을 귀속하는 무과실책
임을 인정하였다. 둘째, 종래 해사법상 원칙으로 자리 잡은 선박소유자
의 책임제한제도를 인정하면서 그 책임제한액을 일반 해사채권에 대한 
선주책임제한협약에 비하여 상당히 인상하였다. 셋째, 선박소유자에게
만 책임을 집중시킴으로써 사고 발생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 예를 들
어 용선자나 선박관리회사 등을 상대로 한 청구를 차단하고 있다. 넷
째, 선박소유자의 1차적인 책임 이외에 일정한 요건하에 국제기금에 
의한 2차 보상을 인정하고 있다.14) 다섯째, 유류오염 손해배상의 실효
12) International Consultative Organization.
13) Committe Maritim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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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톤수 이상의 선박에 대한 강제보험제도
를 도입하였다.  

(3) 1992 개정의정서
1984년 미국의 협약 체제에의 가입을 전제로 1969 CLC와 1971 FC

에 대한 개정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의 다수의 장애 
요인으로 비준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결과 1984년 개정의정서는 발
효되지 못했다.

1992년 개정의정서는 1984년 개정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미국
의 비준 없이도 동 의정서가 발효되도록 발효요건을 완화하였다. 1992 

개정의정서에 의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1969 CLC와 1971 FC

에서의 책임한도액을 인상하였으며 둘째, 손해의 급박한 위험을 제거
하기 위한 방제조치비용과 영해 이외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손해를 오염손해에 포함시켰으며 셋째, 화물유를 산적한 유조선 이외
에 공선 항해 중인 유조선과 겸용선의 경우를 적용 대상 선박에 포함
시켰다.

2. CLC ․ FC 체제에서의 최근 동향
(1) 2000년 개정의정서

14) 국제기금은 CLC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선박소유자 또는 재정보증자가 전액을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오염
손해가 CLC에 규정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피해자
에게 보상책임을 부담한다. 여기에서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
지 않는 경우란 구체적으로 선박소유자에게 CLC에서 인정된 면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선박소유자 및 재정보증자가 전액을 배상하지 못하
는 경우란 주로 선박소유자가 무자력으로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와 
보험에는 가입하였으나 보험계약상 보험자가 면책되는 경우를 말한다. 국
제기금이 오염손해를 2차적으로 보상하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마지막 
사유로서 피해자들의 총 손해액이 CLC에 규정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
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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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에리카호 사고의 총 손해액이 1992 CLC와 1992 FC에서의 
총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영국의 제안에 의하
여 IMO 제83차 법률위원회는 2000년 10월 과거의 사고경험, 물가상승
률 및 보험업계의 영향과 같은 일정한 증액 요소를 검토한 후(1992 

CLC 제15조 제5항 및 1992 FC 제33조 제5항), 1992 CLC와 FC의 책임
한도액을 각각 50. 37% 인상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동 의정서가 
2003년 11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선박이 총톤수 14만 톤 이상인 경우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는 8,977만 SDR로, 국제기금의 책임한도는 선박
소유자의 책임한도액을 포함하여 2억 300만 SDR로 각각 인상되었다.

(2) 2003 추가기금협약
2000년 CLC와 FC의 개정으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배상금은 상당

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에리카호 사고와 프레스티지호 사고 등 일련의 
주요 유류오염사고를 겪은 후 국제사회는 현행 국제 체제만으로는 대
규모 오염사고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배상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에리키호 사고에 따른 대책을 발표하면서 유럽위원회는
(European Commission) 유럽연합 내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사고의 피해
액이 1992 CLC ․ FC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유럽기금15)을 설립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에 대하여 국제적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영국이 반대함에 따라 IMO 내에서 새로운 국제협약을 채택하
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2002년 프레스티지호 
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2002년 개정의정서에 의하여 인상된 보상한도액
을 상당히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새로운 협약 체결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었다. 그 결과 2003년 5월 2003년 추가기금협약이 채택되었으
며 동 협약은 2005년 5월부터 발효되었다.16)

15) The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in European waters.
16) 현재 가입국은 OECD 가입국들로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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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기금협약은 정유업계의 분담금으로 만든 1992년 국제기금 위에 
추가기금협약에 가입한 국가에 한하여 또 다른 제3의 기금(Supplemen-

tary Fund)을 만드는 협약이다. 기금에의 분담금은 역시 일정량의 유류
를 수령한 정유업계가 부담한다. 동 협약에 따르면 1992 CLC ․ FC에 
의한 최고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유류오염손해가 보충기금의 체약국 영
역에서 발생한 경우 보충기금은 1992 CLC ․ FC에서의 보상한도를 포함
하여 최고 7.5억 SDR(약 1조 2000억 원)까지 보상한다.

(3) 1992 국제기금 작업반에 의한 개편 논의
1992년 기금 총회는 2000년에 제3차 작업반(the third Intercessional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CLC ․ FC에 의하여 수립된 국제배상제도의 
적합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초기의 주요 의제는 CLC ․ FC의 개정절차
조항의 개정, 2000톤 미만 선박의 강제보험 도입, 유류 수령량 미제출
국가에 대한 제재 방안, 선박의 정의 규정 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에 나타난 문제점이었다. 그러나 2003년 추가기금협약이 채택된 이
후에는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선주와 하주의 책임 분담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였다. 왜냐하면 2003 추가기금협약의 제정으로 그 균형
이 깨어졌기 때문에  2003년 추가기금협약의 체약국을 중심으로 선주
의 부담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국제협약의 배상 구조를 개편하여야 한
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선·하주의 책임 분담 불균형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2004년 및 2005년 상반기까지 국제기
금의 작업반을 통하여 제시되었다. 그러나 현행 국제협약의 핵심인 책

일본, 노르웨이,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이태리, 그리스, 오만, 영국, 네
덜란드, 사이프러스 등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추가기금협약에 가입하
지 않았으나, 2009년 5월 27일 개정된 유배법에 추가기금에 대한 피해자
의 청구에 관한 조항을 추가함으로서 장차 이에 가입할 것을 전제하고 있
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정유업계 등을 비롯한 관련자들과의 간담회와 
추가기금협약 가입 타당성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추가기금
협약 가입여부에 관한 내부 방침을 금년 말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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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구조의 변경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아서 작업반 회의에서 치열한 
논란이 계속되었다.

