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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출판물의 저작권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으면, 

Global Carbon Capture and Storage Institute Ltd 

(Global CCS Institute)가 소유하며, 라이선스에 의

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1968 (Cth)에서 

허용하는 학문, 연구, 보고, 비평 또는 검토 목적의 

정당한 사용을 제외하고, Global CCS Institute의 서

면 승인 없이는 어떤 방법으로든 여하한 부분도 복

제를 불허합니다. 

 

보증과 책임의 부인 

 

Global CCS Institute는 이 출판물에서 가능한 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이 

출판물의 정보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정확

하며 완벽하다고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투자 또는 상업적인 결정을 내릴 때 이 출판물의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Global CCS Institute는 이 출판물에서 언급한 어

떠한 외부 또는 제3자의 인터넷 웹사이트상의 

URL의 지속성이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

고, 이 웹사이트상 내용의 유지, 정확성,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Global CCS Institute, 연구소의 직원 및 자문역은 

허용되는 최대 한도까지, 이 출판물에서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모든 상업적 또는 투자 

결정을 포함하여 이 출판물상 정보의 어떠한 사용 

또는 의존에 대해서도 책임(과실에 대한 책임 포

함)을 지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지식공유의 목적으로 글로벌CCS협회

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원문과 번역본의 상이한 부

분이 있다면, 모두 원문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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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결과 
 
1.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을 상업적으로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법적 책임 문제는 여전히 매우 중
요하다. 잘 특화된 법적 및 규제 제도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사업운영자의 
잠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수준 높은 표준을 추진하며, 투자를 장려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제도는 또한 
CCS 활동으로 야기된 모든 유해성을 다루고 구제하기 위한 가시적 모델이 만들어지는 정도까지 기술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고, 이 체제는 규제기관들에게 조치가 필요한 때에 그들의 책임과 상
환청구 권한에 관한 명확한 범위를 제공해 줄 수 있다. 
 
2. 저장은 주로 오랜 시간대에 걸쳐 관여하기 때문에 가장 눈에 띄게 책임 문제가 발생하는 분야이므로. 
이 보고서는 주로 CCS 공정의 저장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고서는 세가지 법적 책임을 다루고 
있다. 이 세가지 책임은 손해를 입은 제삼자들이 보상 또는 법원의 명령을 구하는 데에서 생기는 민사 
책임, 규제 당국이 특정한 형태의 집행 또는 정화 명령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 받은 데에서 발생하는 행
정 책임, 그리고 배출권 거래 제도가 이산화탄소 저장에 대하여 이익을 제공하며 추후에 누출이 있는 경
우에 책임 체계를 마련하는 배출권 거래 책임이다. 
 
3. 이 연구는 CCS에 관련된 EU 법률을 운영하고 있는 캐나다의 앨버타, 호주의 빅토리아, 그리고 영국
의 세 관할권에 집중하고 있다. 이 세 관할권에서는 정부가 기후변화 배출의 저감에 기여하는 기술로서 
CCS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으며 CCS 법률이 최근 통과되어, CCS 운영에 관련된 책임을 연구하기 위해 
훌륭하게 특성화된 사례를 제공하여 주는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4. 각 관할권은 부지 선정, 허가, 사업운영자의 능력, 모니터링 및 검증을 다루는 세부적인 규제 체계를 
제정하였으며. 이 체계는 저장 부지로부터 상당한 누출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키도록 설
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고를 다루고 예상하는 데에 책
임 규정이 필요하다. 기후 변화 정책의 맥락에서 많은 양의 CO2 지중 저장은 여전히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충분한 규제 경험이 없어서, 대부분의 해설은 여전히 이론적일 수 밖에 없다. 또한 기술 및 운영 
경험에 비추어 규제 제도의 새로운 측면에 대한 세밀한 고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사 책임 
 
5. 세 관할권들은 공동의 법 전통을 공유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민사 책임의 원칙이 법원에 의하여 주로 
판례법을 통해 발전하여 왔다. 하지만 많은 공통적 개념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순수하게 경제적 손실
만을 입은 피해자의 처리 등에서 중대한 차이점이 발생하였다. 공해 발생과 토지 오염에 관한 이론들은 
유사성에 의해 CO2 저장 부지로부터의 누출에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CCS공정 및 관련 활동들의 새로
운 측면은 아직까지 고려하지 않았거나 법정에서 채택한 접근방식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문제들을 내놓
게 될 수 있다. 
 
6. 두 가지 특정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CCS는 고도로 규제해야 하는 활동이 될 것이며, 규제의 준수와 
잠재적인 민사 책임 사이의 관계는 법원이 다른 분야에서도 다루어야 했던 문제이다. 연구한 관할권 중 
어느 곳도 허가의 준수가 민사 책임의 청구에 대해 절대적인 방어책을 제공한다고 규정하지 않았고, 이 
두 시스템 사이의 상호작용은 여전히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두 번째로 누출의 발견에 관여된 
오랜 시간 및 이와 관련된 난관이 의미하는 것은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데 대하여 제한된 시간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각 관할권은 기간 제한을 규정하는 법을 가지고 있지만 접근방식, 특히 청구 시기가 
손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인지 아니면 손해를 합리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시점부터인지를 정하는 방식 
에 관해서는 차이가 있다. 
 
행정 책임 
 
7. 각 관할권은 행정 책임을 규율 하는 상당한 양의 법규를 보유하고 있다. 이 법규는 CCS에 특정하는

법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조항들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 석유와 가스 활동, 해양 관리와 수자원 
보호 등을 관장하는 더욱 폭넓은 제도 안에 있는 기존 권한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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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CCS 를 염두에 두고 작성되지는 않았지만 그 정의는 저장부지로부터 발생한 누출 사건을 포
함할 정도로 충분히 광범위하다. 사업운영자와 규제기관은 이와 같이 기존 규제 모델의 여러 가지 측면
을 숙지하고 있을 확률이 높지만, CCS 법률의 경우에는 각 조항을 여전히 시험하지 않은 상태이며 의무
의 정확한 본질 및 관련이 있는 비용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
다. 구제 의무처럼 관계 당국에게 만족스러운 광범위한 문구로 된 의무는 잠재적인 사업운영자들에게 우
려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그들이 독립적인 기관 또는 재판소에 항소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그러하다.  
 
8. 광범위한 이 제도로부터 CCS 만을 ‘떼내어’ 명시한 규정의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 규제 기관 사
이에는 상당한 양의 잠재적인 중복 부분이 불가피하게 있게 된다. 때문에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
하도록 보장하고 불필요한 권한의 충복을 피하기 위하여, 규제 당국간 협력을 위한 정밀한 행정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배출권 거래 책임 
 
9. 기술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배출 거래 시스템 안에서 CO2 저장 활동에 일종의 경제적 혜택을 제공
하는 관할권은 추후에 발생할 사건의 회계책임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EU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스템
은 언젠가 일어날 수 있는 저장부지의 폐쇄 후 국가로의 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추후에 발생할 누출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구입하도록 저장소 사업운영자에 부여된 의무에 초점을 맞추었다. 법률조항에 어느 
정도의 현실성과 융통성을 적용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잠재적인 의무를 보장하는 선행적인 재정보증 
요건과 더불어 장기적인 규모로 미래의 배출권 가격을 예측해야 하는 문제는 사업운영자들에게 현실적인 
난제로 다가오게 된다. 
 
