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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발루 수상 Saufatu Sopoanga의 발표 중에서.

Ⅰ. 머리말
  인류는 자신이 오염시킨 지구환경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시작하면서
부터 환경보호 및 복구의 논의를 시작하였지만, 지구온난화와 기후변
화는 인간이 걷잡을 수 없는 속도와 규모로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주
유엔대한민국대표부가 2008년에 발표한 ‘기후변화의 의해: 현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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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및 대응’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해수면 상승으로 2080년대까지 
해안가의 30% 이상이 유실되고 전 세계 인구의 20% 이상이 홍수피해
를 입을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수해에 노출되어 있는 남태평양에 위
치한 22개 섬나라에는 약 7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섬나라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세계 총 배출량의 0.06%에 불과함에
도 불구하고, 이들이 온난화로 인해 받고 있는 위협은 북반구에 위치
한 선진국들에 비해 3배 이상 높다.1) 또한 세계 100대 산 중 70% 정
도에서 만년설과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극지대에 사는 
에스키모(Inuit)들이 위협을 받게 되어, 북알래스카, 캐나다, 그린라드 
그리고 러시아 등지로부터 약 15만의 난민이 발생하였다고 한다.2) 지
난 3월 노르웨이 트롬쇠에서 개최된 Smelting Ice Conference에서 전 미
국부통령 앨 고어(Gore)는 “얼음이 녹아 해수면이 1m만 상승해도 1억 
명의 기후난민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였고, 스퇴레(stoere) 노르웨
이 외무장관도 “극지방뿐 아니라 히말라야와 티베트고원의 얼음들도 
녹고 있는데, 히말라야는 아시아의 7대 주요 강의 수원(水源)으로 전 
세계 인구 40%의 삶이 달려 있음”을 강조하면서, 지구온난화가 인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3) 만약 인구가 밀
집된 저지대국가, 연안지역, 방글라데시, 중국, 몰디브와 같은 섬나라들
에서 해수면이 1미터 상승할 경우 수백만 헥타아르의 토지가 상실되고 
수많은 기후난민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4) 

  이처럼 지구환경문제가 빈도나 규모면에서 점점 확대되면서 이러한 
환경난민 문제가 인도적 차원을 넘어 국제사회의 정치적, 외교적, 안보

1) IPCC, Climate Change 2007 Synthesis Report, (2007.2)
  at http://www.ipcc.ch/pdf/assessment-report/ar4_syr_frontmatter.pdf.
2) Jessica Gordon,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to Hold 

Hearing After Rejecting Inuit Climate Change Petition”, 7 Sustainable Dev. 
L. & Pol'y 55 (Winter 2007), p.55.

3) at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4/30/2009043000086.html
4) 이신화, “기후변화와 정치적 쟁점,” 평화연구, 제16권 2호, 2008, 42-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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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슈로 부상하였는데, 여기에 더해 기상이변 등으로 기후난민들이 
급증하면서 지구촌 환경난민문제는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띠기 시작하였
다. 이러한 환경난민 또는 기후난민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는 투발
루, 키리바지, 바투아투, 몰디브 등으로 국토 전체가 해수면 상승으로 
이미 국가존립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남태평양 적도부
근의 투발루의 총 9개의 섬 중 이미 2개가 바다 속으로 가라앉은 상태
이며, 나머지 섬도 식물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가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 투발루 정부는 11,000명에 이르는 국민 전부를 인접국가로 이주
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웃국인 호주는 투발루의 단체 이민
을 거부했고, 뉴질랜드는 1년에 75명의 이민만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
다.5)

  이와 같은 환경난민의 수는 이미 1998년에 전쟁난민의 수를 넘어섰
고, 2050년에는 약 1억 명이 환경난민으로 유랑길을 떠나야 할 것이라
는 추산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2050년에 예상되는 세계인구 100억 중 
1%에 달하는 엄청난 수에 해당된다.6) 더욱 암울한 것은 난민에 대하
여 가장 관대하였던 영국,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등 서유럽국가들 마
저도 이미 2004부터 난민유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이다. 이들은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간 평균 30만 명 정도의 
난민을 수용하여 수용능력의 한계에 부딪혔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난
민의 팽창속도와 이들의 인권보호 필요성을 감안할 때, 이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접근이 절실하다. 소위 환경난민이라 불리는 유랑민에 
대한 법적 보호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으로 그들의 개념
을 명확히 하여, 유형별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
다. 아래에서는 환경난민의 개념 및 유형, 국제난민법상 보호대상 여
부, 국제난민법의 적용이 불가능한 유형에 대한 일반국제법의 적용가
5) “Tuvalu and Global Warming,” 2007.12.8. at http://www.tuvaluislands.com/ 

warming.htm.
6) Norman Myers, Environmental Exodus : An Emergent Crisis in the Global 

Arena (Climate Institute, 1995),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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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할 것이며, 논의의 기저에 그들의 삶을 위
협받는 피해자인 환경난민의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라는 개념을 두도
록 한다.

Ⅱ. 환경난민의 개념
1. 국제법상 난민의 개념

  난민(Regugee)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국적국에 대한 충성관계를 포기
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국적국의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
을 말하지만, 그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성질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
류된다. 자연재해나 전쟁에 의해 생존조건을 박탈당해 국외로 탈출하
는 실향민(displaced person)이라든가 전적으로 생활조건의 개선을 목적
으로 하는 경제적 난민(Wirtschaftsfluchtlinge), 정치적 압제에 대한 반발
을 이유로 한 난민 등 난민이 발생하는 사유는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난민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사람에 관해서는 본래 국제법상 일반적 정
의가 없었으며, 수용국의 재량 또는 입법의사에 위임되어 왔었다.7)

  국제사회는 난민에게 최소한의 법적 보호라도 부여하기 위하여 소위 
국제난민법(International Law of Refugees)을 발전시켜왔는데, 그 대표적
인 예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규약(1950),8) 난민협약(1951),9) 그리고 
7) 山本草二, 國際法, (有裵閣, 1999), 518-519面; 박병도, “환경난민의 법적 

지위”, 국제법학회논총, 제47권 3호, 대한국제법학회, 2002, 129쪽에서 재
인용.