국제기금의 제10차 총회에서 협약의 개정에 대한 찬반 논의가 계속
되는 동안 국제 P&I 그룹은 선주와 하주간의 재정적 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개의 자발적 협정인 ‘소형유조선유류오염손
해보상협정(STOPIA)’17)과 ‘유조선유류오염손해보상협정(TOPIA)’18)을 기
금 총회에 제안하였다.19) 국제 P&I 그룹의 이러한 제안은 다수의 체약
국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고 2005년 기금총회는 결국 현행 국제협약의 
개편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선주와 하주의 책임 분담의 불균형 
문제는 국제 P&I 그룹에서 제안한 자발적 협정, 즉 STOPIA와 TOPIA

로 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4) STOPIA와 TOPIA 
STOPIA는 추가기금협약 체약국의 영역에서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29,548톤 미만의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1992 CLC에 따른 
책임보다 높은 2000만 SDR까지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  P 

& I 그룹 회원사간의 자발적 협정이다. 그 후 2006년 국제 P & I 그
룹은 이 협정을 1992 FC 체약국에 확대 적용하기로 국제기금과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다. TOPIA는 모든 크기의 유조선을 대상으로 추가기
금협약의 가입국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충기금이 배상한 액수의 50%를 
국제 P&I 그룹이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17) Small Tanker oil Pollution Indemnification Agreement. 이하 ‘STOPIA’라 
한다.

18) Tanker oil Pollution Indemnification Agreement. 이하 ‘TOPIA’라 한다.
19) STOPIA와 TOPI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목진용, “2003 추가기금협약 가

입 및 유류오염손해보상체제 개편논의에 대한 대응방안”, ｢한국해양수산｣, 
2005, 53-5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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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LC ․ FC에서의 보상금 지급
(1)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과 국제기금에 의한 보상금 지급

유류오염손해가 체약국에서 발생한 경우 오염손해의 피해자는 CLC

에 따라 선박소유자에게 1차적으로 배상을 받고, 그 책임한도액을 초
과하거나 선박소유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FC에 따라 국제기
금으로부터 2차적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런데 CLC에 의하면 2000톤 이
상의 산적유류를 화물로 운송하는 선박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
에 가입하거나 은행보증 또는 국제보상기금(International Compensation 

Fund)20)에서 교부하는 증명서와 같은 재정 보증을 유지하여야 한다
(1969/1992년 CLC 제7조 제1항). 강제보험 적용대상 선박이 아닌 경우
에도 그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에 부보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
이다. 따라서 실제로 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대
해서는 보험자가 분쟁해결의 전면에 나서게 된다. 보통 보험자는 선박
소유자가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인수하는 선주책임상호보험조
합21)(P&I 클럽)인 경우가 많다. P&I 클럽이란 선박에 의한 선박소유자
의 책임을 서로 담보하기 위한 일종의 선주책임상호공제조합이다. 우
리나라의 많은 선박소유자들이 영국의 여러 P&I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 P&I 클럽이 창설되었다.

국제기금은 피해자들의 총 청구액이 CLC에서 정한 선박소유자의 책
임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2차적으로 책임을 진다.22) 따라서 선박소
20) 여기에서 말하는 국제보상기금은 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수하는 역

할을 하는 국제적 조직을 말하며, FC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금과는 다르다.
21) Protection and Indemnity Club. 이하 ‘P&I 클럽’이라 한다.
22) 국제기금은 총회, 집행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총회는 국제FC 체약

국 전체로 구성되며, 분담금 징수액의 결정, 사무국장의 임명 및 집행위원
국의 선출 등 운영 전반에 걸친 사항을 의결한다(1992 FC 제17조, 제18
조). 집행위원회는 국제기금의 가입국 중 총회에서 선출된 주요 15개국으
로 구성되는 기관으로, 사무국의 지도 감독 및 오염손해의 보상청구에 대
한 지급 여부를 심의 ․ 결정한다. 사무국은 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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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가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고 그 절차가 종료되어 책임제한기금이 
청구인들에게 배상된 후에야 국제기금이 각 청구인들에게 보상할 금액
이 결정될 수 있으므로 이론상으로는 먼저 선주의 책임제한절차가 종
료되어야만 국제기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상으
로는 청구인들의 재정적인 곤란을 덜어주기 위하여 일단 책임제한절차
가 개시되면 국제기금이 청구인들에게 입증된 모든 청구액을 보상한 
뒤 청구인들의 권리를 대위하여 책임제한절차에서 배당을 받고 있다.

유류오염으로 인한 배상청구를 처리하면서 기금은 선박소유자와  
그들의 보험자와 긴밀하게 협조한다. 국제기금은 사고 발생시 청소작
업을 모니터링 하고 청구를 검토하고 사정하는 데 있어 사무국을 보조
할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는데 보통 국제기금과 관련 P & I 클럽이 
공동으로 지명한다. 또한 국제기금은  협약 적용의 통일성과 접근 방
법의 일치성 보장을 위하여 국제기금은 모든 주요 사건에서 동일한 팀
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참가시키는 것을 선호한다. 이에 따라 대
부분 사고 발생시 지역 전문가에 추가하여 보통 적합한 기술적 지식과 
청구의 인용 가능성에 대한 기금의 정책을 잘 알고 있는 ITOPF의 기
술진을 참가시키고 있다.   

(2) 보상금 지급 절차
1) 피해조사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사고의 경우에는 P&I 클럽과 국제기금이 공
동으로 피해를 조사한다. 피해자 측도 사고 후 감정인을 선임하여 피
해를 조사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유류오염 사고에서는 P&I 

클럽과 국제기금 측에서 선임한 감정인과 피해자 측이 선임한 감정인
의 감정 사이의 큰 차이로 인하여 분쟁이 지연된 경우가 많다.

성되어 분담금의 징수 및 보상금 지급 등 업무를 집행한다(1992 FC 제28
조, 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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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의 제기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피해자는 그 손해를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P&I 클럽과 국제기금에 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
는 팩스 또는 텔렉스를 포함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각 청구서에는 i) 

청구자 및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ii) 사고와 관련된 선박의 특정, iii) 

청구자가 알고 있는 사고일자, 사고 장소 및  사고에 관한 특별사항, 

iv) 주장하는 오염손해의 유형, v) 배상금액과 같은 기본 정보를 기재
해야 한다. 피해자는 손해와 관련하여 선박소유자와 P&I 클럽 또는 국
제기금에 완전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 자료가 선박소유자 또
는 P&I 클럽에 제출되면 국제기금은 즉시 청구사실을 통지받게 된다. 

일정한 경우 청구는 특정 지역의 손해사정인의 사무소를 경유하게 된
다. 이 경우 청구자는 당해 사무소에 청구를 제기해야 하고 국제기금
과 P&I 클럽은 그 사무소를 통해 통지를 받는다. 어떤 사고로 인해 수
많은 청구가 제기될 경우 국제기금 및 P&I 클럽은 이들 청구가 보다 
손쉽게 진행되도록 공동으로 지역분쟁사무소(local claims office)를 설
치할 수 있다.