책임과 의무의 이전 
 
10. CO2 저장은 거의 영구적이며 지질학적인 기간 동안 유지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는 기업체의 전통적
인 수명을 훨씬 넘어서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개의 관할권 전체는 운영이 종료된 후 특정 시점에
서 저장부지에 대한 국가로의 책임 이전 가능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다루었다. 이러한 
이전은 일반적으로 미래의 모든 행정 책임을 포함하고 있지만, 사업운영자는 그들이 저장부지를 점유하
고 통제하고 있을 때 이루어진 활동의 결과로서 이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사 책임 청구소송으
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는 거의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영국의 규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책임 이전의 
가장 관대한 예에서조차도, 국가가 나중에 사업운영자가 과실이 있었다고 알려진 경우에 사업운영자로부
터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상당 범위의 '환수(Claw-back)' 조항을 가지고 있다.  
 
11. 모든 이전에 관한 제도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엄밀하게 어떤 책임과 의무를 이전하며, 이전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냐는 점이다. 이는 법률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와, 이러
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현재와 미래의 모델링 및 검증 기술 능력에 관련된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규제 제도와 책임과 의무의 이전 사이의 연결을 강조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세 관할권 전체
는 누출의 위험과 차후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국가의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로서 사업운영자에게 
의도적으로 상당한 '선행' 조건(저장부지 선정 및 특성화, 운영중과 운영후의 모니터링 및 검증, 그리고 
재정적인 보증)을 부과한다. 
 
12. 세 관할권은 이전이 발생하기 전에 필요한 운영종료 후 시간 제한, 이전 가능한 실제 책임과 의무 
등을 포함하여 이전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고려할 때 상당히 대조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
다. 이는 서로 다른 국가 및 지역의 정책적인 선택을 반영하고 있지만, 각 체제들 사이에, 특히 CCS 산
업이 국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에서 더 큰 제도간 통일의 필요성에 관해서 장래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서로 다른 국가 표준과 요건은 동시대의 환경법과 관례에서도 익숙한 특성이다. 하지만 CO2 저
장이 다루고 있는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전세계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국가의 관
할권을 넘나드는 일관된 접근방식을 정당화 한다. 
 
재정적 보증 
 
13. 세 관할권 전체는 저장 사업운영의 장기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특정한 재정적 보증에 관련된 특별 요
건을 부과하고 있다. 이 규정은 사업운영자가 청산에 들어가거나 운영자의 의무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자
원을 가지고 있지 못할 경우, 특히 더 이상의 수익 흐름이 있을 것 같지않다고 보이는, 주입 종료 후에, 
국가가 비용에 노출되는 일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전의 국내 경험, 특히 석유 및 
가스 분야와 폐기물 매립 처분에서의 경험에 크게 의지하는 여러 가지 접근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렇게 
하는 일은 여러 기존 시스템에 익숙한 사업운영자와 규제기관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CCS
의 맥락 안에서 이 규정은 대부분 시험되지 않은 상태이며, 특정 사례에서는 세부적인 규제요건과 정책
도 개발 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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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재정적 보증 문제는 서로, 투자를 단념시킬 정도로 비현실적인 위험에 대하여 높은 선행 비용을 부

과하지 않으면서, 재정상 위험과 운영 위험을 국고로부터 저장소의 운영자에게 돌리는 것처럼, 잠재적으

로 서로 경쟁하게 될 수도 있는 목표들 사이에서 신중하게 균형을 잡는 일이 중요함을 입증해 준다. 유

연성, 정기 검토 및 조정은 사업운영자들이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단계에서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위험에

의 노출을 관리하는 기회와 함께, 효과적인 제도의 특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장기간의 

모니터링과 검증을 하는 비용에 대한 사업운영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볼 수 있는 대조적인 접근방법은 주

목을 끈다. 앨버타와 빅토리아의 관리체제는 사업운영자가 프로젝트 수명주기의 운영 단계 중에 연간 일

정액을 출자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사업운영자들이 프로젝트에 대한 수입의 흐름이 있을 때에 비

용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EU 와 영국의 모델은 사업을 이전하는 시점에서 출자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한다. 이 방식은 이러한 활동에 대하여 정부가 요구하게 되는 우발적인 부과금이 사업운영자가 운영 

단계 중에 산출하고 적립한 비용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사업운영자가 위험에 놓이게 할 가능성이 있다. 

 

 

상업적인 고려 

 

15. 현재 세 관할권 모두 때맞춘 CCS 는 민간 부문에게 상업적으로 매력이 있는 활동이 된다고 가정한

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저장과 관련된 대부분의 책임은 저장소 운영자에게 전가되었다.  실질적으로 저

장소 운영영자가 이러한 CO2 의 포집 및 수송 업체와 별개의 법인일 경우, 관여한 각 당사자 간의 세부

적인 상업적인 타협은 다양한 방법으로 책임과 위험의 분담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석유 및 가스 산업과 

같은 분야에서의 전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질 수도 있는 위험의 공유에 대한 복잡한 계약상의 타협을 

현재 시점에 세부적으로 예측하기가 쉽지 않으며, 따라서 이 보고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일부러 어떤 

심도로도 조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문제는 자금조달 및 투자에 대한 확신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의 핵

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책임 규정이 될 수 있는 한 명확하고 현실적인지의 정도가 그 과정에 있어

서 핵심적인 구성 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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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배경과 목적 

 

 보고서는 탄소 포집 및 저장(이하 CCS)과 관련된 운영 책임에 관한 법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CCS 

활동은 발전소 또는 공장에서의 CO2 포집, 파이프, 해상 및 육상 수송을 통한 농축 상태의 CO2 수송, 내

륙 및 바다의 깊은 지하에 CO2 장기저장이라는 세 가지 별개의 활동을 포함한다. 포집과 수송에 관련된 

책임 문제는 다른 산업 활동에 관련된 문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적용되는 법이 

상당부분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CO2 저장은 적절한 책임 제도를 고안하는데 상당한 과제를 만들어낼 수 

있고 CO2 저장기간이 매우 길며 사용하는 기술이 아직도 상대적으로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

는 저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보고서는 CCS 에 대한 적절한 법적 책임 제도의 고안에 대해 생각할 때에 나타난 핵심 주제들을 강

조하고자 하며, 호주의 빅토리아 주, 캐나다의 앨버타 주 및 영국의 세 관할권을 비교 목적의 핵심적인 

사례로서 사용한다. 이 보고서는 각 관할권의 법률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그 대신에 기술에 대한 법적인 그리고 규제에 관한 모델을 고안하는 데에서 다룰 필요가 있는 일반적인 

법적 책임 문제들을 조명하기 위하여 법률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발생한 CCS 책임 문제를 고려하고, 존

재한다고 보이는 차이점을 비교할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불확실성들도 숙고하게 된다. 