8)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규약’(Statutes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은 1950년 UN총회결의(UN GA Res 
1950.428(5))로서 채택되어 1951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0년 2월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주요 기능은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난민 보호 및 난민에 대한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 박해에 대한 공포에도 불구하고 난민의 강제송환을 방지하는 것, 난민
문제의 항구적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도모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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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정서(1967)10) 등을 꼽을 수 있다.11) 그 중에서도 국제법상 난민
의 정의는 난민협약 제1조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인데, 유엔난민고등판
무관실규약은 UN총회의 결의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추지 못하
였고, 난민의정서의 정의 규정 내용은 난민협약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난민협약은 제1조 A (2)에서 난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12)

9)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창설과 동시에 제네바(Geneva)에서 개최된 
‘난민 및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UN전권회의’에서 1951년 7월 28일에 
채택되었고, 1954년 4월 2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3일 동협약에 가입하였다.

10)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는 
1967년 1월 31일에 채택되었고, 1967년 10월 4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3일 동의정서에 가입하였다.

11) 위 세 국제문서를 국제난민법의 대헌장(Magna Carta)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용호, “난민의 개념과 그 보호”, 국제법학회논총, 제52권 2호, 
대한국제법학회, 2007, 312쪽. 이외에도 난민에 관한 많은 국제문서들이 
존재하는데, ‘외교적 비호 및 영토적 비호 문제의 국제형사법에 관한 조약
(1889, 몬테비데오), 범죄인 인도에 관한 협정(1911, 카라카스), 비호에 관
한 협정(1928, 아바나), 정치적 비호에 관한 협약(1933, 몬테비데오), 외교
적 비호에 관한 협약(1954, 카라카스) 및 영토적 비호에 관한 협약(1954, 
카라카스), 아프리카통일기구(OAU)의 국가 및 정부의 정상회의에 의하여 
채택된 난민문제의 특별한 양상에 관한 협약(1969), 아시아․아프리카 법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 카르타지나선언(1984) 등이 있다. 장복희, “국제법상 
난민보호와 그 문제 해결,” 국제법학회논총, 제42권 2호, 대한국제법학
회, 1997, 184쪽.

12) Article 1. - Definition of the term “refugee”
   A.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Convention, the term “refugee” shall 

apply to any person who:
   (1) Has been considered a refugee under the Arrangements of 12 May 

1926 and 30 June 1928 or under the Conventions of 28 October 1933 
and 10 February 1938, the Protocol of 14 September 1939 or the Consti-
tution of the International Refugee Organization; Decisions of non-eli-
gibility taken by the International Refugee Organization during the pe-
riod of its activities shall not prevent the status of refugee being accorded 
to persons who fulfil the conditions of paragraph 2 of thi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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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인종, 종교, 국적 또
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 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및 이들 
사건의 결과로서 상주국가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 국가
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이러한 난민의 정의는 박해가 존재할 것, 박해사유에 해당할 것, 국적
국 또는 상주국 밖에 있을 것 등의 특징을 담은 정치적 성격의 난민으
로 수렴되는데,13) 국제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난민은 난민협약과 난
민의정서에 정의된 정의에 국한되기 때문에, 난민의 지위부여를 결정
하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조차도 규정의 탄력적 해석을 통하
여 다양한 난민의 유형을 창조해 내기 어렵다. 국제사회의 심각한 문

   (2) As a result of events occurring before I January 1951 and owing to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for reasons of race, religion, na-
tionality,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is outside the country of his nationality and is unable, or owing to 
such fear, is unwilling to avail himself of the protection of that coun-
try; or who, not having a nationality and being outside the country of 
his former habitual residence as a result of such events, is unable or, 
owing to such fear, is unwilling to return to it.

   In the case of a person who has more than one nationality, the term “the 
country of his nationality” shall mean each of the countries of which he is 
a national, and a person shall not be deemed to be lacking the protection 
of the country of his nationality if, without any valid reason based on 
well-founded fear, he has not availed himself of the protection of one of 
the countries of which he is a national.

13) Gregory S. McCue, “Environmental Refugees: Applying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to Involuntary Migration,” 16 Georgetow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Review, (1993), p.153.



국제법상 ʻ환경난민ʼ에 대한 인권 기반적 접근❘129

제로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난민협약상의 한계에 의하
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난민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14) 첫째, 경
제난민이다. 경제난민이란 경제적 빈곤 또는 곤경을 피해 생존을 위해 
타국으로 탈출해 나온 난민을 의미하는데, 환경난민과 함께 ‘현대적 
난민’ 또는 ‘21세기 난민’이라고도 한다. 둘째, 환경난민이다. 환경난민
이란 고도로 발달한 산업구조와 공해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지구촌
의 이상기후, 피나투보 화산폭발과 같은 대규모 자연재난, 체르노빌원
전사고와 같은 인위적인 환경파괴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살던 고
향을 떠나지 않을 수 없거나 자신의 국적국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없
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셋째, 전쟁난민이다. 전쟁난민이란 
내란이나 민족분규가 발생한 경우 이를 피하여 타국 또는 국내의 타지
역으로 이주한 난민을 말한다. 특히 전쟁난민은 국제인도법에서 전쟁
희생자라는 관점에서 특정한 보호를 제공한다. 넷째, 실향민이다. 실향
민이란 난민과 같은 처지에 있지만 외국으로 탈출하지 못한 채 자국 
내에서 살던 고향을 떠난 채 유랑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을 의미하고 있다. 난민협약이 이러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
는 그 입법과정이 1920년대부터 1940년대의 유럽사회를 배경으로 형성
된 것이기에, 1950년대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각종 재난에 대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뭄, 폭우, 지
진 등의 천재지변과 빈곤 그리고 각종 전쟁(내전 포함)과 극심한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피난처를 구하는 새로운 유형의 난민에 대해서도 국
제사회가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여 보호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15) 

 2. 환경난민과 기후난민
  환경난민(environmental refugees)이라는 용어는 엘-히나위(El-Hinnawi)

14) 이용호, 앞의 논문, 316쪽; 오윤경 외 20인, 현대국제법, 박영사, 2000, 
201쪽; 최창동, 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 두리, 2000, 104-108쪽.