청구자의 모든 청구는 P&I 클럽과 국제기금에 그 청구의 당부에 대
한 판단을 위해 회부된다. 관련 P&I 클럽과 국제기금은 서로 협조하여 
사고를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며 손해를 평가한다. 이를 토대로 
각각의 내부절차에 따라 청구의 허용 여부 및 배상액을 결정한다.

3)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  
유류오염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은 재판상의 소송에 의하기보다는 합

의에 의한 해결을 꾀하고 있다. 대다수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사건은  
P&I 클럽과 국제기금, 피해자측이 협상을 통해 청구액을 조정함으로써 
종료되는 경우가 많다.23) 이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P&I 

23) 설립 이래 1971년 기금과 1992 기금은 대략 135개의 사고에 참가하였는
데 이들 사고의 대부분이 합의에 의하여 해결되었다. Mans Jacob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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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은 CLC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 내에서, 국제기금은 FC

에 따른 보상한도액 내에서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  

4) 소송에 의한 분쟁 해결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손해 발생일로

부터 3년, 사고 발생일로부터 6년 이내에 체약국의 관할법원에 민사소
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 및 국제기금은 관할권 있
는 법원의 소송 결과에 기속된다(1992년 CLC 제10조, 1992 FC 제7조 
제6항).

4. CLC ․ FC의 국내법 수용
(1) 유배법

우리나라 연안은 복잡한 해안선과 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양식
장과 어장이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빠른 조류가 흐르고 있어서 
소규모의 유류유출로도 많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지리적 
요인으로 우리나라는 유류유출 사고에 관심을 가지고 1969 CLC와 
1971 FC에 가입하였고 이를 수용하여 유배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1992년 12월 8일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 1993년 3월 8일부터 발효
되었다. 그 후 1992년 개정의정서가 1996년 5월 30일에 국제적으로 발
효됨에 따라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충분한 배상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들 개정의정서에 각각 가입하였고 그 내용을 수용하기 위하여 1997

년 동법을 개정하였다.

원래 유배법은 CLC ․ FC에 의해 규율되는 유류오염손해, 즉 유조선
에 의한 지속성 유류의 유출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만을 그 규율 대상
으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8년 유조선 이외의 선박에 의한 연료유 

“The International Liability and Compensation Regime for Oil Pollution 
From Ships-International Solutions for a Global Problem”, 32 Tulane 
Maritime Law Journal 1, 2007,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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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로 발생한 손해를 규율하는 연료유협약이 발효되었고 그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하면서 별도의 단행법을 제정하는 대신 기존의 유배법에 
별도의 장(제3장)을 추가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5월 
27일 유배법에 대한 전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 개정 법률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2009년 개정 유배법은 CLC ․ FC 체제와 연료
유 협약을 수용함으로써 유류오염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입법 형식을 
취하고 있다. 개정 유배법 제2장에 규정된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손
해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은 국제협약과 거의 유사하지만 우리나라의 해
운 현실을 감안하여 책임의 주체에 선박소유자 이외에 나용선자를 포
함시키고 강제보험 대상 선박의 범위를 협약보다 확대하는 등 협약 내
용을 일부 변형하여 수용하였다.24) 

(2) 국내 유류오염 피해보상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는 CLC와 FC에 가입한 이후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

가 발생한 사건에서 동 협약에 따라 사고 유조선이 소속된 P&I 클럽
과 국제기금에 의하여 보상을 받아 왔다. 우리나라는 일부 해수욕장 
및 항만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연안을 양식장 또는 어선 어업장으로서 
이용하고 있으므로 소량의 유류 유출로도 막대한 어업피해를 입어 왔
다.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 과정에서 피해자와 P&I 클럽 또는 국제기
금 사이에는 항상 청구액 대비 배상액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
으며 이로 인하여 배상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도 피해
자인 어민과 가해자인 선박소유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배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피해 
어민 등의 청구액에 대하여 P&I 클럽과 국제기금이 실제로 지급한 배
24) 국제협약과 차이가 있는 유배법의 내용 중에는 해양오염 피해자를 더 보

호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변형한 것 이외에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배제
사유 등과 같이 협약 내용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것도 있다. 
최종현, “선박에 의한 오염손해의 전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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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의 비율은 일본이나 다른 선진 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실정이
다.25) 그 주된 이유로는 국제기금이나 P & I 클럽에서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배상금을 지급하는데, 피해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세사
업자들의 기장능력 부재와 무자료 거래관행으로 인한 증빙자료 미비 
그리고 과세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우리나라의 납세 관행 등으로 장부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한 과거 소득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26) 

이러한 고질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씨프린스 호 사고 이후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최근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한편 허베이 스피리트 사고에서는 협약 체제에 의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지 않다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다. 2008년 6월 기준으로 국제
기금에서 추산하고 있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오염사고의 피해액은 약 
5,735억 원으로 1992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인 약 3 200억 원의 2배에 
달하고 있다. 즉 1992 협약 체제를 수용한 현행 우리나라 유류오염피
해 배상제도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배상이 불가능하다. 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
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제기
금의 보상한도를 초과한 금액의 전부 및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
도록 규정하였다(동법 제9조). 피해 주민들의 지원을 위한 불가피한 조
치이기는 하나 이 특별법은 향후 유류오염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의 선
례가 되고 한도 초과 보상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다.27) 차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
25) 예를 들어 씨프린스호 사고의 경우 보상율은 청구액 대비 28. 8%였고 제1

유일호의 경우에 21.6%인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 이하에서 보상되
었는데 일본은 국제기금으로부터 청구액 대비 약 64%의 보상을 받았다. 
나은영,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
환경공학회지｣ 제12권 2호, 2009, 105-106면 참조.

26) 목진용, “태안 원유유출사고 손해배상과 향후 과제”, ｢국토｣ 통권 325호, 
2008, 31면.

27) 목진용, 앞의 글,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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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2003년 추가기금협약에의 가입이나 국내 정유사들의 부담으로 
추가적인 국내보상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28)

Ⅲ. 유류오염에 대한 국제배상제도와 미국 OPA의 비교
1. 적용 대상
CLC ․ FC는 모든 종류의 선박으로부터의 유류유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조선으로부터 지속성 유류가 유출된 경우에 한하여 적
용된다. 이에 반하여 미국의 OPA는 적용 대상을 유조선에 한정하지 
않고 ‘선박 또는 시설’(vessel or facility)로부터의 유류유출에 적용한다
(OPA §1002). 동법에서 선박이란 해상에서 운송수단으로서 사용되거나 
사용이 가능한 모든 유형의 선박 기타 인공구조물(artificial contrivance)

을 의미한다(OPA §1001(37)). 따라서 노(oar)에 의하여 추진되는 선박 
및 자체추진력이 없는 선박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29) 유조선은 물론이
고 일반화물선 ․ 유람선 ․ 어선도 적용 대상이 된다.