 

각 관할권이 CCS 의 사용을 촉진하고 발생한 규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고안한 새로운 법률을 채택하

였기 때문에 이 관할권들을 선정하였다. 책임에 관해서는 취해진 접근 방식과 법률적 상황은 몇 가지 중

요한 방식에서 상이하며, 이는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CCS 프로젝트의 수명주기 내내 책임 위험이 

달라지게 만들 수도 있다. 각 사례에서 더 세부적인 규제 또는 실행 전략은 규제 제도의 최종 양상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관여 범위를 남겨놓고는 중요한 문제를 여전히 논의하면서 아직도 개발 중이다. 세 관할

권 모두에서 정부는 온실 가스 배출을 다루는 맥락에서 가능성 있는 배출 저감 전략으로서 CCS 개발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관할권의 각 나라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법적인 문제의 유형은 CCS 에 

대해 법적인 그리고 규제에 관한 제도를 개발하고 있는 어느 국가나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 책임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별개의 두 가닥으로 책임에 대하여 고찰한다. 첫째는 계약관계가 없는 제 3 자에게 

저장활동으로 인해 야기된 손해이다. 상업적인 관행(운송 계약 등)에서 계약 관계는 제삼자 책임의 여러 

가지 측면을 규정하고 확립할 것이며, 이미 석유 및 가스 업계에서는 공동의 파이프 내의 석유와 가스 

운송에 대한 책임의 배분과 같은 문제에 관련된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런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책임의 원칙-여러 관할권에서 불법행위의 책임이라고 알려진-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 보고서에서는 민사 책임이라고 용어를 정한다. 법률 또는 법원은 이러한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 조건은 가끔 중복될 수 있으며, 한 가지 이상 유형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구인은 자신이 입은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또는, 피해를 주는 

활동이 지속되고 있는 곳에서는 금지 명령을 요청할 것이다.   

 

두 번째 책임의 유형은 사업운영자가 누출한 경우 교정 및/또는 자체적인 교정 실행과 사업운영자로부터

의 비용회수를 포함하여 명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공공 당국의 권한에 관련되어 있다. 환경 법

의 여러 분야에서 오랫동안 이와 유사한 법정 권한이 정부 기관에게 부여되어왔고, 이 권한은 특정 오염 

문제에 대한 신속한 행정적 대응을 보장하도록 고안하였다. CCS 법도 예외가 아니며 세 관할권 모두에서 

제정 법률이 이러한 권한을 포함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를 행정 책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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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책임은 민사 책임과 마찬가지로 주 목적이 사업운영자를 처벌하거나 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

질적인 결과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분석에 포함한다. 몇몇 경우에는 민사 책임 청구를 제기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운영자에게 정화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유일한 절차가 행

정 책임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민사 책임 원칙과 중복되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는 손상 위험에 직

면하거나 손상된 환경이 사적인 소유권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권한이 규제 요

건(면허 조건 등)의 준수의 보장이나 규제 의무의 위반에 대한 제재에 주로 관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

조하는 일은 중요하며 이 규제 의무의 위반에 대한 제재는 특정집행 권한의 대상이 된다(일반적으로 일

련의 형사 제재, 행정적 벌금, 또는 일부의 조합을 포함). 책임 문제를 논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이러한 

용어는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을 명확하고 엄밀하게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막연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우

리는 민사 책임과 행정 책임이라고 용어를 정한 책임 간의 차이를 강조고자 한다.  

 

 
 

법적인 상황 

 

세 관할권의 각 관할권에는 현재 CCS 를 규제하기 위한 핵심 체계를 규정하는 종합적인 법정 규정이 존

재한다. 빅토리아에서는 2008 년 온실가스 지중저장법 (Geological Sequestration Act 2008)이 연안에 관

한 법률을 다루고 있으며, 2009 년 온실가스 지중저장규정(Geological Sequestration regulation 2009)에 

의해 이 법을 보완하였다. 주의 수상에서는 2010 년 연안 석유 및 온실가스 저장에 관한 법(Offshore 

Petroleum and Greenhouse Gas Storage Act)이 규제 모델을 규정하고 있으며 차례로 2011 년 연안 석유 

및 온실가스 저장규정 (Offshore Petroleum and Greenhouse Gas Storage regulation 2011)에 의해 보완

하였다. 앨버타에서는 2010 년 탄소 포집 및 저장 법의 개정법률(Carbon Capture and Storage Statutes 

Amendment Act 2010)에 의하여 개정된 광산 및 광물법(Mines and Mineral Act)의 part 9 가 앨버타 주의 

규제 모델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2008 년 에너지 법 (Energy Law 2008)이 CCS 의 

연안 면허의 핵심 체계를 수립하였고, 이는 2010 년 이산화탄소에 관한(면허 등) 규정 (Carbon Dioxide 

(Licencing etc.) Regulations2010)과 2011 년 이산화탄소에 관한(면허 종료 등) 규정 (Carbon Dioxide 

(Closure of Licensing) Regulations 2011)에 의하여 보충되었다. 영국은 유럽연합(EU)의 회원국이므로 

2009 년 EU 이산화탄소 지침(2009 EU Carbon Dioxide Directive)1을 실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영국에

서의 상황은 법적으로 더욱 복잡하고, 영국은 국내 법을 통하여 이 지침을 실행하였다. 이 지침은 책임

(특히 재정 보증 및 저장 후 특정 책임의 이전)에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여 규제 요건에 관한 특정한 최소

한의 특정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책임 관련법의 여러 측면을 회원국의 재량에 의해 결정하

도록 남겨놓고 있다. 각국의 법원은 EU 법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EU 지침2과 일관되는 방향으로 자국

의 법률을 해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호주 빅토리아 주 

 

호주는 CCS 의 잠재적인 이익을 인정하고 촉진하기로 방향을 전환하였고 이는 CCS 기술 도입을 지원하

기 위한 주 및 연방 법규 및 규제모델의 고안 및 공포를 포함하였다. 빅토리아 주의 온실가스 지중저장

법(Greenhouse Geological Sequestration Act)은 2008 년에 시행되면서 세계 최초의 육상 지중저장활동

에 대한 규제 모델 중 하나를 규정하였다. 주의 해상 저장활동을 관장하는 추가적인 연안관련 법 3 은 

2012 년 1 월에 시행되었다. 이 두 법은 모두 부수적인 규정에 의해 보완되었다. 

                                            
1 2009년 4월 23일의 유럽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이산화탄소의 지중저장에 대한 지침 2009/31/EC과 개정된 이사회 지침 

85/337/EEC,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0/60/EC, 2001/80/EC, 2004/35/EC, 2006/12/EC, 2008/1/EC와 규정 (EC) No 

1013/2006 

2
 Jans,  Macrory, and Molina (eds) National Courts and EU Environmental Law Europa Law Publishing.의 

Macrory, Madner 및 Mayr (2013), ‘EU환경 법의 일관된 해석’참조  
3 2010년 연안 석유 및 온실가스 저장 법 (Offshore Petroleum and Greenhouse Gas Storage Act 2010) 

3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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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주 내의 CCS 활동의 규제에 대 약간 차별화된 접근방식 채택하였다.  연안 관련 법은 기존의 주

의 해상의 지중저장활동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도록 기존의 석유입법을 수정한 반면, 내륙 관련법은 기존

의 주의 석유 법을 모델로 하기 했지만 독자적인 모델을 수립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체계는 CCS 활동

의 탐사, 보유, 주입, 모니터링 단계를 다루기 위한 몇 가지 새로운 소유권을 도입하였다. 이 두 법은 잠

재적 저장 층 형성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왕실에 부여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왕실이 저장장소

의 조사, CO2 의 주입 및 저장 권리를 부여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빅토리아 주는 내륙 및 연안 법을 보충하기 위하여 부수적인 법률을 제정하였다. 2009 년 온실가스 

지중 저장 규정 (Greenhouse Gas Geological Sequestration Regulations 2009)는 2009 년 12 월에 시행

되었다. 이 법은 '온실가스 저장 운영과 관련된 환경, 건강, 안전에 대한 위해와 위험을 제거 또는 최소

화'4하고 '법률에 의해 승인하는 행정적인 사안, 수수료 및 기타 요건들을 정함'5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

한 목표는 이 법에 따라 완료될 여러 가지 계획에 관련된 요건 및 세부사항 형식 안에서 더 명백해진다. 

