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의 권리: 환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박태현(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들어가며

가. 환경상태와 환경법

한국사회는 1980년 8월 15일 헌법개정을 통해 환경권 조항을 신설하였다. 당시“환
경권이 헌법에 규정되는 경우 국가의 인적·물적 부담이 많으며 배상사태로 국가부담
내지 예산집행상 어려움이 예상되고 경제발전이 둔화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을
물리치고 도입된 것으로 환경보호를 헌법에 명문화한 국가가 적었던 당시로는 대단
히 진취적인 규정이었다(법제처, 155-9; 홍성방, 605-6).

2017년 5월 기준으로 환경부 소관 환경법은 대기·수질·폐기물·토양·자연환경 등 분야
에서 총 59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환경법체계는 적어
도 양적으로 어느 정도 정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가 환경적으로
또는 생태적으로 건전한 사회로 진입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적어도 지표상으로는
그 답은 부정적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08년부터 격년으로 환경성과지수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EPI)를 발표한다. 2014년 EPI 결과 한국은
178개국 중 43위로 평가되었다. 우수한 성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나쁜 성적
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상당히 나쁘다. 우리나라는 물 위
생 부분과 하수처리 부분의 지표는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너지 부
문 지표(구성지표 중 하나인 탄소집약도 추이변화 지표는 평가대상국 118개국 중
112위)나 생물권 보호 부문 지표(179개국 중 120위) 등은 지속적으로 하위권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최근 한국사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PM 2.5)의
지표도 최하위 수준인 171위로 나타났다(환경부, 6-10). “미세먼지”지표가 대변하는

인간의 환경적 건강과 “생물권 보호”지표가 나타내는 생태계의 건전성, “기후변화·에
너지 부문” 지표가 지시하는 이산화탄소의 과도한 배출과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등
한 사회가 생태적으로 어떠한 상태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지표의 상태가 매우
나쁜 것이다.

환경보전으로 수단으로 인허가제, 배출규제, 형사적 제재 따위의 명령통제(command & control)에
기반한

규제수단과

배출부과금,

생산자책임재활용,

배출권거래제

등

이른바

시장기반

(market-based)적 규제수단(경제적 유인제도)로 크게 구분된다. 두 수단은 정책도구로서의 합리성
의 논거는 서로 다르지만, 공히 환경을 자연자원으로 보는 전제에서 자원의 과도한 이용을 억제거
나 이익형량을 통한 조절적 이용, 또는 경제적 효율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같다. 문타(Mumta
Ito)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환경법은 우리 경제시스템 자체의
근본 지향과 같은 근본원인을 다루지 아니한 채 일상행위의 외부효과(externalities)
만을 관리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럼으로써 단지 훼손의 속도를 늦츨 수 있을 뿐, 훼
손 자체를 정지하거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다.”

나. 법시스템과 자연의 권리

우리 법시스템에는 뿌리 깊은 흠이 있는데 그것은 살아 있는 존재(living beings)를
단순한 객체 내지 재산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자연을 생명의 원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의 효용성-곧 자원으로, 재산으로 또는 자연자본으로-에 따라 그 가
치를 평가한다. 이는 자연파괴를 동반하는 무한 성장에 터잡은 경제 패러다임을 가
속화한다.

법은 법주체 간의 관계만을 규율한다. 자연은 객체로 다루어지므로 법은 (자연의 일
부인) 우리와 자연 및 자연의 나머지 존재들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권리는
힘의 불균형을 교정하는 도구다. 자연을 고유한 이익과 권리를 가진 이해당사자로
법체계 내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간 전제(專制)에 대한 강력한 균형 조절 장치다.
이는 미래세대를 포함하여 사람과 정부에 우리 경제와 삶의 기본 토대인 자연의 이
익을 대변할 권한을 준다. Whanganui, Ganges and Yamuna 강은 전 세계에서 처
음으로 법인격성(legal personality)과 권리를 지닌 것으로 인정되었다(Mumta 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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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법체계 내에서 자연환경의 보호: 이익형량을 통한 보호

가. 명지대교 사례

이 사건은 교량의 예정노선이 습지보호지역의 상단에 위치하는 것으로 계획된 명지대교의
건설은 습지보전법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공사의 시행의 중지를 구한 가처분 사건이
다. 신청인들은 명지대교가 건설되면 습지보호지역 내에서 명지대교의 직하방의 59,000㎡
부분과 명지대교로부터 남북 각 50m 지역 및 나머지 습지보호지역과 차단되는 명지대교
북쪽 지역은 철새의 서식도래지로서의 본질적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반면 명지대교 건설
은 기존의 하구언 도로를 확장하는 등의 물리적, 기술적으로 가능한 대체방법이 있고, 그
대체방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어서 명지대교 건설은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
위가 허용되는 공익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명지대교 건설행위를 승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피신청인은 그러나 명지대교는 문제가 되고 있는 낙동강 하
구 및 을숙도 일원의 자연환경, 생태계 등을 모두 충분히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첨단의
공법으로 시행할 것이므로 그 건설 공사로 인하여 낙동강 하구나 을숙도의 생태계 등 자
연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반론하였다.

법원은 명지대교 건설로 인하여 고니 등의 서식도래지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 수 있
음을 인정하였다[명지대교 건설 예정노선은 습지보호지역의 최상단에 위치하고, 을숙도
인공철새도래지로부터 100m이상, 철새들의 주요 먹이가 되는 세모고랭이의 군락지로부
터 약 400m이상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명지대교 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철새의 활공장애에 의한 영향을 저감하기 위
하여 조류 대체복원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명지대교 건설로 인하여 고
니 등의 서식도래지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 공공사업의 시행
에 따른 개발과 환경보호 간의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명지대교 건설
에 따른 사회적 총비용과 총편익을 비교교량해야 한다며, 명지대교 인근의 교통수요와 부
산광역시의 장기교통망구축계획, 기존 도심의 도로현황 및 부산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다
1 환경적 의사결정의 맥락에서 이익형량방식에 내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박태현, 환경적 의사결정의
두 방식에 관한 일고찰(환경법과정책 제9권, 2012) 참고.