15) 이용호, 앞의 논문, 3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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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한 1985년 유엔환경계획(UNEP) 보고서에서 최초로 사용된 이
래로, 정계와 학계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환경파괴로 인한 이주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1990년의 ‘기후변화에 관한 UN 정부간 보고
서’(UN Intergovernmental Report on Climate Change)의 간행으로 이어졌
는데,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수백만의 실향민과 이주민을 양산할 수 
있다고 경고 하였다. 마이어스(Norman Myers)는 1993년에 21세기 말이
면 1억 5천만 명의 환경난민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발표한 데 이
어, 1997년에는 환경난민 문제가 현 인류의 최대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고, 2004년에는 지리학자 클리오(Nurit Kliot)가 환경난민의 대
량 이주는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이자 두려움이 될 것이라 진단한 바 
있다. 이처럼 각국 정부는 물론 학문의 경계를 두지 않고 각계의 학자
들이 환경난민의 문제를 우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환경난민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16)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환경
난민의 개념과 1951년 난민협약상 난민의 지위부여 가능성에 관한 논
의조차 마치지 못하고 있다.

  환경난민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환경조건의 
악화로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사람,17) 근본적으로 특이한 범위(unusual 

scope)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들 때문에 자신의 생활터전이었던 
본국에서 더 이상 안전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18) 환경적 원인 
때문에 종래의 거주지를 버리고 새로운 피난처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
16) 예컨대 2003년 10월 15일자 가디언에 따르면 전 지구적으로 약 1억5,000

만 명의 환경난민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하나의 사례를 들
어보면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년간 라틴아메리카에만 수백만 명의 환경
난민이 발생하였는데, 1998년만 보더라도 온두라스는 홍수로 400여 가구
가, 베네주엘라는 홍수로 200만 명이, 페루는 홍수로 50만 명이, 멕시코는 
가뭄으로 70만 명이, 브라질은 가뭄으로 1,200만 명이 피난한 바 있었다. 
at http://www.guardian.co.uk/climatechange/story/0,12374,1063181,00.html, and 
http://www.time.com/time/magazine/intl/article/0,9171,1107000131-39102, 
00.html

17) 박병도, 앞의 논문, 122쪽.
18) Myers, op. cit.,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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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19) UN이나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전쟁이나 박해 등
을 피해 외국으로 탈출한 난민들은 아니지만 가난과 환경파괴, 정부의 
자연재해 방지 및 대처능력 결여가 맞물려 떠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상황에 처하여 자신들의 거주지를 떠나게 된 취약그룹,20) 자
신들의 삶의 질이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환경 변화로 인해 자신
들의 거주지로부터 임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유리되는 사람21) 등의 의
미로 이해되고 있다. 다양한 표현의 공통된 내용을 추려보면, 환경난민
이란 ‘환경적 원인으로 생존을 위협받아 불가피하게 삶의 터전을 떠나
있는 자’라고 정의내릴 수 있겠다. 여기서 ‘환경적 원인’ 즉 환경난민
을 발생시키는 환경문제의 형태 또한 매우 다양하여, 다수 전문가들은 
그 유형을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는 ‘장기간에 걸친 환경변
화’로 기후온난화, 해수면상승, 삼림파괴, 토양침식, 염분화, 침수, 사막
화 등이 있다. 둘째는 ‘갑작스런 환경변화’로 지진, 화산폭발, 홍수, 허
리케인, 몬순, 해일, 토네이도 등이 해당된다. 셋째는 ‘환경사고’로 산
업적 또는 화학적 재난을 일컫는다.22) 엘-히나위는 지진, 폭풍과 같은 
환경재난으로부터의 일시적 피난한 자, 댐건설 또는 인공호수 등 인간
의 행위로 인한 자연의 영구적 변경으로부터 영구적으로 대피한 자,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필요한 자원이 고갈되어 영구적으로 이
주한 원주민 등으로 유형을 나누고 있다.23)

19) 신진, “환경난민과 근원적 해결방안”, 사회과학논총, 제6권,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5, 127쪽.

20) 이신화, 앞의 논문, 42쪽.
21) See Essam El-Hinnawi, Environmental Refugees, (United Nations Environ-

ment Programme, 1985).
22) Jessica B. Cooper, “Environmental Refugees : Meeting the Requirements of 

the Refugee Definition,” New York University Environmental Law Journal, 
Vol.6 No.2, (1998), pp.503; 이신화, “대량탈북사태에 대한 조기경보 : ‘환
경난민’의 개념을 적용하여,” 국제정치논총, 제38집 제2호, 1998, 69쪽; 
박병도, 앞의 논문, 124쪽.

23) El-Hinnawi, op. cit.; Emmanuel K. Boon and Tran Le Tra, “Are Environ-
mental Refugees Refused?,” Stud. Tribes Tribals, 5(2), (2007),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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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가장 큰 숙제는 환경난민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므
로, 환경난민의 유형을 ‘환경적 원인’을 기준으로 나누기보다는 ‘환경
적 원인’의 발생을 초래한 주체를 찾아 책임을 묻는 것이 효율적일 것
일 것이다. 첫째, A국 정부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환경문제가 A

국 국민이 환경난민이 되는 경우로, 이를 ‘자국 원인 환경난민’이라 칭
한다. 둘째, A국 정부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환경문제가 B국 국
민의 환경난민을 초래하는 경우로, 이를 ‘타국 원인의 환경난민’이라 
칭한다. 셋째, 어느 국가나 정부와 무관하게 기후변화라는 자연의 힘에 
의하여 발생하는 환경난민의 경우로, 이를 ‘기후난민’(Climate Refugees)

이라 칭한다.24)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위에서 소개한 유형별로 고려 가
능한 문제해결 접근방식을 검토해 본다.