 

2012 년 1 월에 시행된 2011 년 연안 석유 및 온실가스 저장규정 (Offshore Petroleum and Greenhouse 

Gas Storage Regulations 2011)은 이 공간에서 연방정부의 연안 규정을 보완하며, CCS 활동이 관할권의 

경계에 걸쳐 있는 곳에서 규제 및 정책적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연방법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구상되

었다. 그렇지만, 연방 및 빅토리아 주 규정은 몇 가지 실질적 차이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차이가 

빅토리아 주 규정이 연방법을 반영한 특성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다.6 

 

 
 

캐나다 앨버타 주 

 
캐나다 주정부는 CCS 기술의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의 진행을 이끌어왔다. 특히 앨버타 주는 최근
에 적극적이었고 몇 가지 법률을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 규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2013 년에는 규
제 체제 평가(RFA) 실행을 완료하였다. 
 
2010 년도에 앨버타 정부는 탄소 포집 및 저장 법령의 수정 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몇몇 주 에너지 법
규를 수정하여 앨버타 주의 CCS 활동의 규제에 대해 명확히 하였다. 이 법은 빅토리아 주 또는 EU 지침
에서 수립된 유형의 완전한 규제 모델을 규정하지는 않지만, 앨버타 주의 공극 소유권 및 장기적인 책임
의 관리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국가의 공극(기존에 연방이 소유한 토지를 제외화고) 소유를 명확히 하고 장관이 '공극 사용에 관련된 계
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는'7 광산 및 광물 법 수정에 특히 주목한다. 이 법의 part 9 는 폐쇄 후 저장된 
CO2 에 대한 책임을 앨버타 주에게 이전하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규정을 포함하도록 수정하였다. 이 수정
은 정부의 폐쇄 후 책임 인수와 관련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하여 '폐쇄 후 관리 기금'을 설립하였다. 
 
앨버타 주는 2010 년 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1 년 4 월에 탄소 저장 사용권 규정을 채택하였다. 이 규
정은 법에 의해 형성하였으며, 모니터링, 측정, 인증(MMV) 내용 및 폐쇄 계획을 포함하여 '평가 허가' 및 
'탄소 저장 임대'에 뒤따르는 적용 절차 및 의무에 관해 더욱 상세한 사항들을 제공하고 있다.  
 
주정부는 2011 년도에, 기존 규제 모델을 CCS 기술에 적용하는 대로 기존 규제 모델뿐만 아니라 전세계
의 우수 사례를 검토할 목적으로, 규제 체제 평가(RFA) 실행을 시작하였다. 71 개의 개별적인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최종 보고서는 2012 년 후반에 정부에 제출되었다.8 

  

                                            
4 2009년 온실가스 지중저장 규정 (Greenhouse Gas Geological Sequestration Regulations 2009) 1. (a) 절. 
5 전게서 1 (b) 절 
6 Carbon Capture and Storage: Legal and Regulatory Review, International Energy Agency, (제 3 판, 2012), 이 보고서의 80페이

지 ‘Victoria’ contribution 부분 참조 
7 Mines and Minerals Act에 추가된 15.1(3)절 참조 
8 최종 보고서 링크를 포함한 규제 체제 평가 (RFA)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Alberta Energy 웹 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http://www.energy.gov.ab.ca/Initiatives/3544.asp(2014년 6월 30일 접속) 

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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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영국은 국내 및 국제적 수준에서 CCS 기술의 개발 및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 체계의 구상 
하는 일도 선도해 왔다. 영국 정부는 EU 지침 2009/31/EC 의 발표에 앞서 연안의 CO2 저장 활동을 위
한 면허 제도를 확립하는 2008 년 에너지 법 (Energy Act 2008)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2010 년 이산화
탄소에 관한(면허 등) 규정 (Carbon Dioxide (Licensing etc.) Regulations2010)과 2011 년 이산화탄소에 
관한(면허 종료 등) 규정 (Carbon Dioxide (Closure of Licensing) Regulations 2011)에 의하여 보충되었
다. 이 규정들은 EU 지침의 조건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세부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과 웨일즈 내에서 CCS 활동에 대한 연안 규제 모델은 연안 석유 가스 활동에 대한 기존 모델을 기
반으로 구축하며,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 대한 국가의 권리 및 '가스 수입 및 저장 구역'의 지정과 관
련된 새로운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구역 내에서 CCS 활동 수행을 모색하는 사업운영자들은 이 규정
에 따라 필요한 면허에 추가하여 영국 왕립 자산관리공사(The Crown Estate)로부터 임대를 득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은 부수 규정과 더불어, 몇 가지 새로운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EU 의 저장 지침의 요건을 폭넓게 
반영한 규제 모델을 정립하고 있다. 9 
 
 

 
 
저장 및 누출 
 
현재의 과학적 평가 결과는 적절한 저장소 평가 및 선택이 있으면 심각한 CO2 누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목한 바와 같이 '압도적인 다수의 간단한 미래 
시나리오들이 영 또는 최소 누출을 입증하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서 누출이 제로일 것이라고 선
언하기는 극히 어려운 일'이다10. CO2 누출로부터 건강에 대한 위협과 동식물에 대한 위해를 포함하여 다
양한 종류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현재의 평가에 따르면 적절한 저장 장소를 선택
한다면,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더욱 실질적인 위험의 영향과 정도는 여전히 논의되고 있는 
중이지만, 이러한 실질적 위험에는 주입된 CO2 가 심해 염수 층으로부터 염수 이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포함되고 이는 염수의 화학적 특성에 따라서 음용수 공급원 또는 농업용수 공급원을 오염시킬 수 있다. 
또 다른 실질적 위험에는 염수층에 CO2 를 빠르게 주입될 때 발생하는 소위 과도 펄스(transient pulse)로
서 이것은 주입지점 위쪽의 압력을 증가시키고 그 외의 저장 운영자나 석유 및 가스전 운영자 등, 동일
한 염수층 내의 다른 작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11. 증가된 압력이 필연적으로 손해를 초래하지는 않으
며 실제로는 유전 또는 가스전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제 3 자의 이
익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침범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주입된 CO2 의 직접적인 이동과 저장부지를 떠나지 
않지만 주입된 CO2 가 압력을 통해 여타 물질이 제 3 자의 이익을 침범하거나 손해를 야기하는 침해를 구
분하는 것은 유용하다. 이러한 구분은 민사 책임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대부분의 해설가들은 CCS 저장의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을 몇 개의 단계, 즉 저장부지 선정, 주입, 폐
쇄, 폐쇄 후 기간 및 장기적인 책임의 이전기간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으며, 이 기간들은 규제 체계 안에 
반영된다. 현재의 과학 문헌들은 주입 단계 중에 누출 위험은 증가하며, 폐쇄되기 전에 저장 장소 내의 
압력이 정점을 찍음에 따라 상당히 감소되지만, 폐쇄 이후에도 어느 정도의 잔류 위험은 남아있다고 제
안한다. 
  