면 대체노선의 상정가능성 및 환경가치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신청인들의 침해되는
이익이 위 공익성을 능가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신청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나. 새만금 사례

새만금 판결에서 반대의견은 “자연환경의 가치 중에는 금전적인 수치로 환산하여 평가하기
어렵거나 장래에 이용될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로는 이용되지 않고 있는 가치나 그 밖에
현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가치 등 평가의 대상 자체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가치가 있
다”고 한다. 따라서 “훼손되는 자연환경의 가치를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부분만
을 평가하여 개발사업의 가치와 비교·교량하는 것만으로 자연환경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
였다고 할 수 없고, 개발사업의 국민경제적인 이득이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로
인하여 훼손되는 자연환경 가치의 경제적 평가액 등의 손실을 합한 것보다 상당한 정도로
우월한 경우에 비로소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당위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다수의견 보다 분명 진일보한 관점과 접근방식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경제적
이익이나 금전적 가치와 동일한 평면에서 비교되고 대체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
는 자연환경의 가치를 ‘사업시행의 비용’으로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그러한 접근법을 취하
고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경우에 그 자연환경의 가
치를 사업시행의 비용으로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이는 “환경 변화를 수반하는 대규모 개발행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희생되는 환경의
가치를 포함한 손실과 개발로 인한 이득(편익)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 부득이”하
다는 기본입장에 따른 불가피한 접근법이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2 부산고등법원 2006. 6. 19. 2006라64 결정. 신청인들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06. 10. 27. 2006마
716 결정으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2 청주지방법원 행정부 2008.11.13 선고, 2007구합1212 판결.

3. 자연의 지위

가. 지속가능한 모델과 자연의 권리 모델

아래 그림은 자연-사람-경제의 관계(위계)에 관한 두 가지 모델을 나타내고 있다. 왼
쪽은 현재의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모델이고 오른쪽은 자연의 생태적 한계 내에서 인
간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추구한다는 전략에 기반한 모델이다.

그림. 지속가능성 모델과 자연의 권리 모델

출처: Nature’s rights: a new paradigm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by Mumta
Ito, ECOLOGIST(2017, May)

문타(Munta Ito) 변호사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왼쪽 다이아그램은 지
속가능성에 관한 통상적 모델이다. 이 모델의 문제점은 각 서클은 다른 것과 독립해
서 존재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현실에서 다른 것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연뿐이다. 따라서 오른쪽 다이어그램이 더 적확하다. ‘자연 없이는 사람도 없
고 사람 없이는 경제도 없다’는 점에서 이는 시스템의 자연적 위계를 잘 보여준다.
우리 삶이 자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근본적인 권리로서 자연의 권리, 자
연의 권리의 하부시스템으로서 인간의 권리, 인간의 하부시스템으로서 재산 내지 기

업의 권리라는 권리의 자연적 위계로 이어진다.”

나. 동물의 지위 부여: 현행 이분법적 법체계를 넘어

2011년 법무부 산하 제3기 민법개정위원회에서는 우리 민법에 동물관련 조항을 신
설하려는 개정노력이 있었다. 당시 제2분과위원회의 개정시안은 다음과 같았다(윤철
홍, 262-8).

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
현 행

(신설)

개정 시안
①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②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③동물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
는 한 물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현 행

개정 시안
① 현행과 동일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② 동물의 소유자는 소유권의 행사 시에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동물의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준수하여
야 한다.

제752조의2(동물의 살상 시 손해배상)
현 행

개정 시안
①가정에서 사육하는 가축이나 영리목적으
로 소유한 것이 아닌 동물을 상해한 자는
치료비용이 동물의 가치를 초과한 때에도
신의칙상 적절한 범위 내에서 치료비용을

(신설)

배상할 책임 있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을 살상케
한 자는 동물의 보유자 혹은 그 가족이 입
은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
이 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선언은 얼핏 보면 소극적 규정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이 선언 자체는 법체계에 있어 앞으로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줄 사
고전환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알다시피 우리 인간의 법체계는 사람: 권리주체-사물:
권리객체라는 이른바 2분법적 체계에 기초해있다. 그런데 종래 물건으로 분류, 취급
되어오던 동물을 더 이상 물건이 아니라고 선언함으로써 3분법적 체계로 이행하게
된 것이다(윤철홍, 261).

자연은 인간을 비롯한 뭇생명의 생활기반이자 서식공간이다. 한마디로 생명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반으로 생명부양체계이다. 자연에 대한 이러한 관점이 환경법을 비롯하
여 모든 법의 기본전제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자연은 단순히 인간을 위한 자원이
아니다.”

4. 자연의 권리와 관련 소송: 에콰도로 사례를 중심으로

자연의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을 띠게 될까. 또 그 자연의
권리 규범이 실제 현실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게 될까. 에콰도르 사례를 통해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에콰도르 헌법상의 자연의 권리

남미의 에콰도르는 2008년 9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가와 시민들에게 “자연과 조화하면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안녕을 추구”할 것을 명하는 헌법을 채택하였다. 2008 에콰도르 헌법
전문(前文)에는 자연의 다양성과 자연과의 조화 속에 시민들을 위한 공존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함
으로써 ‘el buen vivir(원주민 언어로는‘sumak kawsay’)로 정의된 ‘안녕’을 성취하려는 에콰도르 국
민의 의도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PREAMBLE
...
Hereby decide to build

A new form of public coexistence, in diversity and in harmony with nature, to
achieve the good way of living, the sumak kawsay...

헌법은 “El buen vivir” 즉 좋은 생활방식은 개인들과 공동체들, 민족과 국가들은 효과적으로 자신
들의 권리를 향유해야 하고, 문화적 상호성과 다양성의 존중 그리고 자연과 조화로운 공존의 틀 속
에서 책임을 수행해야 함을 요청한다”고 한다(제275조).

TITLE VI
DEVELOPMENT STRUCTURE
CHAPTER ONE
General principles
Article 275. The development structure is the organized, sustainable and
dynamic group of economic, political, socio-cultural and environmental systems
which underpin the achievement of the good way of living (sumak kawsay).
The State shall plan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 to assure the exercise of
rights, the achievement of the objectives of the development structure and the
principles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 Planning shall aspire to social and
territorial equity, promote cooperation, and be participatory, decentralized,
deconcentrated and transparent. The good way of living shall require persons,
communities, peoples and nationalities to effectively exercise their rights and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within the framework of interculturalism, respect for
their diversity, and harmonious coexistence with nature.