CLC ․ FC와 OPA는 적용 대상 선박에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양자의 
차이는 IMO에 의하여 채택된 선박연료유협약이 2008년 발효됨으로써 
많이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선박연류협약은 유조선 이외의 모든 종
류의 선박으로부터 연료유가 유출되어 발생한 오염손해에 대하여 선주
28) 우리나라가 2003년 추가기금협약에 가입하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한 최선의 대안인지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의 추가기금협약의 가입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을 정량적 및 정성적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과거의 가입에 따른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며 피해
자 구제를 위한 재원 문제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등을 위해서도 추가
기금협약에 가입할 필요성이 높다는 견해로는 조동오 ․ 목진용․백광식, 
“2003 추가기금협약 가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해양환경안전학회｣ 
제15권 3호, 2009, 213-216면 참조. 

29) Gotthard Gauci, Oil Pollution at Sea - Civil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Chichester: John Wiley & Sons), 1997,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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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유조선 이외의 모든 선박에는 일반 
화물선, 유람선, 어선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개별 국제협약으로 규율
되고 있다는 형식상의 차이가 있을 뿐 양자에 의하여 적어도 선박으로
부터의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무과실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OPA와 
큰 차이가 없다.30) 다만 OPA는 선박 이외에 시설로부터 기인한 유류
오염손해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 점에서 여전히 국제협약 체제보다 
그 적용 범위가 넓다.31)

2. 책임 원칙
CLC와 OPA는 모두 과실에 기초한 전통적인 해사책임과 달리 선박

소유자 또는 책임당사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하면서 동시에 그들에
게 일정한 면책사유를 인정한다. 1969 CLC가 채택될 당시에는 무과실 
책임의 인정이 상당히 획기적인 것으로서 선박소유자로부터 가중된 책
임에 대한 비판이 강력하게 주장되었다. 따라서 피해자의 배상 기회를 
축소시킬 수 있으나 피해자와 선박소유자 사이에 공평하게 위험을 분
담시키려는 의도에서 비교적 광범위한 면책사유를 인정하게 되었다. 

CLC에서 선박소유자는 전쟁 및 유사 행위, 불가항력적 자연현상, 제
3자의 행위, 등대 또는 기타 항해보조시설을 유지하는데 있어서의 정
부 기타 관련 기관의 부당한 행위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
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OPA에서의 면책사유 역시 등대의 

30) 나아가 장차 HNS 협약이 발효되면 유조선으로부터의 비지속성 유류에 의
한 오염손해배상에 동 협약이 적용되므로 적어도 적용 대상 선박과 기름
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국제협약 체제와 미국의 OPA 사이의 차이가 거
의 없어질 것이다.

31) OPA에서 유류가 유출된 ‘시설'이란 유류를 탐사 ․ 시추 ․ 취급 ․ 생산 ․ 저장 ․
이동 ․ 가공 또는 수송할 목적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
든 구조물(structure) 또는 구조물의 집합체 또는 설비로서, 모든 발동기형 
운송수단(motor vehicle), 철도 차량(rolling stock), 또는 파이프라인이 여기
에 포함된다(OPA §1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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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등에 대한 정부의 행위를 제외하고 CLC에서와 유사하다. 그러나 
면책사유에 관하여 이들 법제 사이에 다수의 중복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첫째, CLC는 선박소유자가 
면책사유를 주장하기 위한 요건으로 제3자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당해 
면책사유가 손해 발생의 유일한 원인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1992년 CLC 제3조 제2항). 반면에 OPA에서 책임당사자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모든 경우에 그러한 면책사유가 유류유출과 손해를 발생시킨 
유일한 원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OPA §1003(a)). 둘째, OPA

에서 책임당사자가 면책사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의무를 이행
하였어야 한다. 즉 i) 사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법에 따른 보
고를 하지 않은 경우, ii) 방제조치와 관련하여 당국이 요청하는 합리
적인 협조 및 지원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iii) 충분한 이유 없이 1970

년 연방수질오염규제법(The Federal Water Pollution Control Act) 제311

조에 의한 방제조치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사유를 주장
할 수 없다(OPA§1003(c)). CLC에는 이와 같은 면책사유가 배제되는 경
우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책임 당사자의 면책사유는 OPA에서 더욱 제
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CLC에서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책임의 
단일화와 책임제한을 통하여 책임의 내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비하여 
폭넓은 면책사유를 인정함으로써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철저하게 구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 책임 주체
선박에 의한 유류운송에는 선박소유자 이외에 용선자, 도선사, 선박

관리회사, 정유회사 등과 같은 다수인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 
문제된다. CLC는 선박소유자에게 책임을 배타적으로 부과하는 이른바 
책임의 단일화제도(channelling regime)를 통하여 원칙적으로 선박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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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외의 다른 자를 상대로 협약에 기한 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차
단하고 있다. 협약에 의하여 책임이 면제되는 자의 범위에는 ① 선박
소유자의 대리인, 사용인 또는 선원, ② 선원이 아닌 자로서 도선사 등 
선박에 역무를 제공하는 자, ③ 선체용선자를 포함한 선박의 용선자, 

관리인 또는 운항자, ④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관할 관청의 지
시에 의하여 구조작업을 수행한 자, ⑤ 방제조치를 취한 자, ⑥ 위 ③, 

④ 및 ⑤에 열거된 자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이 포함된다(1992 CLC 제
3조 제4항 본문).32) 다만 선박소유자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등이 당해 
오염손해를 발생시킬 의도로 행하거나,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모하게 행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
여 오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들에 대한 청구가 가능
하다(1992 CLC 제3조 제4항 단서). 선박소유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후 이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1992 CLC 제3조 
제5항). 이에 반하여 미국의 OPA는 ‘선박을 소유하거나 운영하거나 또
는 임대하는 모든 자’를 책임당사자로 보며 협약과 같은 단일화 조항
은 없다. 또한 책임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그들 사이에 합동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을 인정한다.