Ⅲ. 환경난민과 국제난민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난민은 난민협약의 보호대상이 아니라
고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난민만을 협약의 
난민으로 정의한다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개별적인 요건과 환경
난민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특히 ‘자국 원인 환경
난민’은 자국 정부의 행위로 인하여 난민이 발생하여 국외로 떠나있다
는 점에서 국제난민법상의 난민보호를 받을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
겠다.

24) 용어의 쓰임에 있어, 환경난민과 기후난민이 동의어로 혼용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환경적 원인이 반드시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형태로 나
타나는 것만은 아니므로, 기후난민을 환경난민의 일 유형으로 좁게 파악하
는 것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로써 2008년 UNHCR의 보고서에서도 환경난
민과는 별도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난민을 기후난민(Climate Refugees)
로 표현하고 있다. Etienne Piguet, Climate Change and forced migration, 
(UNHCR, 2008),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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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난민법의 보호 대상
  1951 난민협약의 난민 정의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자
격요건을 추출해 낼 수 있다. 첫 번째 요소는 박해(persecution) 또는 
박해의 공포(fear)가 있을 것이다. 난민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박해를 
받을 우려에 대한 충분한 이유와 공포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그 중에
서도 박해와 그 공포는 난민의 성격을 결정짓는 핵심적 요소이다. 그
러나 보편적으로 수용될 만한 박해의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터라, 인
종, 종교, 국적, 특정 집단의 구성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하
는 생명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는 실체적 의미로 파악하기도 하
고,25) 그 박해의 주체와 객체에 중점을 두어 개인에 대한 정부의 행위
(act of government against individuals)로 파악하기도 하며,26) 박해는 성
질상 주관적 요소를 포함하므로 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각 사안의 상황
에 따른 변수로 인하여 박해의 해석은 다양할 수밖에 없어 정의 자체
가 불가능하다고도 한다.27) 국제형사법원(ICC)은 박해란 집단 또는 단
체의 일체성을 이유로 국제법에 위반하여 기본적 권리를 의도적으로 
그리고 가혹하게 박탈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28) 공포는 박해보
다도 더욱 주관적 관념이지만 난민 신청인의 주관적 요소의 평가 즉 
신청인의 진술에 대한 평가를 중요시한다는 차원으로 이해되며, 공포
에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owing to well-founded) 한다는 것은 그러한 
심리상태가 객관적 상황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함을 의미한다.29) 다만 
박해를 받을 공포는 반드시 난민의 국적국 영역 전체에 까지 확대될 
필요는 없으며, 그 국가영역의 일부만으로도 무방하다.30)

25) 이용호, 앞의 논문, 318쪽.
26) 박병도, 앞의 논문, 129쪽.
27) 장복희, 앞의 주 11, 181쪽.
28) 국제형사법원규정 제17조 2(g).
29) 장복희, “현대국제법상 난민의 정의와 박해의 의미의 변화”, 국제법학회

논총, 제47권1호, 대한국제법학회, 2002, 165쪽.
30) 이용호, 앞의 논문, 3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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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요건은 박해가 5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것이다. 난민협약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박해의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난민신청인은 상기의 5가지 중 
하나의 이유로 인한 박해 또는 박해의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를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도록 강요된 
모든 사람들을 난민으로서 보호받지 못하게끔 하는 원인이기도 하
다.31) 첫 번째 인종(race)의 경우 1965년 인종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제1조를 원용
하여 인종, 피부색, 계통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32) 두 번째 종교(religion)란 1966년의 국제인권규약(B규약) 제18조
를 원용하여33) 종교 선택의 자유, 종교적 예배, 의식, 행사, 선교에 의
하여 자신의 종교를 표명할 자유 등의 의미로 이해되며, 종교단체의 
구성원 신분, 개인적 또는 공적 숭배, 또는 종교교육의 금지, 또는 자
신의 종교를 신봉하거나 특정의 종교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중대한 
차별조치를 취하는 것이 박해에 해당된다.34) 세 번째 국적(nationality)

이란 단순히 시민적 지위에 제한하지 아니하고, 특정 종족이나 종교적, 

문화적, 언어적 공동체의 기원 및 구성원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광의로 
해석되고 있다.35) 네 번째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신분(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이란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가문, 

또는 기타 지위36) 등과 유사한 폭넓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37)  

31) Cooper, op. cit., p.483.
32) Guy S. Goodwin-Gill, The Refugee in International Law, 2nd ed., (Oxford 

Univ. Press, 1996), p.43.
33)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과 1981년에 채택된 ‘종교 내지 신념에 근거한 모

든 형태의 차별철폐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Intolerance and of Discrimination Based on Religion or Belief)에서도 종교
의 자유를 천명하고 있다. Ibid., pp.44-45.

34) 장복희, 앞의 주 11, 181쪽.
35) Goodwin-Gill, op. cit., p.45.
36) 세계인권선언 제2조, 국제인권규약(B규약) 제26조.



국제법상 ʻ환경난민ʼ에 대한 인권 기반적 접근❘135

어떤 사람이 단순히 과거의 배경 때문에 박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
우에 언제라도 적용 가능한 매우 탄력적인 규정이다. 다섯 번째 정치
적 의견(political opinion)이란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발표권, 국경을 초
월한 정보와 사상의 탐구, 입수, 전달의 자유38)를 포함하며, 정부 또는 
정책기관이 관여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의견 표현을 의미하는 넓은 개
념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39) 

  셋째 요건은 국적국 밖에(outside the country of his nationality) 있을 
것으로, 해석이나 예외의 여지가 없는 원칙이다. 또한 무국적자도 종전
의 상주국40) 밖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여하한의 경우에도 자국 내에
서 이루어진 이주 및 피난은 난민의 지위를 획득할 수 없다. 난민협약
은 국적국 또는 종전 상주국 밖에 있는 자가 자국 정부 또는 종전 상
주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박해의 공포 때문에 그 국가의 보
호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보호를 받을 수 없
다는 것은 전쟁, 내전 또는 기타 중대한 소요사태 등과 같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련이 없는 사정을 의미하며, 보호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41)

37) Goodwin-Gill, op. cit., p.46.
38) 세계인권선언 제19조, 국제인권규약(B규약) 제19조.
39) Goodwin-Gill, op. cit., pp.39-40. 난민자신이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음으

로써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한다면 그러한 
박해로 볼 수 있다. 또한 박해의 우려로서 국가기관으로부터 주목을 받게 
된 의견을 이유로 난민임을 주장하는 경우, 난민신청인이 본국을 떠나기 
전에 본국의 국가기관이 자신의 의견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장복희, 앞의 주 11, 181-182쪽.