특히 헌법 제7장에서는 자연의 권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생명이 재창조되고 존재하는 곳인
자연 또는 파챠마마(Pachamama; 안데스 원주민들에게 신앙의 대상인 영적존재로 <어머니 대지>
로 번역된다)는 존재할 권리, 지속할 권리 그리고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자연의 순환과정과 구조,
기능과 진화과정을 유지하고 또 재생할 권리를 가진다.”고 한다(제72조).

CHAPTER SEVEN
Rights of nature

Article 71. Nature, or Pacha Mama, where life is reproduced and occurs, has
the right to integral respect for its existence and for the maintenance and
regeneration of its life cycles, structure, functions and evolutionary processes. All
persons, communities, peoples and nations can call upon public authorities to
enforce the rights of nature. To enforce and interpret these rights, the principles
set forth in the Constitution shall be observed, as appropriate. The State shall
give incentives to natural persons and legal entities and to communities to
protect nature and to promote respect for all the elements comprising an
ecosystem.
Article 72. Nature has the right to be restored. This restoration shall be apart
from the obligation of the State and natural persons or legal entities to
compensate individuals and communities that depend on affected natural
systems. In those cases of severe or permanent environmental impact, including
those caused by the exploitation of nonrenewable natural resources, the State
shall establish the most effective mechanisms to achieve the restoration and shall
adopt adequate measures to eliminate or mitigate harmful environmental
consequences.
Article 73. The State shall apply preventive and restrictive measures on activities
that might lead to the extinction of species, the destruction of ecosystems and
the permanent alteration of natural cycles. The introduction of organisms and
organic and inorganic material that might definitively alter the nation’s genetic
assets is forbidden.
Article 74. Persons, communities, peoples, and nations shall have the right to
benefit from the environment and the natural wealth enabling them to enjoy the
good

way

of

living.

Environmental

services

shall

not

be

subject

to

appropriation; their production, delivery, use and development shall be regulated
by the State.

헌법은 사람들에, 또한 회사와 같은 법적 주체에 그리고 국가에 자연의 권리를 존중하고 또 지지해
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러한 자연의 권리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또한 “자연의

권리를 존중하고, 건강한 환경을 보존하고, 자연자원을 합리적이고 또 실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
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를 모든 에콰도르 남성과 여성에게 부과한다(제83조 제6항).

CHAPTER NINE
Responsibilities
Article 83. Ecuadorians have the following duties and obligations, without
detriment to others provided for by the Constitution or by law
...
6. To respect the rights of nature, preserve a healthy environment and use
natural resources rationally, sustainably and durably.

헌법은 또한 “사람들을 위한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고, 자연의 권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억지할
수 있는 생산양식들”을 증진하며(제319조), “환경적으로 균형 잡히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자연적 재생능력과 생태계에 대한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수요 충족을 보장
하는 자연의 능력을 보호하는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보장함으로써(제395조 제1항) 좋은 생활방

식(buen vivir)을 확산시킬 것을 국가에 명하고 있다.
CHAPTER SIX
Labor and production
SECTION ONE
Forms of organizing production and their management
Article 319. Different forms of organizing production are recognized in the
economy,

including

community,

cooperative,

public

and

private

business,

associative, family, domestic, autonomous and mixed-economy. The State shall
promote forms of production that assure the good way of living of the
population and shall discourage those that violate their rights or those of
nature; it shall encourage production that meets domestic demand and ensures
Ecuador’s active participation in the global economy.

CHAPTER TWO

Biodiversity and natural resources
SECTION ONE
Nature and the environment
Article 395. The Constitution recognizes the following environmental principles:
1. The State shall guarantee a sustainable model of development, one that is
environmentally

balanced

and

respectful

of

cultural

diversity,

conserves

biodiversity and the natural regeneration capacity of ecosystems, and ensures
meeting the needs of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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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연의 권리 소송사례

2008년 이후 자연의 권리에 관한 선례와 규범은 크게 세 가지 경로를 통하여 발전
하였다. 먼저, 사법시스템 통한 자연의 권리 조항을 이용하는 시민사회의 압력과 또
자연의 권리 조항을 원용해 자신의 정책을 집행하려는 행정부 그리고 헌법을 정확히
해석하려는 판사의 직업적 열망이다.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경로 1: 시민사회로부터 압력
2008년 자연의 권리가 통과된 뒤 원주민운동가와 환경시민단체는 에콰도르가 자원
개발에 기반한 발전방식에서 돌아서리라 낙관했다. 그러나 정부가 2009년 광산법
(Mining Law)을 통과시키고 재빨리 광산산업을 확대하면서 이러한 희망은 사라졌
다. 시민사회 운동가들은 헌법상의 자연의 권리 조항을 원용한 보호청구 소송을 통
해 정부의 자원 추출형 개발 아젠다에 대항하고 있다. 그렇게 하여 제기된 5개 소송
중 3개는 기각됐다. 실패한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 자연의 권리 운동가와 정부 간
의 대립관계로 일부 소송은 지나치게 정치화됐다. 그 결과 사법부의 주문은 법의 세
부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기 보다 정치화된 환경을 적당히 처리하는데 집중됐다. 둘
째, 대부분 변호사와 판사에게 자연의 권리와 그것의 실현 방법에 관한 지식이 결여
됐다. 자연의 권리를 유지하려면 일부 사건에서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대부분의 판사들에게 낯선 것이었고, 또, 자신들이 지금까지 받은 법
3 Graig M. Kauffman and Pamela L. Martin, Testing Ecuador‘s Rights of Nature: Why
Some Lawsuits Succeed and Others Fails, paper presen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Internatioanal Studies Association(Atlanta, Georgia, 18 March 2016).

(학) 교육에도 반하는 것이다. 그 결과 시민사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판사는 일반적으
로 경제개발행위는 자연의 권리에 우선하는 개별적 권리(가령 재산권이나 직업 수행
의 자유 따위)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Condor-Mirador 소송사례가 이러한 지나친 정치화와 지식의 결여라는 문제를 예증
한다. 2010년 원주민과 환경운동가들은 정치적 상황이 하위 입법을 통한 자연의 권
리의 강화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소송 선례의 확립을 통하여 자
연의 권리 강화를 시도했다. 운동가들은 명백한, 다툼의 여지가 없는 대중의 이목을
끌 대규모의 권리 위반 사례를 찾았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 Condor-Mirador로 알
려진 노천 채광 개발사업이었다.