  

                                            
9 영국 허가발급 제도 및 EU 저장 지침 시행에 대한 더 상세한 분석은 'Case Studi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Directive 

2009/31/EC on the geological storage of carbon dioxide – United Kingdom'에서 제공한다. 이 논문은 런던대학교 법학부의 Centre 

for Law and the Environment에서 찾아볼 수 있다. 
10 S Haszeldine (2011) ‘Geological Factors in Framing Legislation to Enable and Regulate Storage of Carbon Dioxide Deep into 

the Ground’ in Havercroft, Macrory and Stewart Carbon Capture and Storage – Legal and Regulatory Issues , Hart Publishing, 

Oxford, 이 책의 13 
11 위의 책,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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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ClimateWise (2013) Managing Liabilities of European Carbon capture and Storage 의 Fig 4.1
에서 뽑은 해설도 
 

 
 

민사 책임 원칙 

 

민사 책임 원칙의 전통적인 목표는 타인의 행위를 통해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 체계를 제공하기 위

함이다. 사용되는 용어 및 실제 원칙은 관할권마다 상이할 수도 있고, 관습법 국가에서는 불법행위(tort)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로마법 또는 민법 전통에 기반을 둔 나라는 위법행위(delict)라

는 용어를 채택하였지만 핵심 목적은 공통이다. 이 원칙들은 본질적으로 과거의 비용과 위험의 공정한 

배분과 관련되어 있다. 몇몇 법률 체계는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모든 행위, 심지어 과실이 관여된 행위

조차도 자동적으로 보상 자격이 생기게 하는 포괄적 요건을 제시하는 법 체계는 거의 없다. 일부 위험은 

피해자에게 떨어지며, 다른 위험은 위험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 떨어지고 보호해야 할 이익의 특

성과 손해를 발생시키는 작용의 종류에 따라서 상이한 법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민사 책임 원

칙은 과거의 손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에만 관련된 것은 아니다. 손해를 일으키는 행위가 계속되

는 경우에 청구인이 이용할 수 있는 금지명령과 같은 구제수단은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반면, 책임 

원칙의 본질은 사업운영자의 행위 및 규범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실질적으로 

운영자의 규범을 결정하거나 결정하도록 고안하는 범위, 아니면 이 원칙이 정부에 의해 침해 규제에 대

한 대체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는 정도는 이론과 실제 양쪽 모두의 문제로서 치열한 다툼이 있다. 

 

모든 관할권에서 민사 책임에 관한 원칙은 제정법률로 규정하거나 판례법을 통해 법원에 의해 발전하거

나 두 가지의 방식의 혼합에 의존하였다. 이 연구에서 고찰한 세 관할권은 관습법 전통을 공유하고 있는

데, 관습법에서는 민사 책임에 관한 핵심 원칙을 주로 법원이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전개하고 정의하였

다. 더 큰 범위까지 민법 전통에 기반을 둔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책임의 핵심원칙을 제정

법률 또는 법전 안에 규정한다. 하지만 지배적인 법 체계가 무엇이든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문제(책임범

위, 인과관계 문제, 소송의 제한 등)은 공통적일 것이다. 

 

아직 CCS 에 기반한 실제 책임 청구의 예가 없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에 이러한 원칙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유추를 통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연구대상인 모든 관할권의 판례법들은 지

하의 공해와 오염에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었고, 이는 가장 근접한 유추 대상을 제공할 수 있고, 입법기관

이 특정 상황이나 특정한 산업 분야에 대해서 이러한 원칙을 변경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지만 장기적 

책임 이전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각 관할권에서 핵심적인 판례법 원칙은 폭넓게 적용 가능하다. 그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률로서 결정한 기간 내에 청구를 제기해야 하는 시간 제한을 정하는 제한 기간과 같

이 책임에는 여러 측면들이 있을 것이다. 관할권이 법 전통을 공유하며 동일한 기본 법 개념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은 모든 원칙들이 반드시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를 들어, 영국과 웨일즈의 판

례법을 호주 또는 캐나다 법원에서 인용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지만 각 관할권 내의 법원

들이 법을 전개하는 방식에는 대개 미묘한 차이가 있다. 

 

고찰한 모든 관할권에서, 민사 책임 원칙은 평가 및 면허의 상세한 법적 규제 체계를 동반하고 이는 운

영자의 규범에 대하여 기초적인 동기를 제공할 것이다. 이는 그 자체가 두 체계 간의 적절한 상호작용에 

대해, 특히 규제 요건의 준수가 잠재적인 민사책임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대한 어려운 질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이 측면은 아래의 6(b)절에서 더 논의한다. 끝으로, 민사 책임 원칙은 새로운 산업에 대한 공

공의 신뢰를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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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련된 위험의 분명한 특성 때문에 언제나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하여 특별한 책임 체계 또는 책임

의 면제를 도입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 자체로 타 산업 운영에 대해 특정 문제가 존재한다고 암시할 수

도 있으며, 대중의 수용을 반감시키게 만들 수 있다. 모든 관할권들은 장기적인 책임 문제에 대한 의문점

을 제외하고, 민사 책임의 일반 규칙들을 CCS 운영에도 계속하여 적용시킨다.12 

 

저장 활동의 결과로 입은 손해에 관하여 배상 청구를 고려하고 있는 청구인은 법원이 전개한 다양한 개

별 불법행위에 따라 전개하는 원칙에 해당될 필요가 있다. 관습법 관할권은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불법행위의 범주를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아래에 조명하였다13. 실제로 이러

한 불법행위는 실제 상황에 따라 가끔 중복될 수도 있으며, 청구인은 어떤 청구소송에서나 이 중 단 한

가지에만 의존하게 될 것 같지 않다. 다음에서 가장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중요 불법행위를 고찰한다. 

 
 

 
 

토지의 불법침해 

 

불법침해는 타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불법 침해로 정의할 수 있다. 비록 불법침해가 토지의 권리 보호

와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개념이 지하에 대한 침입으로 범위를 연장 가능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Energy Weald Basin Ltd. 및 기타 대 Bocardo SA v Star energy UK Onshore Ltd. 소송에서 영국 대법원

의 2010 년 판결 참조)14. 

 

불법침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자에 관한 핵심 원칙은 이 권리보유자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그에 따라 권리보유자는 그 점유를 행사하려는 의도와 결합된 충분한 정도의 물리적인 관

리 및 통제력을 가진 자로 정의한다. 그와 반대인 증거가 있지 않는 한, 토지 소유자들은 점유 중에 있다

고 간주한다. 이와 유사하게 임차권 보유자도 불법침해 목적에서는 점유 중에 있다. 사용권 허가자(규제 

허가가 허여된 자라기보다는 재산 용어에서)는 사용 허가의 조건과 사용 허가가 문제의 토지에 대해 부

여하는 권리의 정도에 따라서 불법침해에 있어 소송을 할 수 있다15. 