40) 난민협약의 초안자에 의하면, 종전의 상주국이란 그가 거주하였던 곳으로
서, 박해를 받았던 또는 그가 그곳으로 돌아간다면 박해를 받게 될 우려
가 있는 공포가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장복희, 앞의 주 11,  182-183쪽.

41) 장복희, 앞의 주 11, 1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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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난민의 난민지위 검토
  환경난민이 과연 난민협약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협약 제1조의 정
의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환경난민의 개
념을 앞서 기술한 난민개념의 요건의 항목에 따라 검토해 본다. 첫째
로, 박해 또는 박해의 공포가 있어야 한다. 박해의 주체는 국가 또는 
정부인데, 대부분의 환경난민을 초래하는 환경원인에는 오로지 환경적 
요소만으로 구성되기 보다는 정부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관련되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42) 또한 박해의 질적 기준은 매우 주관적인 것이어서, 

난민 스스로가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꼈다면 충분한 것이다. 따라서 
사하라사막주변지대의 사막화 현상으로 인한 환경난민과 같이 정부의 
부작위가 결과적으로 이곳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이주를 강요한 
것이라면 난민협약의 첫 번째 요건을 충족시킨다.43) 다만 국가가 환경
적 원인에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난민의 경우 즉 기후난민의 경우에는 

42) 환경난민이 국제사회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던 초창기 즉 1980년대 약
10여 년간의 문헌을 살펴보면, Jodi Jacobson, David Lazarus, Anthony 
Catanese, Jone M. Trolldalen, Anthony H. Richmond 등 다수의 전문가들
이 환경난민문제의 발생이 자연재해 등 생태적 요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
기 보다는 생태적 요소와 정치적 요소가 결합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심
각성 또한 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43) 사하라사막주변지대(Sahel)은 모리타니(Mauritania)에서 소말리아(Somalia)
까지 사하라사막의 남쪽 경계를 가로지르는 반 건조 지대였다. 이 지역의 
계속된 인구증가는 주민들에게 그들의 땅을 과도하게 경작하게 하였고, 동
시에 만성적 방목에 노출되었던 그들의 땅은 습기유지능력을 상실하여 
1968년 이후로 끊임없는 가뭄과 사막화를 반복하였다. 이에 대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는 인구감소, 농업기술혁신 또는 식량증대정책 등의 여하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1960년대 이후 정치적 분쟁과 불안만
을 조장하였다. 그 결과 Sahel의 주민들은 죽음을 피하여 생존을 위한 땅
을 찾아 떠나야만 했다. 실제로 1968년에서 1973년 사이에 140만의 사하
라난민들이 아이보리코스트(Ivory Coast)로 몰려들었고, 1980년대 가뭄에는 
모리타니 인구의 20%(40만), 나이지리아 인구의 17%(150만) 등 대량의 환
경난민으로 전락하였다. Myers, op. cit., pp.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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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박해를 관련지을 수 없다. 둘째로, 박해가 5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것이다. 난민협약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박해의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의 성
격이 예시조항이 아닌 열거조항이라는 점에서, 위 5개 사유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되지 않는 한 난민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그 중에
서도 환경난민에의 적용이 기대되는 것은 가장 탄력적으로 해석되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이다. 환경난민의 원인은 다양할 지라도 
이들은 모두 환경보호에 필요한 정치적 힘(political power)을 결여한 사
회집단의 일원이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사하라사막주변
지대의 환경난민들은 자신들의 환경적 관심을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
이 부족한 사람들이었고,44) 한편 해수면 상승으로 피해를 입는 여러 
소도서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지구상에서 정치적 힘이 미미한 개도국 
또는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들로서, 이들은 국가의 무능력으
로 인하여 환경문제로부터 보호 받지 못하는 사회집단의 일원이라 할 
수 있다.45) 앞의 예들이 그 자체로 난민의 요건을 충족시키기에는 충
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의 구체적 사회그룹을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46) 셋째로, 요건은 국적국 또는 종전 상주국 밖에 
있을 것이다. 환경난민의 경우 이주의 범위가 국내에 국한되는 실향민
을 제외한 즉 국제적 환경난민은 모두 이 요건을 충족시킨다. 또한 환
경난민들의 대부분이 생존을 위하여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점에서 대
부분 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종합해보면, 일반적으로 난민협약 제1조의 밖에 있다고 평가되
는 환경난민도 경우에 따라서 또는 해석에 따라서 난민의 지위를 획득
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즉 난민지위의 부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환
경난민을 초래한 환경적 원인과 국가의 작위 또는 부작위 간의 인과관
44) Myers, op. cit., p.8. 그들의 정부는 굶주린 국민들에게 보내진 외국 원조 식

량을 되파는 등 자국민이 겪는 환경위기를 노골적으로 외면하였다고 한다.
45) McCue, op. cit., p.159.
46) Cooper, op. cit., p.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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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입증, 환경난민을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에 포섭시킬 수 있
는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 등이 과제로 남는다. 

Ⅳ. 환경난민과 인권 기반적 접근
  ‘타국 원인 환경난민’이나 ‘기후난민’은 그 원인이나 형태가 기존의 
국제난민법의 적용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이다. 그러나 관련 국제법
의 미비로 인하여 그들의 보호 법리의 찾기를 포기함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그들이 침해당한 인권의 측면에서 출발
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접근방식은 소위 ‘인권 기반적 접근’과 궤를 
같이 한다. 