2012년 3월 에콰도르 정부는 중국인 소유의 광산회사인 Ecuacorriente와 아마존 지
역(Zamora-Chinchipe)에서

개발

예정인

대규모

노천

채광

사업

계약

(Condor-Mirador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이 특히 문제가 됐
다. 그곳은 지구 행성에서 가장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중 하나로 그 지역에 고
유한 멸종위기종, 특히 멸종위기양서류의 본향이다. 또 개발사업은 관개 및 생활용수
로 이용되는, 다양한 동식물종의 서식처에 해당하는 두 개의 강 유역에 위치한다.

광산회사가 작성한 환경영향조사서는 노천 광산이 헌법상 자연의 권리 침해로 기술
된 영향을 야기할 것임을 인정하였다. 이 영향에는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로, 하나 이
상의 종의 절멸을 초래할 수 있는 생태계의 전면적인 형질변경을 포함하고 있다. 또
한 지표수와 지하수를 중금속과 유독물질로 오염시킴으로써 주변유역의 생태계에 재
앙이 초래될 수 있다. 에콰도르 헌법 제73조는 국가가 “종의 절멸과 생태계의 파괴
및 자연순환과정의 영구적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적으로
이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있다. 헌법은 나아가 명백하게 이러한 결과
를 낳을 수 있는 행위는 중단되고, 다시 입안되어야 한다는 사전주의 원칙을 확립하
였다.

2013년 1월 원주민과 환경·인권 시민단체 그리고 광산주변의 공동체는 광산회사와
계약당사자인 자연자원부(Non-Renewasble Natural Resources) 장관 및 환경인가를

해준 환경부장관 등을 상대로 Pichincha 지방 제25 민사법정에 보호조치를 위한 헌
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소송에서 광산개발사업이 헌법이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는 환경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과학적 조사결과에 비춰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자연의 권리 조항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개발사업의 중단과 해당 강 유
역에의 배수에 따른 환경영향을 조사, 평가하는 새로운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구하
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개발사업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된 이유에서 자연의
권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첫째, 이 개발사업은 보호지역(protected area)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이므로 환경의 훼손은 자연의 권리 조항에 위반되지 않
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부분 판단은 환경감사부(the Ministry of Environment‘s
Comptroller)의 감사는 이 개발사업이 Cordillera del Condor의 보호산림지에 간섭
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과 헌법은 단지 보호지역 안의 자연뿐 아니라 모든 자연
이 권리를 가짐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한 시민사회의 자연보호노력은 사적 목적에 해당하지만 광산회사
Ecuacorriente 개발은 공익을 위한 행위로 공익은 사익에 우선한다며 원고들의 청구
를 기각했다. 이러한 판단에 내재한 도착적 논리(즉, 원고들의 환경보호이익=사익,
사기업의 개발이익=공익)는 그만 두고서라도, 자연의 권리는 사회적 이익과 독립해
똑같은 가치를 가진다는 헌법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Pichincha 지방법원에 항소하였지만 기각됐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진 것
은 사법부의 독립성 결여 때문이라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이러한 주장은 2010년 대
통령(Correa)의 직속기구인 국가사법비서실(National Judicial Secretary)에서 작성된
한 메모가 판사들 사이에 회람된 사실이 뒷받침된다. 이 메모는 헌법에 규정된 보호
청구소송을 부당하게 남용해 공공사업에 도전하는 것은 특정 이익에 우선하는 일반
이익에 대한 심대한 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에 막대한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
며 공공연히 비난하며, 국가의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예방소송을 승인하는 판사는 개
발사업의 중단에 따른 결과로 초래되는 피해를 개인적으로 국가에 배상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가 적혀 있다.
(원고들은 현 정부 아래에서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헌법
재판소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신 미주인권재판소(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에 사건을 항소해 현재 심리중에 있다).

한편 대부분 판사들이 자연의 권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어떻게 해석하지 하는지
또 그 밖의 다른 헌법적 권리들과 어떻게 형량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주장하는 변호사들도 있다. 이를 예증하는 소송사례로 Tangabana 사건
이 들린다.
이 사건은 에콰도르 농림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은 사기업(ERVIC)이 설립한 200헥
타르에 이르는 단작 플렌테이션 개발(재조림 프로그램)과 관련된다. 퇴역 장성인 소
유주는 문제의 플렌테이션을 자신의 소유지를 넘어 지역의 원주민공동체가 집합체로
소유하고 있는 paramos 지역까지 확대하였다. 공동체 성원들은 해당 지역은 유역
내 집수지역으로 기능하므로 그러한 확대 개발행위를 우려했다. 소나무 플랜테이션
은 물 집약적 개발사업으로 paramos 생태계 내 수문학적 흐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 때문에 에콰도르 환경부는 원시 paramos에서의 재조림 사업을
금지한 바 있다. 원시림(생태계)의 보호는 환경부가 내건 환경정책이므로 이는 정치
화되지 않을 사건을 통하여 자연의 권리 법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할 기회로 여겨졌
다.

2014년 12월 자연의 권리 운동가와 공동체의 사제는 Colta 법원에 보호청구소송을
제출했다. 하지만 판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청구를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첫
째, 청구인들은 영향을 받(는)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공동체 성원들은 회사의
협박에 따른 두려움으로 이 건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들은 자신들이
받는(을) 침해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소를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 하
지만 자연의 권리는 인간의 이익으로부터 독립해 존재하므로 헌법 제71조는 자연의
권리 조항의 위반으로 개인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의 이익을 위하여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청
구인들은 현존하는 손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도 헌법은 자연이 훼손되기
전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소송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간과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거(진술서 및 소나무가 paramos 생태계에 일으킬 피해를
입증하는 과학적 조사)는 각각의 개별 증인의 증언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유효하

지 않다고 한 것도 형사소송에서나 거치는 증거절차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이처럼 헌법소송에서 판사의 전문성의 결여는 자연의 권리와 같은 고도로 복잡한 사
건의 적정한 처리에 심각한 장애가 된다. 항소심도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 청구
는 허용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들은 2015년 9월 헌법재판소에 적정절
차의 위반을 주장하며 상고했다.