국제협약의 책임의 단일화 규정은 피해자가 신속하게 책임의 주체
를 확정하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확실히 이점이 있다. 반면에 사고와 
관련된 자들을 책임에서 면제함으로써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반할 뿐
만 아니라 그들의 사고 예방에 대한 동기를 감소시킴으로써 사고의 예

32) 원래 1969년 협약에서 책임면제 대상자는 ‘선박소유자의 사용인 또는 대
리인’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아모코 카디즈호 사건에서 미국 법원
은 선박관리회사에 대한 제소가 금지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1969년 CLC
에 없다고 보면서 아모코 카디즈호를 관리하는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1984년 개정의정서를 제정할 당시 이와 같이 미국 법원이 등록선주 이외
에 선박의 관리인이나 운항자 등에게도 책임을 부담시킨 것에 자극을 받
아 책임의 일원화를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하여 용선자나 관리인 그리고 운
항자를 면책권자에 포함시키게 되었고 이는 1992년 CLC에서 그대로 유지
되었다. 최종현, 앞의 박사학위논문,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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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라는 책임제도의 기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다.33) 이러한 비판
은 국제기금 내에서 특히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2000년 구성된 제3차 작업반 회의에서는 최소한  선체용선자
는 책임 주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책임의 단
일화가 주는 실용적 장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해상운송의 현실과 
오염자 부담의 원칙, 그리고 사고예방이라는 책임제도의 목적을 고려
할 때 적어도 실제 선박의 운항과 관리를 책임지는 선체용선자는 책임
의 주체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4. 책임제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제도는 해상법의 오랜 전통이다. 유류오염손

해의 비용은 유출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주요 유출사고의 경우에는 천
문학적 비용으로 산출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CLC ․ FC 체제와 OPA 

모두 선박의 총 톤수에 근거하여 선박소유자와 책임당사자의 책임을 
제한한다.34) 

외관상으로는 책임제한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OPA에서는 협약보다 훨씬 광범위한 책임제한 배제사유를 인정함으로
써 실질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CLC에서 선박소유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면서 행한 무모한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제한권이 상실된다. 이에 반하여 OPA에
서는 사고가 i) 책임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 

33)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and Parliament and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 Green Paper Remedying Environ-
mental Damage, COM(93)47 final, p. 20.

34) OPA는 제정 당시부터 유조선과 기타 선박에 별도로 책임제한액을 규정하
였다. 또한 2006년 OPA를 개정하여 책임제한액을 상향 조정하면서 유조
선을 단일선체선박과 이중선체선박으로 구분한 후 별도로 책임제한액을 
규정한 점이 특이하다. 김인현, “유류오염손해배상 및 보상법 관련 최근 
동향”, 한국해법학회 제5회 판례연구회 발표자료, 20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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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책임의 주체 등의 연방안전수칙, 건설수칙, 관리수칙 위반행위에 기
인하는 경우, iii) 책임의 주체 등이 사고 후 보고를 게을리 하거나 거
절한 경우 또는 방제작업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이 요청한 합리적인 협
조와 지원을 제공하지 않거나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책임을 제한할 
권리를 상실한다(OPA §1004(c)(1)(2)). 나아가 대륙붕 개발시설이나 기
름을 화물로 운반하는 선박으로부터의 기름유출 또는 유출위험 사고에
서 연방정부, 주정부 등이 지출한 방제비용에 대하여는 책임제한이 아
예 적용되지 않는다(OPA §1387(c)(3)). 즉 OPA는 책임 당사자가 그의 
책임제한권을 상실할 수 있는 많은 상황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을 인정하고 있다.35) 그 결과 선주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에게 
CLC에서 부과된 것보다 높은 주의의무의 기준을 요구한다. 또한 2008

년 6월 25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엑슨 발데즈호 오염사고에 대한 징벌
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법원(제9순회법원)의 결정 액보다 2분의 1

이 감액된 액수인 5억 달러를 선주인 엑슨 사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으
로 부과하였다. 동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자
들이 입은 전체 배상액의 1배를 넘어설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1심법원이 인용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인 50억달러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감액된 것이기는 하지만, 만일 이후 유류오염 사건에서도 
OPA에 규정된 책임한도액 이외에 전체 피해액의 1배만큼의 배상액을 
징벌적 손해배상의 형식으로 인정할 경우 이는 결과적으로 책임제한제
도가 없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36)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제도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찬반 논의가 있다. 

책임제한에 찬성하는 견해는 무엇보다 책임제한을 통하여 선박소유자

35) 한편 각 주는 독자적으로 유류오염에 관한 입법을 할 수 있으며 OPA는 
이러한 주법에 우선하지 않는다(OPA §1008). 따라서 각 주는 OPA의 책
임제한규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무한책임을 입법할 수 있다. 
실제로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루지애나 주를 포함한 15개 주가 책임 주체
의 무한책임을 인정한 입법을 하였다.

36) 김인현, 앞의 글, 19-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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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예상되는 손해를 부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해운업을 영위
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선주의 파산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 주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책임제한제도는 선주의 사고 예방
에 대한 동기를 감소시키고 그들의 책임제한액을 초과하는 사회적 비
용을 궁극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전가시키게 되므로 오염자 부담의 원
칙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대한 이
러한 논의는 CLC에 규정된 책임제한에 관하여도 재연되고 있는데 우
리나라에서는 책임제한제도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다수이다. 그
러나 해운 실무나 부보가능성을 고려하여 책임제한제도를 인정할 필요
가 있더라도 이 때 설정되는 책임제한액은 손해배상책임을 통한 예방
적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높은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 
CLC에서의 책임제한 배제사유인 ‘고의 또는 무모한 과실’은 거의 원
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요건이 엄격하다. 무수한 종류의 선박과 관대
한 규율 구조를 가진 해사 사건에서 선주가 그의 행위로부터 어떤 손
해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알면서 무모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이다.37) 이처럼 결코 깨뜨릴 수 없는 책
임제한은 선주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예방적 동기를 부여하지 않을 것
이므로 향후 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5. 배상 대상 손해
(1) CLC의‘오염손해’정의 규정과 국제기금의 보상기준

CLC는 배상 대상이 되는 오염손해를 '(가) 유출 또는 배출된 장소에 
불구하고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되어 초래된 오염에 의
하여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이 경우 환경손상으로 인

37) Miehelle Cuttler, “Incentive For Reducing Oil Pollution From Ships : The 
Case for Enhanced Port State Control”, 8 Georgetow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Review 175, 1995, p.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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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익상실 외의 환경손상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는 그 회복을 위하
여 실제로 행하였거나 행할 상당한 조치에 따르는 비용에 한한다. (나) 

방제조치의 비용 및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로 규정
하고 있다(1992 CLC 제1조 제6호). 즉 오염손해를 선박으로부터 유류
가 유출되어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오염과 인과관계 있는 손
해라고 포괄적, 추상적으로 정의한 후, i) 방제조치비용과 방제조치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손해도 오염손해에 포함되며 ii) 환경손상으로 
인한 손해는 그로 인한 일실이익 이외에 환경복구비용으로 한정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CLC의 오염손해에 대한 정의 규정은 다소 일반조항적 성격
을 띠고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 주장되는 다양한 유형의 청구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해야 하는 해석 문제가 뒤따른다. 그런데 CLC 협약
의 체약국들 간에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법리가 서로 다르기 때
문에 종종 분쟁이 제기되어 왔다. 국제기금은 이러한 분쟁을 처리하면
서 협약 체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오염손해의 배상 범위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립하였다.38) 국제기금의 보상 관행은 동 기금에서 발
행하는 ‘보상안내서'(Claims Manual), 집행위원회의 결정이나 총회의 권
고 등에 잘 나타나 있다.39) 기금의 보상안내서에서는 배상 가능한 손
해의 유형을 방제조치비용,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 

인적 손해, 물적 손해, 결과적 손실, 순수한 경제적 손실, 순수한 경제
38) 1992 CLC와 Fc에서의 ‘오염손해’의 정의는 동일하다. 따라서 CLC에 따른 

선박소유자에 대한 청구인지 아니면 FC에 따른 기금에 대한 청구인지와는 
무관하게 ‘오염손해’의 개념은 동일하게 해석된다.