 

불법침해에 관한 법의 추가 원칙이자 불법침해를 다른 불법행위와 구분 짓는 한가지는 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손해의 입증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손해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서 발생한 결과 중 

한 가지는, 청구인들이 불법침해가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잠정적 금지명령을 받아내

기가 더 쉽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일부 관할권의 법원이 지하의 무단 침입이 관여

된 경우에는 일종의 물리적 손해 또는 재산 사용의 방해가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요건은 

캐나다, 호주, 영국의 법원에는 아직까지 전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간접적인 침입 (압력에 의한)에 관해서는, 침입이 피고의 행위의 간접적인 결과라기보다는 직접적인 결과

라야 하기 때문에, 불법침해 소송이 유지될 가능성이 적다고 보인다. 강 어귀에서 선박이 석유를 배출하

여 이로 인해 해변을 오염시킨, Southport Corporation v Esso Petroleum16의 재판에서 Denning 경이 주

목한 바와 같이, 

 

'토지의 불법침해 행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행한 행위가 원고의 토지에 피고에 의해 직접 
행해진 물리적인 행위여야 한다. 이러한 석유의 배출은 원고의 물가의 토지에 직접 행해진 것이 아니
라, 강 어귀 쪽인 외부에서 이루어졌다. 이 석유는 조류에 의해 원고의 토지로 운반되었지만, 그것은 
단지 결과적일 뿐이고 직접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불법침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12 호주 퀸즐랜드의 CCS 법은 타인이 허가된 저장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곳에서 토지소유자와 점유자들은 그들이 손해를 유발시킨 

것이 아닌 한, 불법침입에 의한 손해 배상소송에서 그 누구에게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활동 토지 소유자와 

점유자의 권리를 분명하게 보호한다(s 338A Greenhouse Gas Storage Act 2009 Queensland). 
13 영국과 관련된 토론은 영국과 웨일즈 법원이 제정한 원칙에 초점을 맞추었다. 유사한 원칙이 스코틀랜드에도 있지만 사용되는 

용어가 다르다. 
14 [2011] 1 AC 380. 이 판결은 지하에 위치한 저장 장소를 획득하는 상황에서 특히 중요하다. 이 판결은 반증적인 법률 조항 또는 

강제수용권이 없는 곳에서, 보상적 손해배상이 매우 작은 규모라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지하 깊은 곳을 수평 시추하는 불법침입 

행위를 주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15 Manchester Airport plc v Dutton [2000] QB 133 판례를 조사를 위해 문제의 토지에 대한 통행권만 주어진 면허가 소송하기 위

한 충분한 권원을 가지는 못했던 Countryside Residential (North Thames) Ltd [2000] 34 EG 87 와 대조하여 참조할 것. 
16 [1954] 2 QB 182 그의 상고 법원에서의 접근방식은 항소심에서 영국 상원(법률위원회)의 대다수의 찬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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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한 구분이 캐나다 법원에서도 이루어졌다17. 직접침해와 결과적 침해간의 구분은 영국의 불법침
해의 과거 기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가끔 실제로는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압력에 
의한 간접적인 침입이 소음과 더 유사하며, 이는 본질적으로 일련의 '압력 파장'이라는 점은 다투어 볼 
여지가 있으며, 그러한 경우 근린방해 행위가 더 적절할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 법원은 불법침해와 근린
방해 사이의 구분에 대하여 더 분명한 선을 긋지 않고 있다고 보인다18. 
 
피고가 불법침해를 의도하였거나 그의 행위가 그러한 불법침해를 야기하게 된다고 합리적으로 예측했어
야 함을 꼭 증명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소송의 성립요소는 발생된 동작이 고의적이거나, 피고가 실제 불
법침해가 관여되었음을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최소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야 한다19. 비록 이 원칙이 완전
히 명확하지는 않지만, 고의 또는 과실이 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침입이 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20. 하지만 전적으로 예기치 못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침입은 법적으로 불법침해에 이
를 것 같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사적 근린방해 

 
사적 근린방해도 토지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하였고, 누군가의 재산권 향유에 대한 불합리한 
방해와 관련되어 있다. 이 개념은 악취 및 소음 등의 전통적인 형태의 오염을 포함한 다수의 활동에 적
용하며, 직접 또는 간접 침입(압력에 의해 야기된 침해 등)에 적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표현으로 근린방
해는 '서로간의 교환'의 정도와 관련되어 있고 법원은 그 점에서 어느 정도가 불합리한 방해인지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불법침해 행위에 관해서는, 청구인이 영향을 받은 토지에 대해 권리를 보유해야 한다. 영국의 Hunter 대 
Canary Wharf 사건21에서 Goff 경이 설명한 대로, 
 

‘사적 근린방해에서의 소송은 영향을 받은 토지에 대한 권리보유자의 소송에만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자는 자유소유권 점유중인 임차인 또는 독점 점유권을 가진 사용권 허가자와 같이 토지의 독점적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고소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잠재적인 청구인은 그들이 청구를 제기하기에 충분한 독점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입증할 필
요가 있다.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인은 점유자가 그러하듯 분명히 이를 입증하지만 독점적 점유가 없는 
단순 사용권 허가자22는 이를 입증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어업권과 같은 소위 무체 권리의 소유자도 역
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전적으로 법령으로부터만 권리가 나오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영국 대법원은 의무의 이전 체계의 맥락에서 전적으로 법령 규정으로부터만 
나오는 배출 권리를 자산으로서 특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권리로 우선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하
여 의문을 가졌다23. 연안 활동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권리의 본질을 정확히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복잡함이 
생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왕립 자산관리공사가 저장 사업운영자에게 임대를 제공하는데, 
이는 다른 저장 부지에서 발생한 누출의 영향을 받은 시설을 보유한 운영자는 분명하게 근린방해 또는 
불법침해에 관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석유 및 가스 사업운영자에게는 이 임대를 
제공하지 않고 법정 면허에 따라서만 운영한다. 운영자가 추출 부지의 독점 점유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근린방해 또는 불법침해에 관한 청구를 제기하기에 충분하지만 요점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근린방해 행위의 초점은 침해의 동기 보다는 야기된 손해의 유형과 관련이 있고, 따라서 행위가 고의, 과
실, 부주의 또는 사고로 인한 것이든 크게 상관이 없다. 이처럼 과실은 피고의 토지사용이 합리적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근린방해 행위의 성립요소가 아니다.   

                                            
17 예: Mann v Sauliner [1959] 19 DLR (2d) 130  
18 '미국 법원은 이 역사적 구분에 덜 얽매이는 것으로 보이며, 더 이상은 영국 법원이 하는 정도까지 불법 침해와 불법 방해를 구

분 짓지 않는다.', Wilde, M., Civil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2nd edition (Wolters Kluwer 2013, para 2.02(A)  
19 Conarken Group Ltd v Network Rail Infrastructure [2010] EWHC 1852, 이 판례에서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 없는 곳에서 불법침

해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호주의 판례는 Conarken Group Ltd v Network Rail Infrastructure [2010] EWHC 1852를 참조

할 것  
20 Macbride and Bagshaw, Tort Law (4th edition Pearson 2012)의 408~409 페이지를 참조할 것 

  
21 [1997] AC 655 
22 이러한 맥락에서 '사용권 허가자(licencee)'라는 용어는 규제 체계 하에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용어는 물권법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개인이 재산 위에 있게하는 허가를 함축하며 독점적 소유를하

고 있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 
23 Manchester Ship Canal v United Utilities [2014] UKSC 40, per Lord Neuberger, para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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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손해가 야기된 경우에 근린방해를 일으킨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유형의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판결하였다. 콘크리트를 통해 지하로 누출된 기름 유출이 
결국 공급 용수의 오염을 야기한 사건인 Cambridge Water v Eastern Counties Leather plc24 판례에서는 
기름의 누출 시점에 이 특별한 오염 경로를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근린방해
에 관한 여하한 책임도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 원칙은 문제의 사건에서는 누출의 특정양
상보다는 관여된 손해의 유형을 더 참고하였기 때문에 이 결론은 조심스럽게 적용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
만, CCS 저장부지로부터의 완전히 예상치 못한 형태의 누출과 관련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비
록 특정한 누출 경로가 합리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러한 누출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예측할 
수도 있었다는 다툼을 할 수 있게 된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6(e)절의 인과관계 문제 참고). 
 