자연의 권리 운동가들이 이긴 사건도 있는데 최초의 사례는 Vilcabamba River 사건
이다. Loja 지방정부는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은 채 도로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폐
기물을 하천에 버렸다. 이 행위로 하천의 유량은 증가되고, 그 유수의 흐름이 변화
됐다. 이로 인하여 장마 때 홍수가 발생하며 지역생태계와 원고의 재산을 침해했다.
이에 원고는 강과 주변 생태계를 원상회복하라며 강의 이익을 위해 제소했다.

2010년 1심 법원은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없다며 보호조치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2011년 Loja 지방 항소법원(Loja Provincial Court of Justice)에 항소됐다.
항소법원은 헌법상 자연의 권리 조항이 있으므로 원고는 자연의 권리를 위하여 제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고는 자신의 손상이 아니라 자연의 손상을 증명하면 충분
하다고 하였다. 이에 법원은 지방정부에 환경부가 특정하는 조치를 통해 생태계를
회복할 것을 명하며 강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의 보호조치 청구를 인용했다. 주요 판
결이유와 주문은 다음과 같다.
이유
1. The suitability and efficacy of the Constitutional injunction as the only
way to remedy in an immediate manner the environmental damage
focusing on the undeniable, elemental, and essential importance of nature,
and taking into account the evident process of degradation;
2.

That, based 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until it is objectively

demonstrated that the probability of certain danger that a project
undertaken in an established area does not produce contamination or lead
to environmental damage,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constitutional
judges to incline towards the immediate protection and the legal tutelage
of the rights of nature, doing what is necessary to prevent contamination

or call for remedy. Note, that we consider in relation to the environment
that one act not only under the certainty of damage but its probability;
3.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nature, raising the issue that

damages to nature are generational damages, defined as such for their
magnitude that impact not only the present generation but also future
ones;
4.

That, using the principle of inversion of the burden of proof, the

plaintiffs should not have to prove the existence damages but that the
Provincial Government of Loja, as the entity that administers the activity
and as the defendant, had to have provided certain proof that the
widening the road would not affect the environment;
5.

That the argument of the Provincial Government that the population

needs roads does not apply because there is no collision of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population, nor is there any sacrifice of them, because the
case does not question the widening of the Vilcabamba-Quinara road, but
the respect for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nature;
주문
1.

The Provincial Government of Loja must present within thirty days a

remediation and rehabilitation plan of the areas in the Vilcabamba River
and the populations affected by the lateral dumping and accumulation of
rubbish

material

from

the

project,

as

well

as

comply

with

the

recommendations of the environmental authority;
2.

The Provincial Government of Loja must immediately present the

environmental permits for the construction of the road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3.

The implementation of corrective actions such as: construction of

security bunds to prevent oil spills in the soils around the fuel storage
tanks and machinery; cleaning of the soils contaminated by fuel spills;
implementation of an adequate road sign system; and, creation of a
location to store the rubbish from the construction;

4.

The Provincial Government must comply with each and every one of

the recommendations made by the Sub secretary of Environmental Quality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5. The creation of a delegation composed of the Regional Director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Office of the Ombudsman from Loja, el
Oro, and Zamora Chinchipe to provide follow up on the fulfillment of
the ruling;
6. The defendant must publically apologize on one-fourth of a page in a
local newspaper for beginning construction of a road without the
necessary environmental license.
(출처:

The

Provincial

Court

of

Loja

Ruling(http://therightsofnature.org/first-ron-case-ecuador/)

시민사회가 제기한 이상의 소송사례를 통해 자연의 권리 규범을 진전시키려는 운동
가의 노력은 해당 사건이 정치화되지 않았을 때 가장 성공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대항규범으로서 자연의 권리는 아직 자연자원 개발형 국가발전아젠다를 억지,
규율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강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자연의 권리 소송
을 통해 판사를 교육, 훈련시키는 이러한 노력들은 점진적으로 자연의 권리 규범이
발전하는 과정으로 자리매김될 것이다.

경로 2: 정부정책에 추동된 규범의 발전

에콰도르에서 자연의 권리 법리는 정부 행위를 통해 발전 중에 있다. 자연의 권리
조항을 원용한 13개의 소송사건 중 6개는 정부가 제기한 것으로 모두 승소했다. 이
사례는 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지만, 판사들 사이에 선례를 확립하고 자연의 권
리에 관한 인식을 증진함으로써 자연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 산업으로 광산개발을 추진하면서 무허가 광산과의 전쟁을 위해 자연의
권리 조항을 이용하고 있다. 앞에서 본 Condor-Mirador 사건에서 정부가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고려하면 정부의 자연의 권리 조항의 원용은 위선적

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광산에 대한 통제를 공고히 하려는 정부의 의도에 따
른 ‘도구적 관점’에서의 이용이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자연의 권리 법리를 강화하
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환경부는 환경 보호의 일환으로 행하는 행정행위를 정당화하고자 자연의 권리를 원
용한다. 일부 사건에서 환경부는 자연의 권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경제개발사업
의 환경인가를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2014년에는 멸종위기종인 콘도
르와 재규어를 살해한 개인을 상대로 두 건의 형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이 소송에서 환경부는 국가에 종의 절멸에 이르게 할 행위에 예방/제한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있는 헌법 제73조를 원용했다.

Cayapas 새우 사건은 환경부처의 일상적 업무과정에 자연의 권리의 반영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자연의 권리 법리를 강화시킴으로써 경제적 기득이익에 맞서게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에콰도르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새우생산국으로 업자들은 강력
한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Esmeraldas 지역 내 새우 양식장의 확장은 해당지역
의 전통적 망그로브 숲의 상당부분을 파괴하고 있다. 1995년 정부는 일부 남은 맹
그로브를 보호하고자 이 곳을 카야파스 생태보호지역(Cayapas Ecological Reserve)
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 보호지역에서 영업 중인 42곳의 회사들의 계속 존치를 허용
했다. 이에 따라 새우양식회사와 망그로브 숲에 생계를 의존하는 지역공동체 간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2008년 정부는 행정명령(제1391호)를 발령해 새우양식장을 규제하고 보호지역에서
퇴거조치를가능하게 했다.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환경부는 Cayapas를 비롯해 3
곳의 생태보호지역에서 12곳의 새우양식회사에 퇴거조치를 명했다. 2011년 한 양식
업자는 행정명령의 효력정지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개인의 경제 이익이
자연에 우선한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개인 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헌법 제66와
제32조를 인용하며, 환경부의 조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의 침해
에 해당한다고 판결 내렸다.