39) 국제기금에 의하여 채택된 청구의 인정기준(admissibility criteria of claims)
은 현재로서는 체약국 법원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협약 체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체약국간에 통일된 협약의 해석은 필수적이며 국제
기금의 수십 년에 걸친 보상기준은 대부분의 체약국 사이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아가 조약법에 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 3항 (a)
에서는 조약의 해석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조약의 해석 또는 조항에 관한 
체약국 사이의 모든 후속 약정 및 그 해석에 관한 체약국의 약정을 확립
하는 조약 적용에서의 모든 후속 관행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76❘환경법과 정책 제3집(2009. 11)

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비용, 환경 손해로 구분하고 각 손해 
유형에 따른 일정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2) OPA
OPA는 CLC보다 배상 가능한 손해의 종류를 훨씬 구체적이고 광범

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청구할 수 있는 손해에는 i) 자연
자원에 대한 손상 또는 손실, ii)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손상 또는 
파괴 및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 iii) 생계를 위해 자연자원을 사용하는 
자들의 자연자원 사용수익의 상실(loss of subsistence use of natural re-

sources), iv) 동산, 부동산 또는 자연자원의 손상 및 파괴로 인한 호텔, 

관광사업자 등의 이익상실 또는 수익능력의 상실, v) 동산 부동산 또
는 자연자원에 대한 손상 및 파괴로 인한 연방 또는 주 정부의 세금, 

특허료, 임대료, 수수료 등 실질수익의 감소에 상당하는 공공수입의 상
실, vi) 방제작업 중이나 작업 후 유류유출에 따른 화재의 방지, 생명
체의 안전 및 건강의 유지 등을 위해 연방 또는 주 정부가 대체 또는 
추가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이 포함된다
(OPA §1002(2)).

(3) 양자의 차이
국제기금의 보상기준과 OPA 규정을 비교할 때 그 규정 형식에 차

이는 있으나 방제조치비용과 물적 손해, 그리고 경제적 손실, 환경손해 
등은 양 체제에서 모두 배상 가능한 손해 유형이다. 다만 OPA에서는 
자연자원의 손상 등으로 감소한 세금과 같은 정부의 공공수입의 상실
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협약 체제에 따르면 순수한 
경제적 손실에 해당하는 손해의 유형으로서 국제기금에서는 일정한 요
건을 충족하는 때에만 순수한 경제적 손실을 인정한다. 또한 양 체제 
모두 환경손상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그 구체적인 
배상범위에서 큰 차이가 있다. 아래에서 이들 차이점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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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수한 경제적 손실
영미법에서는 우리법의 일실이익에 해당하는 장래의 소득 또는 수

익상실을 ‘경제적 손실(economic loss)’이라 칭한다. 경제적 손실은 다
시 재산에 대한 물적 손해에 수반된 통상의 경제적 손실40)과 물적 손
해에 수반되지 않은 순수한 경제적 손실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유류
유출로 어선이 오염되어 조업이 중단된 경우 어선소유자가 입은 소득
상실이 전자에 속하고 유류유출로 사업장 등이 물리적 피해는 입지 않
았으나 오염으로 관광객이 감소한 경우 오염된 해변에 가까운 숙박업
자나 요식업자 등이 입은 소득상실은 후자에 속한다. 

국제기금이 다양한 법적 전통을 가진 나라에서 제기되는 청구를 처
리하면서 직면하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바로 어떠한 유형의 경제적 손
실이 협약에서의 배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것이다.41) 경제적 손
실 중에서 물적 손해에 수반된 경제적 손실은 대부분의 체약국에서 배
상 가능한 손해이고 국제기금도 이를 인정한다. 그러나 순수한 경제적 
손실의 경우 종래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경제적 손실은 그것이 물리적 
손해의 결과인 경우에만 배상될 수 있다는 보통법상의 원칙에 따라 그 
배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순수한 경제적 손실

40) 이를 결과적 손실이라고도 한다.
41) 최근 발생한 1999년 에리카호 사고 후 기금을 상대로 한 다수의 청구가 

프랑스 법원에 제기되었고 2007. 10. 20. 프랑스 법원은 에리카 사고로부
터 비롯된 약 115개의 판결을 하였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기금에 의하여 
종래 거절되었던 순수한 경제적 손실의 유형에 관련된 것이었다. 이들 판
결은 모두 인용 여부를 기금에 유리한 쪽으로 결정했다. 몇몇 법원은 기
금의 보상 기준을 적용하였고, 일부는 국제기금의 보상기준들은 법원 구속
력이 없으나 유용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입장이었고, 다른 법원들은 이들 
기준을 무시하였으나 그러한 기준에 기초하여 도달할 수 있었던 것과 일
반적으로 동일한 결론을 도출했다. 이들 사건 중 4개에서 1심법원은 기금
이 거절했던 순수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항소법원은 
이들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함으로써 그러한 청구는 배상될 수 없다는 기
금의 입장에 동의했다. Mans Jacobson, op. cit., pp.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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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별개의 손해 유형으로 고려하지 않고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의 기
준을 적용함으로써 배상 여부를 결정한다.42)

CLC에서는 순수한 경제적 손실이 배상 가능한 손해인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국제기금은 1980년 이래로 일정한 기준
하에 순수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인정해 오고 있다. 즉 국제기
금은 순수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본적 
기준은 오염과 청구인이 입은 순수한 경제적 손실 사이에 합리적인 근
인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단지 문제의 유류유
출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보상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기금은 구체적 
사건에서 순수한 경제적 손실 청구의 합리적인 근인관계의 여부를 판
단하는 기준으로서 i) 손해의 직접성이나 예견가능성 ii) 청구인의 어업 
기타 경제활동과 유류오염 사이의 지리적 근접성(geographic proximity) 

iii) 오염된 자원에 대한 청구인의 경제적 의존도 vi) 청구인이 대체 공
급자원 또는 영업기회를 갖고 있는 정도 v) 청구인의 활동이 해당 오염
지역의 경제활동에서 불가결한 부분을 형성하는 정도 등을 고려한
다.43)