1. 인권 기반적 접근의 의의
  현재로서는 인권 기반적 접근(Human Rights-Based Approach)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립된 정의를 제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다만 주로 
“~에 대한 인권 기반적 접근” 이라는 형태로 사용되면서, 특정의 국제
조약 및 합의의 입안과정 또는 국제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수많은 국제인권조약과 인권선언에서 
확립된 인권개념에 근거하여 고려할 것, 즉 국제문제에 대한 고려의 
시작과 끝이 인간과 인권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기존
과는 차별화되는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는 것
만은 분명하다. 다시 말해서 인권 기반적 접근이란 모든 국제․국내적 
사회문제를 인권적 관점(human rights perspective)에서 접근하라는 것인
데, 인권적 관점은 법과 사회적 규범, 전통적 관습 그리고 제도적 활동
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어떻게 인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
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47) 여기서 
인권이란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물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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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는 총체적 범위의 모든 인권을 의미한다.48)

  이 개념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분야는 국제개발협력 분
야인데, 현재 거의 대부분의 국제개발기구들이 그들의 개발사업과 관
련하여 인권의 가치를 고려하고 입법에 반영하고 있다.49) 인권 기반적 
접근은 개발의 과정 및 그 결과에 걸쳐 적용되는 개념으로, 소위 ‘개
발에 관한 인권 기반적 접근’이라 함은 개발의 목적이 인권의 달성이
어야 함을 의미하고, 인권이라는 초석 위에 개발정책이 자리 잡아야 
함을 의미하며, 개발 사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인권에 대한 책임을 지
라는 국제체제에 대한 호소이기도 하다.50) 이 개념은 모든 개발프로그
램이 추구해야 할 규범적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해 주는데, 이러한 원칙
으로서 공동참여, 비차별 및 평등, 책임(accountability), 그리고 인권의 

47) See UNICEF, Taken from: A Human Rights Approach to UNICEF 
Programming for Children and Women: What it is, and some changes it 
will bring, UNICEF New York, 17 April 1998.

48) Emilie Filmer-Wilson, "The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Developent: 
The Right to Water," Netherlands Quarterly of Human Rights, Vol.23/2, 
(2005), p.216.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예로 The right to life,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Freedom of movement, Equality before the 
law,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The right to privacy,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asso-
ciation, The right to take part in the conduct of public affairs, The right 
to vote and to be elected, The right to freely determine political status 등
을 꼽을 수 있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는 Right to work, form 
trade unions, safe and healthy working conditions, Right to the highest at-
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Right to education,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including adequate food, housing and 
clothing, Right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The right to freely pursue eco-
nomic,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등이 있다.

49) Flore Nguyen, Emerging Features of a Rights-Based Development Policy of 
UN, Development Cooperation & NGO Agencies, the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OHCHR Asia-Pacific Regional Office, 2002), p.2.

50) The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ODI), What Can We Do With a 
Right-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ODI Briefing Paper, 1999, quoted 
in : Nguyen, op. cit.,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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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의존성 및 불가분성(interdependence and indivisibility) 등을 들 수 
있다.51) 유엔개발계획(UNDP) 또한 그 운영전략의 핵심으로   인권 기
반적 접근을 채택하고 있는데, UNDP가 각국 정책결정자의 지지를 끌
어낼 수 있는 전략적 사고방식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52) 여기서 인권 기반적 접근은 모든 인간에게 자신들의 일에 대
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능을 제공함으로써, 공평한 개발을 위한 환
경을 마련하고 인간의 개발과 자유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수단과 제도를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한다. 빈곤과 취약성에 대한 도전
의 진정한 성공은 빈곤하고 취약한 집단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서 진정한 보호와 발언권 그리고 책임을 주는 것에 있음을 인식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즉 선택권의 확대뿐만 아니라 이러한 선택권의 확대
과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환경난민 문제를 다루면서, 왜 인권 기반적 접근에 주목하여야 하는
가? 또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인권 기반적 접근 개념이 사회의 저
변 인식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탄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인권적 관
점의 도입이 기존 개발사업의 계획수립으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가
장 우선시해야할 가치(value)에 대하여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 것이기
에,53) 1951 난민협약의 비탄력적인 난민개념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인권의 호소는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의 보호
를 통하여 국제평화를 유지하겠다는 UN헌장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
이다. 결국 인권이라는 주제는 그 개념 및 기준의 다양성과 모호성에

51) UN, Report of the Second Interagency Workshop on Implementing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in the Context of UN Reform, 'Attachment 
1: The Human Rights 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Cooperation: 
Towards a Common Understanding Among the UN Agencies', 5-7 May 
2003, Stamford, USA quoted in : Filmer-Wilson, op. cit., p.216.

52) Administrator’s Note on Implementing UNDP Policy on Human Rights in 
the New Millennium; 22 September 2000.

53) Monica Sharma, “Saving Women’s Lives, A Call to Rights-based Action” 
UNICEF Regional Office for South Asia,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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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국제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제사회의 중지를 모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법 개념일 수밖에 없다.

  인권 기반적 접근은 결코 우리가 수행하여야 할 과제가 무엇(what)

인가를 찾기 위한 개념이라기보다,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제를 
어떻게(how) 수행하여야 하는가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인권 기반적 
접근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련의 법적 사고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국제사회의 구성원 또는 국제
법 주체간의 권리의무의 재분배 효과가 그것이다. 인권 기반적 접근에 
따르면, 국제기구 및 각국의 정책적 우선순위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필요(Need)를 권리로 이해하여 인간을 활동적인 주체와 권리 
주체로 인식하게 되고, 국제기구와 국가에 대하여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주지시켜준다. 이처럼 인권 기반적 접근은 국제사회의 도덕적 
규범, 신뢰성 기준 그리고 사회정의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수단이 된
다.54)

2. 환경난민에 대한 인권 기반적 접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권 기반적 접근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
갈 것인가?’의 문제이며, ‘어떻게’란 모든 사업의 목적 또는 궁극적 보
호대상을 인간 또는 인권에 초점 맞추는 것이다. 즉 환경난민이라는 
큰 틀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권적 관점의 피해자(victim)를 
찾아 그에 대한 구제(remedy)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인권 기반적 접근
인 것이다. 구제의 주체가 반드시 직접적 가해자, 즉 환경문제와 난민
발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자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 개념은 
피해자 인권 중심의 개념이며 그 누구도 그 구제의 책임을 가해자에게 
국한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오로지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누구이며 이
54) Cathy Albertyn, University of Witwatersrand, South Africa, 7 November 