항소도 기각되자 환경부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은 헌법 자연의 권리 조항에 위반하였

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상고하였다. 환경부는 법원이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자
연의 이익에 우선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전체 공동체와 관련되고 또 전국적으
로 관련된 이슈가 다루어지는 이 사건에서 자연의 권리와 좋은 삶(buen vivir)에 대
한 존중의 행사인 행정조치가 허용되는 선례를 확립해줄 것을 요구했다.

2015년 5월 20일 헌법재판소는 자연의 권리와 buen vivir는 헌법의 중핵에 해당하
므로 재산권을 비롯한 그 밖의 모든 다른 권리(의 해석·적용)에 영향을 미친다며, 그
러한 의미에서 자연의 권리 조항은 ‘횡단적(transversal)’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이 조
항은 인간 존재가 모든 것의 중심이자 척도이고 자연은 단순히 자원의 공급자로 여
기는 고전적인 인간종중심주의와 대비되는, 자연을 우선하는 생명중심 사상(vision)
을

반영한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하급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며 이번에는 자연

의 권리를 고려할 것을 주문하였다.

경로 3: 판사의 직업적 해석

이 경로는 직접적으로 자연의 권리를 다루지는 않지만 판결 주문에 자연의 권리를
적용한다. 자연의 권리가 에콰도르 법의 일부인 이상 판사의 직업적 행동 준칙은“전
체로서 법을 해석·적용”하도록 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공동체의 일부 성원들은 Pichincha 지역 제19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원
고는 자연의 권리 조항을 원용하지 않았지만 농업회사(PRONACA)의 행위는 건강
과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고들은 집약적인 양돈시설 운영과정에서 방출되는 메탄가스 처리 설비(biodigestor
machines)의 설치 금지를 청구했다. 법원은 설비의 설치를 허용하되, 설비 운용을
감시하고 모니터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적정한 물 이용과 폐기물의 처리 그리고 시민
과 공동체의 권리 보호를 보장하였다. 위원회 설치 결정은 사람과 공동체의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의 보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회사가 이 지역에 입지하기 전
의 상태로 자연이 회복될 권리를 포함한 자연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법원이
담당해야할 역할에 근거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원용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이 직
권으로 자연의 권리 조항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만한다.

2012년 갈라파고스 산타 크루즈(Santa Cruz) 사건도 언급할 가치가 있다. 이 사건
에서 18명의 시민들이 지방정부를 상대로 관광 성수기 동안에는 찰스다윈의 거리에
서 건설 공사를 중단할 것을 구하였는데 이는 지방정부가 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했다. 시장은 인가절차에도 불구하고 관광시즌 전
에 신속하게 도로를 정비할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절차적 문제를 들
고 나왔지만 판사는 자연의 권리를 인용했다. 도로정비 예정지역은 종의 서식지에
해당하며, 특히 바다 이구아나와 다른 종의 이동 경로를 가로지른다는 점을 지적하
였다. 자연의 권리 조항을 인용해 재판부는 특히 이동 시기에 서식지의 보호를 보장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에 기초해 환경인가를 받기 전까지 공사를 중단할 것을 명
하였다. 재판부는 특히 헌법의 사전주의적 보호조치와 권리 간 위계성을 언급하며,
Vilcabamba 사건을 선례로 인용해, 법원에게는 정부의 공공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보호할 의무보다 자연을 보호할 의무가 우선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에콰도르의 법적
지적공동체 내에서 청구인이 원용하지 않더라도 판사가 자연의 권리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 긍정되면서 자연의 권리는 하나의 규범으로 서서히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 그 밖의 자연의 권리 인정 사례
4

(1) 미국

미국에서 법적으로 자연을 권리담지 주체로서 설정(re-framing)하려는 최초의 시도
는 2006년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한 작은 시골마을인 Tamaqua 자치구(borough)에
서 일어났다. 이후 채 10년도 안돼 거의 36곳의 지역공동체에서 자연의 권리를 인
정하는 지방조례가 통과됐다. 석탄산업은 지난 상당기간 동안 타마쿼 자치구 경제의
중심이었다. 탄광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광산회사는 유독 폐기물의 투기지인
광산 갱내를 다른 수익 용도로 활용할 방안을 찾고 있었다. 산업 폐수 슬러지가 갱
내 투기되었고, 유독성 폐기물이 주변 강과 지하 대수층에 유출되기 시작했다. 지역
주민들은 탄광회사가 갱내를 비산재(채광과정에서 발생한 유독한 잔여물)로 메우려
고 계획하고 있음을 인지하였다. 그러나 Tamaqua 의회는 필요한 환경규제시스템을

4 Robin R. Milam, Rives and Natural Ecosystems as Rights Bearing Subjuect.

자치구가 제공하지 못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법적으로 강과 지하대수층은 원고적격
이 인정되지 않고, 오염된 갱도는 탄광회사의 소유이므로 지역공동체는 현행 법과
규제시스템 아래에서 자신과 지역생태계 보호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었다.

Tamaqua는 오염되고 있는 자연생태계의 권리와 자신들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관해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공동체의 권리를 인정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는
다음을 선언을 하고 있다. “어떤 기업이 자연공동체의 존재 내지 생태계에 간섭하거
나 또는 손해를 야기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생태계는 규정을 집행할 목적에
한하여 ‘사람(person)’으로 간주된다.” 자치구와 거주자들은 자연 공동체와 생태계를
대변할 원고적격을 가진다.