유류오염사고로 관광객 등이 감소하거나 어획량이 감소하여 정부 
또는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수입 등이 감소한 경우도 위에
서 본 순수한 경제적 손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국제기금
은 모든 종류의 순수한 경제적 손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 
근인관계를 보상 결정 기준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과연 정부의 조세
수입의 상실이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로 이탈리
아에서 발생한 타니오(Tanio) 호 사건과 하벤(Haven) 호 사건에서 관광
객 감소로 인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수입의 감소가 보상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위 사건에서 국제기금은 조세수입의 감소와 오염

42) Id., pp. 15-16.
43) FUND/WGR. 7/3, para.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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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상 청구를 거절하였다.44)

이에 반하여 OPA는 명문 규정을 통하여 유류오염사건에서 순수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연방정부 또는 주
정부의 공공수입의 감소를 구체적 청구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다.

2) 환경손해45)

CLC와 OPA는 모두 환경손해의 배상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규율을 하고 있다. 이러한 양 법제의 차이는 환경손
해 배상에 대한 현재의 논의를 반영한다. 양 제도하에서 환경손해의 
배상에 대한 쟁점은 환경, 즉 자연자원의 피해에 대한 배상에 자연자
원이 갖는 무형의 또는 본질적 가치(intangible or intrinsic value)가치를 
포함할 것인지 및 이를 인정하는 경우 그러한 가치의 평가 방법에 관
한 것이다. 필연적으로 자연자원손해의 충분한 배상은 자원에 대한 손
해의 정확한 가치평가에 달려 있다. 

CLC는 오염손해에 대한 정의에서 ‘환경손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상실 이외의 환경손상에 대하여는 실제로 취해졌거나 취해질 합리적 
복구비용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동 조항의 의미
44) FUND/WGR. 7/3., para. 2.2.27. 
45) 환경손해의 개념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환경손해에 특유

한 문제점, 예를 들면 자연의 재생능력을 고려한 경우 ‘손해’ 개념의 불명
확성, 손해와 귀책성, 위법성조각사유 등의 문제가 환경손해의 정의를 어
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1) 일반적으로 환경손해에는 환경영향에 기인한 
손해 일반을 모두 의미하는 광의의 개념과 환경영향에 기인한 손해 가운
데 인격적 이익이나 재산적 이익과 같은 전통적 손해를 제외한 손해를 의
미하는 협의의 개념이 있다. 협의의 환경손해는 훼손 또는 손상된 환경 
그 자체의 피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환경을 매개로 하여 사후적으로 발
생한 개인적 법익 침해와 구별된다. 大塚 直, “環境損害に對する責任”, 
ジュリスト No. 1372., 2009, 42面.  이하에서 환경손해란 후자의 협의의 
개념을 의미한다. 또한 환경이란 자연자원 즉 대기, 물 등의 환경매체 및 
기후 야생동물이나 미생물 등의 생태계, 생물다양성과 같은 관념적 가치를 
의미하므로, OPA에 규정된 자연자원에 대한 손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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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국제기금은 환경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보
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손상된 환경을 실제로 복구하거나 복구할 예
정일 경우에 지출되는 합리적인 비용만을 배상한다는 제한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46) 따라서 실제로 지출되거나 지출될 합리적 복구비용 이
외에 자연자원의 비사용가치 등으로 평가되는 손해, 즉 엄격한 의미에
서의 생태학적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OPA는 자연자원 손해의 산정 기준으로서 i) 피해
를 입은 자연자원의 복구, 복원, 대체 또는 그 등가물의 취득 비용, ii) 

복구 동안의 그러한 자연자원의 가치에서의 감소, iii) 그러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합리적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양대기청(NOAA)이 제
정한 OPA하에서의 자연자원손해의 산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자연자
원의 손해 산정 방법에는 크게 네 가지 기준이 있으며 유출규모에 따
라 복잡하게 달라진다. 동 규칙은 또한 자연자원의 직접적 그리고 간
접적 사용가치 양자에 대한 손실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나아가 동 규칙은 선택가치, 존재가치, 유산가치 등과 같은 자연자원의 
비사용가치를 인정하면서 이러한 가치의 손실을 금전으로 평가하는 방
법으로서 불확실한 가치평가 방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ology)을 
규정하고 있다.47) 동시에 위 규칙은 자연자원의 비사용가치에 대한 이
러한 산정 방법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자연자원의 수탁자들은 불확정 
가치평가에 대하여 신중한 접근 방법을 사용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46) 조동오, “유류오염에 의한 해양환경손해 배상제도의 비교연구”, ｢환경안전｣ 
추계학술발표회, 2002, 90면.

47) 불확정가치평가의 방법은 자연자원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를 도출하기 위
하여 일반인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특정 유류오염사고의 개선에 대
하여 기꺼이 지급하려는 금액을 구한다. 그 다음으로 연구자들은 지급의사
의 평균치(an average willingness to pay)를 계산하고 전체 가치를 얻기 위
하여 그 평균액수에 관련 인구수를 곱한다. 불확정가치평가의 방법에 대해
서는 논란이 많아서 NOAA는 일단의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들을 고용하여 
그 방법의 유용성을 평가하였다. 그 위원회는 일정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불확정가치평가의 방법은 자연자원 손해의 비사용가치를 산정하기에 적합
한 기준을 제시한다고 보았다. Miehelle Cuttler, op. cit., p.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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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에 대한 배상을 복구비용으로 한정하는 협약의 태도는 투
기적 청구를 배제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복구조치의 합리성을 판
단하는 것이 언제나 쉬운 것만은 아니다.48) 또한 환경의 복구가 불가
능한 경우나 오염으로부터 복구조치가 종료되기까지 기간 동안 발생한 
자연자원의 사용손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그러한 손실을 
사회에 부담시킨다는 점에서 비판된다.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재산상 
또는 인적손해와 같은 전통적 손해 이외에 환경 그 자체에 대한 손해
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배상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손해의 배상의 범위에 OPA에서처럼 복구비용 이외에 자연자원의 
가치감소를 포함시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첫
째, 자연자원의 가치 감소는 그 가치평가 방법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배상액이 너무 높거나 낮게 산정될 수 있다.49) 둘째, 환경복구비용은 
계량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은 부보 가능하지만 그 이외의 
환경 그 자체에 대한 손실은 계량이 불가능하므로 부보가 어렵다. 셋
째, 책임제한제도가 있는 경우 이들 자연자원 손해의 배상으로 인하여 
실제로 법익이 침해된 피해자들의 배상 비율이 감소될 수 있다.