근린방해 관련 법은 일반적으로 사건이 지속되는 상태와 관련되어 있다. 발생 가능한 문제 중 하나는 분
리된 단일 누출이 어떤 사건의 상태(누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저장)의 결과이므로 근린방해에 이르게 
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과실 또는 Rylands v Fletcher 사건에서 존재하였던 다른 불법행위 범주
에 해당해야 하는지의 여부이다. 판례법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며 영국 및 웨일즈 고등법원 판
사가 폭발과 관련된 최근의 사건에서 '나는 한편에는 분리된 누출과 또 한편에는 사건의 상태 사이에서 
경계선을 식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놓고자 한다.'라고 언급하였다25.  하지만 법원은 '법원의 입
장은 적절한 사실에 의거하여 불합리하거나 부주의한 토지 사용자와 누출의 예견 가능성이 모두 존재하
는 경우에는 사건의 상태가 아니라 분리된 단일 누출에 대해서 사적 근린방해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
다는 것이다.'라고 결론 내렸다. 
 
초기 광업법의 근린방해 사건은 특히 물의 자연적인 흐름이 관련된 사건에서 약간 독특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를 지하의 CO2 누출 또는 염수의 이동이 관여된 경우에도 적용 가능
하느냐에 대해 논쟁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Smith v Kenrick26의 판례는 피고의 광업 활동이 광산에 자
연적으로 존재하던 지하수를 인근 광산으로 흘러가게 만든 경우에서 인근 광산 소유자와 관련된 것이었
다. 법원은 비록 '자연적인 결과가 당사자의 과실 또는 악의적 행동에서 발생하지 않는 한, 인접 광산의 
소유자에게 피해를 일으키게 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소유자 각자에게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작업
하였으므로 근린방해에 관한 소송에서 성공하지 못한다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CO2 를 축적한 저장 사업
운영자가 이러한 변론에 의존하기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작업하던 지역에 
지하수가 자연적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해결하였으며, 현대의 어느 사건의 경우에서도 법은 
피고가 그들의 소유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훨씬 덜 
동조하기 때문이다.27 
 
 

 
 
라일랜즈 대 플래쳐 (Rylands v Fletcher) 
 
Rylands 대 Fletcher28사건은 토지에 들여 놓은 '위험한 물건'의 유출에 관련된 특별한 소송형태이다. 자
신의 행동이 누출을 일으키게 한 운영자 측의 과실 또는 부주의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책임은 
엄격하다. 하지만 동시대의 영국 및 웨일즈 판례법은 현재 이러한 행위를 근린방해의 부분집합으로 여기
고 있으며, 최근 법원은 이 판례의 적용 범위를 더욱 한정시켰다. Transco plc v Stockport Metropolitan 
Borough Council29 사건에서 영국 상원은 어떤 자가 '아무리 유출이 있을 것 같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유출이 일어난다면 예외적으로 높은 위험 또는 피해를 야기할 것으로 인식하거나 해당 장소 및 시간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거나 합리적으로 인식해야 하는 어떤 일을 한’ 경우에 대해서만 이 판례를 적
용하도록 국한시켰다.30 이는 CCS 저장이 규정 안에서 특별한 위험에 해당한다고 간주할 지의 여부에 대
한 판단의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다. 근린방해의 경우에 합리적으로 예측될 수 있는 
종류의 손해의 전체 범위에 대해서만 책임이 존재한다. 
 
스코틀랜드 최고 민사법원은 Rylands v Fletcher 사건의 판결이 스코틀랜드 법 안에 존재해야 한다는 제
안은 '근절해야 할 이단'31이라고 간주하였다. 

  

                                            
24 [1994] 2 AC 264 
25 Colour Quest Ltd and others v Total Downstream and others [2009] EWHC 540 (Comm) Mr Justice Steele 
26 (18490 7 CB 515 
27 Goldman v Hargrave [1967] I AC 645와 Leakey v National Trust [1980] QB 485 참조 
28 (1868) LR 3 HL 330 
29 [2004] 2 AC 1 
30 전게서의 [10]에서 Bingham 경에 따름 
31 RHM Bakers v Strathclyde Regional Council (1985) SLT 214에서 Fraser 경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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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에서도 이와 비슷하여, 1994 년의 호주 대법원의 판결32 이래로 Rylands v Fletcher 는 더 이상 별
도의 소송 사유로 존재하지 않는다. 
 
' Rylands v Fletcher 사건의 규칙은 어려움, 불확실성, 자격 및 예외 등을 이제는 ...... 일반적인 과실의 
규칙에 흡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위험 물질을 도입하거나 위험한 활동을 수행
하기 위해, 아니면, 타인이 이 일중에 하나를 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자신의 구내의 지배권을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람이나 타인의 재산에 대한 부상이나 손상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진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대법원이 Rylands v Fletcher 사건이 근린방해 또는 불법침해와는 별개로 책임의 근
거를 계속하여 제공한다고 인정하고 있다33. 온타리오 항소법원은 2011 년에 Rylands v Fletcher 사건의 
원칙의 적용을 수용하였지만, 위험 활동에 대한 엄격한(무과실) 책임의 일반 원칙을 만들어내기 위해 그
범위를 확대하기는 거부하였다. 
 
'Rylands v Fletcher 사건에 따른 엄격한 책임은 활동 수행에 관련된 모든 위험을 목표로 한 것이라기 

보다는 활동에 관여한 우발적이거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관련된 위험을 목표로 한다'34. 
 
 

 
 

공적 불법방해 
 
공적 불법방해는 '그 영향이 너무 광범위하거나 무분별하여 한 사람에게 그의 책임에 대한 소송을 감당
하거나 방해를 멈추게 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그보다는 전체적인 공동체에 책임을 부
과해야 하는’ 불법방해라고 설명한다35.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는 대체로 
사실에 관련된 문제이지만 최근의 판례법은 '공동 피해’와 '공동체 또는 공동체의 상당 부분에 유발된 피
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36. 
 
공적 불법방해는 범죄이고37, 그리고 소송(불법방해의 지속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 고발 또는 민사상의 금
지명령) 제기에 대한 책임은 일반적으로 법무 장관 또는 유사한 공무원에게 있다. 민사 책임에 관련해서 
청구는 영향을 받은 개인이 제기할 수 있으며 사적 근린방해 또는 불법침해 소송과는 달리, 영향을 받은 
토지 또는 재산에 대한 권리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다수의 소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느 청구
인이든지 자신이 '특별한 손해’, 즉 일반 대중에 의해 받은 손해를 훨씬 상회하는 일종의 손해를 입었다
고 입증 해야 한다. 이것은 까다로운 개념이며 판례법은 때대로 법원이 청구인이 입은 손해는 정도뿐만 
아니라 종류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꽤 좁은 범위의 접근방식을 취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 Hickey v Electric Reduction Co of Canada Ltd 판례38에서 법원은 오염 사고의 
결과로 손해를 입은 공유 수면의 어부는 결국 어업을 할 공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다른 자들 이상으로 손
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그 판결은 이후에 비판을 받았고 더욱 현대적인 접근방식에서는 영향
을 받은 일반 대중으로부터 청구인을 구분하는 손해의 종류 보다는 손해의 정도에서 차이를 찾는 것으로 
보인다. 
 