피츠버그시도 지역생태계와 자연 공동체의 권리를 인정하는 한편 시 내에서 수압파
쇄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제한하였는 지방조례를 통과시켰다. 산타모
니카의 경우 자연의 권리 인정을 포함하는 결의는 시의 전체 지속가능성 계획의 한
부분이 됐다. Shapleigh Maine 에서 시위원회는 시의 지하수자원을 네슬레와 같은
기업의 생수 생산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다. 식량주권, 타르샌드 파이프라인,
유독한 오염으로부터 위협 그 밖에 대두되는 현안은 인간과 자연공동체의 권리를 대
변하도록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자연을 사고, 팔고 소비할 수
있는 재산으로 여기는 현대 법체계 내에서 발생한 근본적인 변화이다. 자연의 권리
가 전제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한 부분인, 모든 생명을 지탱하는 자연 생태계에 대
한 인간 의존성의 인정이다.
5

(2) 뉴질랜드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이 약 150년의 긴 싸움 끝에 자신들이 신성시하는 강에
대해 법상으로 인간의 지위를 끌어내며 이 강을 둘러싼 전통을 유지할 수 있게 됐
다. 뉴질랜드 의회는 15일 북섬에 있는 황거누이 강에 법적으로 인간의 위상을 갖게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뉴질랜드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이번 법 통과로 이 강은 권리와 의무, 책임 등 인간이 가진 것과 같은 법적인 지위
5 연합뉴스 2017. 3. 16.자 기사, “뉴질랜드, 강에 세계 첫 '인간 지위'…원주민, 보존싸움 승
리”

를 갖게 되며, 마오리족 공동체가 임명한 대표자 1명과 정부가 임명한 대리인 1명이
공동으로 이를 대변하게 된다. 뉴질랜드 각료인 크리스토퍼 핀레이슨은 "강에 법인
격(legal personality)을 부여하는 접근방식은 독특하다"면서도 "이는 황거누이 강을
둘러싼 전통과 관습, 관행들을 인정받고자 하는 마오리족의 관점에 응답한 것"이라
고 말했다. 뉴질랜드에서 세 번째로 긴 황거누이 강은 북섬 중부지역에서 바다까지
145㎞를 흐르고 있으며, 마오리족이 신성시하는 수로다. 황거누이 강 주변의 마오리
족 공동체는 1870년대 이래 이 강과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인정을 받기 위해 정부
를 상대로 싸워왔다.

앨버트 대변인은 또 "우리는 황거누이 강이 불가분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북섬 중앙
의 산들로부터 바다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질적이고 정신적 요소들을 포용하는 것으
로 항상 믿어왔다"라고 말했다[뉴질랜드 정부와 마오리족 공동체 간 협상은 2009년
공식적으로 시작돼 5년 후인 2014년 타결됐다. 이어 지난해 관련 법안이 의회에 제
출됐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 법의 통과에 따라 마오리족 공동에 8천만 뉴질랜드달러
(636억원)를 보상하고, 강의 보존을 위해 추가로 3천만 뉴질랜드달러(238억원)를 지
원하게 된다].

다. 인도, 강의 권리 인정

인도의 고등법원도 Ganga, Yamuna 강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였다. 그리고 지방정부
에 강의 정화와 그 유지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명하였다.

Uttarakhand HC declares Ganga, Yamuna living entities, gives them legal rights
The Uttarakhand high court on Monday declared the Ganga and Yamuna living
entities, bestowing on them same legal rights as a person, a move that could
help in efforts to clean the pollution-choked rivers. The order also ends the
five-day reign of New Zealand’s Whanganui River as the only one in the
world to be granted living entity status. The court’s order will allow complaints
to be filed in the name of the two rivers, held sacred by millions of Hindus. It
also gives the Centre eight weeks to set up boards for cleaning and maintaining

the rivers. “It means now Ganga and Yamuna rivers will be treated like a
natural person but only through a designated person,” advocate MC Pant told
HT.

5. 자연의 권리와 유엔의 하모니 위드 네이처(Harmony with Nature)

가. 배경과 경과

2015년 12월 22일 유엔 총회는

결의문 70/208(resolution on “Harmony wiht

Nature”)을 통해 2016년에 자연과의 조화에 관하여 세계 전역의 지구법 전문가들을
포함해 가상대화(인터넷에 기반한 대화, 이하 ‘가상대화’라 함)를 시작하기로 결의했
다. 이는 가상대화를 통하여 시민과 사회에 영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이행하려면 자연 세계와 어떻게 상호작용해야하
는지를 재검토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총회는 일부 나라가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려는
맥락에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전문가들에게 차후 회기에 총회
에 요약보고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자연의 권리로 가는 여정의 첫 출발은 2012년 6월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
엔 지속가능발전회의였다. 거기서 채택된 “우리가 바라는 미래(The future we
want)”에서 지구와 생태계는 우리 공동의 집으로 일부 나라는 지속가능발전의 증진
이라는 맥락에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또 현재와 미래 세대의
요구 사이에 정당한 균형을 유지하려면 자연과의 조화를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2015년 11월 25일 유엔 총회는 결의 70/1를 통해 「2015 발전 의제」 후속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를 채택했다.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 중 목표
12의 8.에서 세계 전역의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하는 지속가능발전과 생활양식을 위
해 적절한 정보와 인식증진을 보장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2030 의제라는 맥락에서 2016년 가상대화는 지구법으로 알려진 지구 중심 거버넌스

(Earth-centered governance known as Earth jurisprudence) 전문가들로부터 정보
와 권고를 제공받음으로써 위 목표 12의 8.의 이행을 진전시키려는 것이다.

자연과의 조화에 관한 가상대화는 2016년 4월 22에 개시해 2016년 6월 22일 결론
을 얻었다. 지구법 전문가들은 자연의 내재적 가치와 우리의 인식과 태도, 행동을
인간종중심주의에서 비인간종중심주의 곧 지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필요성을 역설했
다.

지구 중심 세계관에서 행성 지구는 죽어 있는, 개발의 단순한 대상(객체)이 아니라
살아 있는, 자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우리 공동의 집으로 여겨
진다. 이러한 전환과정은 지구와 그 자연순환과정의 근본적 존중과 경외를 포함해
자연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와 법과 윤리, 제도, 정책 그리고 관행에서
지구법의 지지를 요구한다.

가상대화에서는 어떻게 하면 인간종중심적 관점이 아니라 지구중심적 관점에서, 그
리하여 인간이 지구 공동체의 책임 있는 성원으로 살아가도록 지도하는 방식으로 운
용되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재구축할 수 있을 것인지가 중점이 됐다. 가상대화에는
33개국의 12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지구법을 8개 학문분야에
서 각각 다루었다: 지구중심의 법, 생태경제학, 교육, 전인론적 과학, 인문학, 철학과
윤리학, 예술·언론·디자인 및 건축, 신학 및 영성.