48) 협약은 합리성의 기준을 환경에 대한 복구조치 이외에 유류 유출을 제거하
기 위한 방제조치비용의 보상을 결정하는 기준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종래 
국제기금 총회에 따르면 ‘합리성’의 개념은 객관적이고 기술적으로 판단되
어야 한다. 실제로 2002년 프레스티지호 사고 후 스폐인 정부가 침몰된 난
파 유조선으로부터 기름을 제거하는 데 소요된 방제비용을 청구한 사건에
서 국제기금의 집행위원회는 그러한 조치가 경제적이거나 환경적 결과의 
잠재성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인정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그 후 2006년 국제기금 총회는 방제조치비용의 인용 가능성에 대한 기존의 
기준이 검토되었는바 기금은 합리성의 판단 기준으로서 사회적 또는 정치
적 고려 사항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객관적 기준을 근거로 산정되어야만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Mans Jacobson, op. cit., p. 14.

49) Miehelle Cuttler, op. cit., p.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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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2000년을 전후로 유럽 연안에 대규모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가 국제적 관심을 끌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로 태안반도 주민과 해양생
태계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
되었다. 무엇보다 이들 대형 사고에서 예상되는 총 손해액이 CLC ‧ FC

에 규정된 최고 보상한도를 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책임제한제도
가 강하게 비판되었다. 2003년 추가기금협약으로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보상액의 부족이라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
나 책임제한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여전히 계속되
고 있다. 책임제한제도 이외에 CLC ․ FC 체제의 기본 원칙인 선박소유
자에 대한 책임의 단일화에 대한 비판과 함께 환경 그 자체의 손해에 
대한 보다 적극적 배상을 요구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협약의 실체적 내용에 대한 개정 요구 외에도 신속한 배상을 위한 절
차 규정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편 미국의 OPA는 책임제한제도를 채택하면서도 이를 주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규정하고 협약보다 넓은 책임제한 배제사유를 인정함
으로써 실질적으로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었다. 또한 사고 
선박의 소유자 이외에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모든 자를 책임 주체로 
규정하고 이들 사이의 합동책임을 인정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전보와 
사고의 예방이라는 책임법의 목적에 더욱 부합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자연자원 피해에 대한 배상의 경우 복구비용 이외에 사고 후 복구기간 
사이에 발생한 자연자원의 가치 감소를 인정함으로써 환경 보호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협약보다 적극적이다. 즉 OPA는 현재 세계에서 유류
오염에 관한 한 가장 철저하고 진일보한 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최근 제기되는 국제배상제도에 대한 개정 논의는 
OPA에서의 규율 태도에 근접해 가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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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C ․ FC 체제를 향후 개정하는데 있어서 책임제한제도의 운용, 책임 
주체의 확대 등과 같은 OPA의 내용들을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OPA에 대하여는 지나치게 과중한 책임 부과로 인한 
미국 내 국적 선사들의 부담과 P&I 보험과의 갈등, 자연자원손해에 대
한 비사용가치를 평가하는 불확정가치평가방법에 대한 비판 등이 미국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CLC ․ FC 체제를 개정함에 있어
서는 이론적 타당성만이 아니라 해운업이나 정유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각 체약국 사이의 이해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OPA의 내용을 선별
적으로 참고해야 할 것이다. 

투고일자 2009.11.10, 심사일자 2009.11.15, 게재확정일자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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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피해의 배상을 위한 국제협약으로는 ‘1969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1969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과 ‘1971년 유류
오염손해에 대한 국제보상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1971 Interna-

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

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그리고 이들에 대한 1992 개정의정서
가 발효되었다. 동 협약 체제는 성립 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해운국이 가입하였고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1999

년 에리카호 사고, 2000년 프레스티지호 사고와 같은 대규모 유류오염
사고의 발생으로 협약 체제의 타당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2000년 개정의정서와 2003년 추가기금협약이 채택
되었고 그 결과 CLC ․ FC 체제에서의 총 배상한도액이 크게 증가하였
다. 그러나 선박소유자의 무과실책임, 책임의 단일화, 선주의 책임제한, 

강제보험과 같은 CLC ․ FC 체제의 기본 원칙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한편 세계 최대의 기름 수입국인 미국은 CLC ․ FC 체제에 가입하지 
않고 독자적인 국내법인 유류오염법(OPA)을 제정하였다. OPA는 관련 
당사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자연자원 손
해에 대한 배상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협약 체제보다 피
해자 보호 및 해양환경보호에 철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논문
에서는 CLC ․ FC 체제와 OPA를 비교함으로써 향후 유류오염에 대한 
국제배상제도의 개정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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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ternational Compensation Regime for Oil 
Pollution Damage by Tanker : 

On the Comparison of U. S. Oil Pollution Act
Yun, Hyo Young*

50)

Since the ‘Torry Canyon’ accident 1967, international conventions have 

been established under the auspices of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sm), in order to prevent ships from polluting the marine environ-

ment and to compensate oil pollution damage. Especially with regard to 

oil pollution by tankers, 1969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1969 CLC) and 1971 International Convention 

on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1971 FC) and the respective 1992 Protocols there-

of(1992 CLC ․ FC) came into effect. The above regime of CLC ․ FC has 

regulated oil pollution damage from thenceforth successfully. But the ma-

jor oil pollution accidents such as ‘Erika 1999’ and ‘Prestige 2000’ have 

raised questions about the CLC ․ FC regime. To answer the questions, the 

two Protocols (‘2000 Protocol’ and ‘2003 Supplementary Fund’) have 

been adapted for increasing liability limits and establishing the Fund for 

supplementing shortages. Despite all the changes through the years, some 

principles of the CLC ․ FC regime have remained essentially unchanged 

since its establishment. These are strict liability, channeling of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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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ation of liability and compulsory insurance and Some of them have 

been criticized especially by the countries in EU. 

On the other hand United States of America did not ratify the above 

CLC ․ FC regime, but enacted their own legislation, namely ‘Oil Pollution 

Act’(OPA). It is considered more upgraded legislation than the interna-

tional regime in light of virtually imposing an unlimited liability on re-

sponsible party, recognizing the compensation for the non use value of 

natural resources. In this article I compare CLC ․ FC regime with OPA 

and try to propose an approach for revising the international compensation 

regime.

주제어 : 유류오염손해,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국
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 미국 유류오염법, 경제적 손실, 환
경손해

Key-word : Oil Pollution Damag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CLC, International Convention on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FC, U. S. Oil Pollution Act, Economic Loss, Environmental Dam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