2000; Windhoek Workshop 13 – 17 November, organised by the UN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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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인권을 어떻게 되찾아 줄 것인가의 문제이다. 종합하면, 인권 기
반적 접근으로 환경난민 문제를 다룬다 함은 환경문제로 인하여 생존
권을 위협 받은 피해자 즉 환경난민에 대한 국제협력 방안을 찾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타국 원인 환경난민’과 ‘기후난민’의 경우로 나누어, 환
경의 피해자인 환경난민의 인권을 보호 또는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살
펴보도록 한다. ‘타국 원인 환경난민’ 즉 타국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환경난민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경문제를 야기한 타국에게 구제 
및 보상(compensation)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극의 
환경난민 사례에 주목할 만하다. 2005년 12월, 에스키모극지이사회
(Inuit Circumpolar Council: ICC)는 북알래스카, 캐나다, 그린란드, 러시
아의 15만 환경난민을 대표하여 미국의 환경로펌 Earthjustice55) 그리고 
국제환경법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IEL)와 함
께 미국을 상대로 미주인권위원회(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IACHR)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56) 탄원의 내용은 기후변화가 
불균형적으로 에스키모들에게 영향을 미쳐 그들의 생존, 건강, 개인 재
산, 땅, 행복의 권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세계최대의 온실가스 배출량
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배출량감축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의 (환경손
상) 행위와 (환경손상방지) 태만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원인이며 
결국 북극의 환경난민을 발생시켰다는 것이다.57) 그러나 2006년 11월 
IACHR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탄

55) 정식명칭은 Earthjustice Legal Defense Fund이며, 시에라클럽(Sierra Club)
에서 만든 환경법 관련 비영리 로펌이다. URL: http://www.earthjustice.org/ 

56) See Andrew C. Revkin, “Americas: Inuit Climate Change Petition Rejected,” 
N.Y. TIMES, Dec. 16, 2006.

57) Sheila Watt-Cloutier, Petition to the Inter 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Seeking Relief from Violations Resulting from Global Warming 
Caused by Acts and Omissions of the United States, Dec. 7, 2005, pp.1-7. 
at http:// www.ciel.org/Publications/ICC_Petition_7Dec05.pdf (last visited 
Jan. 2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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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채택을 거부하였다.58) 이 사례에서 비록 IACHR이 미국의 온실가
스배출량 억제나 에스키모에 대한 보상을 강제하지는 못하였지만, 탄
원신청 및 공청회를 통하여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친 정
부와 기업들에게 잠재적 책임(potential liability)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는데,59) 이 사례를 통하여 머지않은 미래에 
온실가스를 배출한 국가, 기업 또는 산업 등을 구속할 수 있는 법제가 
확립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해준다.60) 이러한 기대는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의해 탄력 받게 되는데, 이 원칙은 심각
한 위협이나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과학적 확실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환경훼손을 방지하는 경제적 효율성이 있는 
조치를 연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61) 과학적 정보의 결여에도 불구
하고 국가에게 오염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과학적 불확실성의 

다양한 정도와 환경적 위험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62) 더욱이 임증책임 

주체를 전환하여 어떤 행위가 환경에 대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낳지 않
는다는 것을 행위자가 입증하도록 하였는데,63) 자신의 생존이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도 최소한의 정치적 능력도 행사하지 못한 채 거주지를 
떠나야 하는 환경난민에게는 더 없이 희망적인 법리가 아닐 수 없다.

58) Gordon, op. cit, p.56.
59) Donald Goldberg & Martin Wagner, “Human Rights Litigation to Protect 

the Peoples of the Arctic,” 98 AM. SOC'Y INTL L. PROC. 227 (2004), 
p.229.

60) Ibid.
61) 성재호, “환경보호를 위한 사전주의원칙”, 국제법학회논총, 제43권 2호, 

대한국제법학회, 1998, 132쪽.
62) Bernard Weintraub, “Science, International Regulation and the Precautionary 

Principle: Setting Standards and Defining Terms”, I New York University 
Environmental Law Journal (1992), p.178.

63) David Freestone and Ellen Hey, “Implementing Precautionary Principl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D. Freestone and E. Hey (eds.), 
Precautionary Principle and International Law: The Challenge of 
Implementation (1996), p.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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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기후난민’ 즉 환경문제가 자국 또는 타국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기후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기후난민의 경우, 그 해결책은 오로지 합의에 의한 국제협력 뿐이다. 

여기에 차별적 공동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64) 원칙
은 국제협력을 도출해 내는 법․윤리적 접근방식을 제공한다. 이 원칙은 
국제사회가 모든 국가의 지구환경보호에 대한 참여를 촉구하되, 그들
의 책임에 있어서는 역사적 책임, 기술 능력, 미래의 환경추세, 모든 
국가들의 지속적인 개발의 필요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
의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65) 다시 말해서 지구환경문
제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역사적 책임의 차이와 환경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경제적․기술적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고,66) 국제환경법 규

64)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이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소병천, 
“기후변화 대응 국제논의의 쟁점 및 국제법적 함의”, 기후변화협상에 대
한 국제법적 검토, 서울국제법연구원학술대회자료집, (2009.10), 41쪽). 이 
원칙의 기원이 1992년 리우회의를 대비하여 43개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
들과의 협상을 준비하였던 ‘북경선언’을 통하여 논의가 시작된 개념이었기 
때문에, 지구환경오염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에 따르는 차별화된
(differentiated)을 강조한 것이었다. 그러나 역사적 책임이 곧 법적 책임은 
아니며, 선진국의 동의를 얻어 채택된 이 원칙의 실제적 의미는 공동의
(common) 책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접근으로서 차별화된(differentiated)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개념이 지구환경보호가 
국제사회 구성원의 공동책임이나 환경손상에 대한 역사적 책임 및 국제환
경의무의 이행능력을 감안하여 차별화한다는 개념상 내용을 살리되, 지구
환경은 지구상 모든 국가의 공동책임이라는 궁극적 가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차별화의 법리를 필요로 한다는 수단적 가치의 결합구도로 보아 
공동책임을 차별적 책임이 수식하는 형태로 차별적 공동책임(差別的 共同
責任)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서원상, “국제환경법상 차별적 공동
책임”, 국제법평론 통권 제24호, 국제법평론회, 2006, 163-188쪽 참조.