나. 지구법의 철학적·윤리적 원칙

보고서는 지구법을 전일적인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본다. 지구법의 철학적, 윤리적 원
칙은 지구를생명을 규율하는 자연법의 원천으로 인정한다(para.17). 지구법 철학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다(para.20).
➊ 주체성(subjectivity): 우주는 가치와 권리를 지닌 전일적 통일체(holism)이다.
➋ 공동체성(community): 모든 것은 그 밖의 다른 모든 것과 관계하며 공존한다.
➌ 법칙성과 질서(lawfulness and order): 우주와 지구 공동체에는 우리가 발견하
고 이해할 수 있는, 자기조직의 패턴이 있다.

➍ 야생성(wildness): 우주 안에서 그러한 질서와 법칙성은 역동적이고 신비스럽고
또 예측불가능한 면이 있다.

다. 거버넌스에 관한 지구법적 접근법으로서 ‘생태민주주의’
지구법의 주된 목표는 우리의 사고와 실행을 자연의 과정에 다시 연결하는 것이다.
지구법은 지속가능성이라는 생태적 원칙 위에서의 문명 재구축과 자연 세계와의 협
력적 관계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한다(para.22). 인간과 자연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수단·방법은 모든 차원(level)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어 생태
민주주의(ecocentric democracy)의 육성하는 일이 될 것이다. 여기서 생태민주주의란
“생태공동체(Ecosphere)를 구성하는 그 밖의 다른 종과 살아 있는 시스템의 필요
(wants)와 인간의 필요를 동등하게 평가함을 궁극의 목표로 삼는, 인간의 민주주주
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가치평가(valuation)를 확장해 비인간 자연의 내재가치도 반
영하는 그러한 의사결정시스템을 사용하는 단체와 공동체”로 정의될 수 있다
(para.24).

라. 지구법의 적용에 있어 도전과제와 기회: 지구중심법(Earth-centred Law)

법적으로 생태계와 종에 존재하고(right to exist) 번영하며(right to thrive) 재생할
(right to regenerate) 기본적 권리를 인정해 우리 거버넌스 시스템에 자연의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 첫 출발이 된다. 자연은 기본적 지구권(Earth rights)의 원천으로 간
주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법에 의해 유효하게 제한되거나 파기될 수 없다. 이
러한 권리와 인간의 권리가 서로 맞서는 것은 아니다. 자연의 한 부분으로 우리 인
간의 권리는 이러한 같은 권리에서 나온다. 인간의 생명권은 우리를 지탱하는 생태
계가 존재할 권리가 없다면 무의미하다.

6. 자연의 권리와 국립공원
6

가. 뉴질랜드 테 우레웨라 법(2014)

6 Jacinta Ruru, Tuhoe-Crown settlement-Te Urewera Act 2014, Maori Law Review, 2017.

테 우레웨라(Te Urewera) 산림지역은 1954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고, 2014년 7월
27일 법률(Te Urewera Act 2014)에 따라“법인으로서 모든 권리와 권한, 의무와 책
임”을 지닌 “법적 주체(legal entity)”가 되었다(section 11(1)).
테는 이제 뉴질랜드 영연방국가(Crown)의 토지도 아니고 국립공원도 아니다. 자유
보유지(freehold land)이다. 테 우레웨라는 환경부(Department of Conservation)가
아니라 신설된 테 위원회(Te Urewera Board)가 관리한다. 이 위원회는 테이 이름으
로 테 우레웨으 이익을 위해 행동할 책임을 진다(제17(a)). 국립공원과 같은 관리계
획을 여전히 가질 것이나 계획은 환경부가 아니라 위원회가 승인한다(제 18). 위원
회는 첫 3년 동안은 Tuhoe(마오리 부족-필자 주)와 Crown이 각각 지명한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 뒤 1인이 추가돼 Tuhoe가 지명한 6명 위원과 Crown이 지
명한 3명의 위원(총 9인)으로 구성된다(제21). 위원회는 관습적 가치와 법을 반영하
고, 의사결정 시 테와 더불어 형성된 마오리의 문화와 전통을 고려해야 한다. 동법
은 위원회가 어떤 결정은 만장일치(unanimous agreement)로 또 어떤 결정은 컨센서
스(consensus)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한다(section 33 및 34).

테 우레웨라법과 국립공원법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지만 그 목적은 미묘하지만 중요
하게 다르다.

국립공원법은“공원의 내재적 가치와 대중의 편익과 이용 및 향유를

위해 국립공원의 영구적 보전을 전제로 한다. 보전은 또한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이다. 테 우레웨라법 section 4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이 법의 목적은 테의 법 정체성과 보호지위를 영구적으로 설정하고 보전하는 것이
다. 테의 고유한 내재가치와 그 두드러진 자연적·문화적 가치, 그러한 가치의 온전
성, 국가적 중요성 그리고 특히
(a) strengthen and maintain the connection between Tūhoe and Te
Urewera; and
(b) preserve as far as possible the natural features and beauty of Te
Urewera, the integrity of its indigenous ecological systems and
biodiversity, and its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and
(c) provide for Te Urewera as a place for public use and enjoyment,
for recreation, learning, and spiritual reflection, and as an inspiration
for all.

7. 나가며

경제성장과 자연파괴의 동반관계를 절연시키려는 노력이 성공하려면 우리는 자연의
고유한 내재가치(intrinsic value)를 인정하는 그러한 법이 필요하다. 동반관계의 절연
은 자연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면서, 법인격 부여를 통해 그리고 생명을 부양하는
생태계에 가지런히 맞추는 법적 틀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자연의 권리로 대표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에콰도르, 볼리비아, 뉴질랜드, 멕시코,
브라질, 인디아, 아프리카 및 미국의 국가, 지방 및 법원 차원에서 인정되어왔다. 이
러한 법이 유효하려면 사회의 모든 영역에 걸쳐 통합되어 우리 시스템 모두를 자연
과의 조화 속에 운용되도록 법을 전환하는 것이다. 자연(자본)의 가치를 경제적 의사
결정에서 반영하는 것은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자
연의 상품화(commodification of nature)를 방지하려면 자연의 권리와 같은 그러한
접근법이 토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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