65) D. French, "Developing States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The 
Importance of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49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Question (2000), p.35.

66) CISDL,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Origins 
and Scope", A CISDL Legal Brief(For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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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 발전과 적용 및 해석에 있어서 개발도상국들의 특별한 요구가 반
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67) 기후난민의 특징은 기후변화 또는 
이로 인한 환경재난에 대한 난민발생국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현재의 기후변화문제는 과거 인류의 개발행위로 인한 것이
며 그 결과 환경난민의 문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희생자는 분명하되 
가해자는 불명확하거나 불특정 다수여서 권리구제의 주체를 알 수 없
다는 것이다. 물론 환경오염을 금지하지 않았던 시대에 이루어진 선진
국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현재의 국제환경법을 근거로 국가책임
(state responsibility)을 추궁할 수는 없겠지만, 환경오염의 역사적 책임
(historical responsibility)에 대한 대응으로서 기후난민 문제해결에 대한 
자발적 참여는 선진국의 도의적 의무가 아닐까 생각해본다.68)

Ⅴ. 맺음말 
  필자는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의 폐해의 하나인 환경난민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법상 보호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환경난민이 
국제난민법상 보호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51년 난민협약상 정
의규정을 세밀히 분석하고 이를 환경난민에 적용하여 보았으나, 정부
의 박해 및 그 박해사유의 해당여부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하였다. 결
국 이 문제의 해결은 환경문제의 피해자인 환경난민의 인권에 초점을 

Development 2002), at http://www.cisdl.org/pdf/brief_common.pdf
67) Philippe Sands, "International Law in the Field of Sustainable Develop-

ment: Emerging Legal Principle", in W. Lang (ed.), Sustainable Develop-
ment and International Law (Graham & Trotman, 1995), p.63. 

68)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었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세계정상
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서 Jacques 
Chirac 프랑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빌어 피폐해진 자연환경의 제1차적 
책임이 선진국에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환경부,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
회의 참가결과자료집 (11-1480000-000652-01), 2002,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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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어야만 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이었고, 인권 기반적 접근
은 문제해결의 새로운 열쇠가 되었다. 인권 기반적 접근은 국가 위주
의 국제법으로부터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인류를 위한 국제법으로의 관
점의 변화를 가져온다. 또한 특정 법분야의 관할대상인지를 따지기보
다 특정 문제해결을 위하여 국제사회가 또는 국제법체제가 어떻게 작
용하고 접근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해준다.

  국제사회가 수몰 위기에 처한 투발루인들을 환경 원인의 난민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는 와중에도, 이러한 난민 유형은 정치적 난민으로 
정의되어 온 기존의 난민 개념과는 다른 것으로 인식하여 그 적극적 
보호를 망설여 왔다. 아이러니한 것은 언론을 중심으로 남태평양 주민
들을 일컬어 환경난민 또는 기후난민으로 규정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
를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동안에도 정작 이주민들 스스로는 자신을 난
민으로 규정하여 난민지위를 신청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어떠한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하고 무능하다
는 이유로 유랑길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우리의 형제이며 이들의 
구제를 위해서는 국제사회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환경난민 문제에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 대내
적으로는 환경난민으로 인한 대량 탈북자문제를 우려하는 학계와 전문
가의 경고 메시지가 발표되기도 하였으며,69) 대외적으로 더 이상 우리
나라가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주장할 법적 논리의 근거가 없으므로70) 

환경난민 문제에 대한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투고일자 2009.11.06, 심사일자 2009.11.15, 게재확정일자 2009.11.20

69) 이신화, 앞의 주 22. 
70) 자세한 것은 서원상, “국제환경법상 우리나라의 법적 지위; 선진국과 개도

국의 구분을 중심으로,” 환경정책연구 제6권 4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
원, 2007, 1-2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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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Environmental Refugees’in International Law

Seo, Won Sang*

71)

  Environmental refugees are persons who can no longer gain a secure 

livelihood in their traditional homelands because of what are primarily en-

vironmental factors of unusual scope.  Environmental refugees have three 

types such as ‘environmental refugees caused by their country’, ‘environ-

mental refugees caused by foreign country’, and ‘climate refugees’.

  The first question is whether international refugee law can protect 

‘environmental refugees caused by their country’ or not. The definition of 

refugee set at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herein-

after Refugee Convention) request three composing elements such as 

‘persecution’, ‘to conform to one of five reasons of persecution’ and 

‘persons being outside the country of his nationality or his former habitual 

residence’. Unfortunately, environmental refugees can not fill the first and 

second elements of Refugee Convention's definition.

  Another legal solution for environmental refugees is the ‘Human Rights 

Based Approach’.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is not only about ex-

panding people’s choices and capabilities but above all about the empow-

erment of people to decide what this process of expansion should look 

like. Adopting a human rights based approach may not necessarily change 

what we do, but it will raise questions about how we do it. As we con-

*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for Legal Studies of Yonsei Law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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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r and adopt a human rights based approach to environmental refugees, 

it is possible to focus on their human rights disturbed and remedy to 

them as a victim.

  A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hereinafter 

CDR) is necessary to solve problem of ‘Climate Refugees’. It has no le-

gal subject responsible to cause the problem. differential responsibility of 

CDR does result in different legal obligations which is acceptable to each 

states, and request international material cooperation.

주제어 : 환경난민, 기후난민, 난민협약, 인권 기반적 접근, 차별적 공동책임

Key-word : Environmental Refugees, Climate Refugees,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Human Rights-Based Approach,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