사적 근린방해와 공적 불법방해는 중복되는 부분이 확실히 존재하며, 공적 불법방해의 영향을 받은 자가 
토지의 권리를 소유한 경우, 사실에 따라, 사적 근린방해에 관한 청구할 자격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불법 행위의 역사적 기원에 관련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공적 불법방해의 청구인은 토지 또는 자산
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신체적 상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다39. 나아가, 판례법
은   공적 불법방해를 만들어낸 자는 그 자의 행위가 불법방해를 야기할 것을 '그 자가 알았어야(그 자가 
이를 알아낼 수단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할 경우에만’40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공적 불법방해에서 
과실 요소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비록 의심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CCS 저장 부지에 
의해 발생한 전적으로 예기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한 누출의 경우에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32 Burnie Port Authority v General Jones Pty Ltd (1994) 179 CLR 520 
33 Tock v. St. John’s Metropolitan Area Board, 1989 CanLII 15 (SCC) 
34 Smith v Inco Ltd (2011) 107 O.R. (3rd) 321 
35 Attorney-General v PYA Quarries Ltd에서 고등법원 판사 Denning의 발언 
36 R v Rimmington and Goldstein [2006] I AC 459.의  Bingham경  
37 예) s 165 Criminal Code of Canada(캐나다 형사법) 참조 
38 (1971) 21 DLR (3d) 368 
39 Corby Group [2009] QB 335 소송 건에서 오염된 땅으로부터 제기된 인적 피해에 관련된 단체 소송에서 영국 항소법원의 판결 

참조. 추후에 합의가 이루어짐 
40 R v Goldstein [2006] I AC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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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과실은 매우 폭넓은 행위의 원인으로서 그러한 의미의 토지 소유권 또는 점유에 의존하지 않으며, 재산
의 손상뿐만 아니라 신체적 상해도 포함할 수 있다. 피고는 본질적으로 손해를 야기한 사건이 발생한 시
기에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자에게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아래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주의 의무, 주의 의무의 위반, 인과관계, 그리고 손해의 네 가지 핵심 요소가 과실로 인한 청구를 성립하
게 하는데 있어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 이 요소들이 법률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간주한 권리의 구분에 해
당한다는 의미에서, 피고는 청구를 제기한 자에 대해 '주의 의무'를 져야 한다. '주의 의무'라는 개념은 관
습법 관할권과는 상당히 다른 개념이고, 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41.를 분류하는 법적 근거를 제
공하는 데에 과실 개념과 같은 여타 수단을 사용하는 여러 민법 전통에서는 정확하게 상응하는 개념이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취하지 못하는 일이 개재된 의무의 위반이 있다. 인과관
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주장된 손해의 유형은 법률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 이 모든 요소들은 법원이 위
험이 존재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결정하는 데에 본질적으로 정책 결정인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CCS 와 같은 비교적 새로운 기술에 과실에 대한 전통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모든 위험을 다 예측할 
수는 없고 수용 가능한 기준의 근거를 이루는 업계 관행 수립이 결여된 경우에는 도전과제로 밝혀질 수
도 있다.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있는 새로운 활동을 다루는데 있어서 업계가 특별히 높은 기준을 채택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까지 민간부문에서 행위에 대한 기준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행동을 정당화 하기 위해 공공 정책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
고 있기는 하지만, 국제 환경 법에서 점점 더 그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사전예방 원칙을 언급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예방원칙은 EU 조약의 환경 규정에서 법률적 영향을 받긴 하지만, 이러한 맥락에서 이 원칙
은 EU 입법 및 정책에만 적용할 수 있다. 캐나다와 호주 법원은 양쪽 모두 사전예방원칙을 언급하였으나, 
지금까지 영국 법원은 사전예방원칙을 국내법 하에서 책임에 영향을 주는 분명한 근거로 여기기를 꺼려
왔고42 다만 다시 말하지만 민간 당사자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공공 기관이 관여하는 이법 맥락에서이다43. 
 
고찰한 세 관할권 모두에서 CCS 는 고도로 규제된 산업이며, 허가 또는 면허의 세부조건을 완전히 준수
한 저장 사업운영자는 전적으로 과실에 근거한 청구 소송에 성공적으로 대항할 수 있다. CO2 배출을 피
하기 위해 시행되는 저장 운영은 본 보고서에서 연구한 관할권 내의 정부에 의해 공권 내에서 활발히 추
진되며 장려되고 있다. 또한 법원은 필요한 '주의'의 기준을 평가하는데 있어 이러한 요소를 고려할 것으
로 보이며, 완전히 규제를 준수하는 경우라면 과도한 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억제하게 될 것이다. ‘허가 
변호'라는 특별한 문제를 아래의 6(b)절에서 조명되었지만, 2006 년 영국 보상법(British Compensations 
Act 2006)이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과실 또는 법률상 의무 위반에 관한 청구를 고찰하고 있는 법원은, 피고가 주의에 대한 기준을 충족시
키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했어야(위험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해서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든)했는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이러한 단계를 취하기 위한 요건이, (가) 특정 범위까지, 아니면 특정방식으로 바람직
한 활동의 수행을 어떻게 해서든 방해를 하거나, (나) 바람직한 활동에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누군가
의 의욕을 꺾는지를 참작해야 한다.'44  

 
CCS 가 비록 상업적 기업이라 할지라도 분명 이러한 맥락에서 전적으로 사적인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만 
수행된 활동이라기보다는 더 '바람직한 활동'임에 틀림없을 것이며, 이것은 법률에 따라 법원이 요구하는 
행위의 적절한 기준에 대한 모든 판단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장은 
기후변화 저감 및 CO2 배출 감소의 측면에서 저장이 수행되고 있는 곳에서 의의가 있지만, CO2 주입이 
전적으로 석유회수증진 활동에만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설득력이 더 적을 것이다.   

  

                                            
41 Markesinis and Deakin, Tort Law, (2008)의 116페이지 참조 
42 R v Secretary of State for Trade and Industry ex parte Duddridge [1995] Env. L.R. 151 and R (on application of Amvac 

Chemicals v Secretary of State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2001] EWHC 1011 
43 Tollefson, Chris and Jamie Thornback (2008). Litigating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Domestic Courts 19 J. Env. L. & Prac.33

을 참조 
44 The Explanatory Notes indicate this provision reflects modern case law on the issue. 제 1 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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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의 소유권과 책임 
 

별개 법인이 포집, 수송, 저장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이 사슬의 특정 지점에서 CO2 소유자를 분명히 

하는 일은 합리적인 상업적 관행이 된다. 포집한 CO2 는 처음에 법적으로는 동산으로 취급하게 되며 따

라서 포집을 수행하는 사업운영자가 그처럼 소유하고, 소유를 이전하는 어떠한 상업적인 합의도 없는 경

우에는, CO2 가 운영자의 직접적인 통제를 일단 떠나게 되면 운영자는 결과적으로 법에 의해 CO2 의 '기

탁자'45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46 하지만 사업운영자가 운송인과 저장 운영자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 

합리적인 주의를 하고, 더 이상 CO2 를 통제하지 않게 되면, 차후에 저장 부지로부터 누출이 발생할 경우

에 기탁자는 운영자를 어떠한 민사 책임에도 노출시키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수탁자는 기탁자의 대리

인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이다47. 이와 같이 불법침해와 근린방해에서 민사 책임 원칙의 본질은 소유권

에 있지 않고 통제 및 점유에 달려있다. 

 

일단 CO2 를 지하에 저장하게 되면서, 법원은 이 물질이 법적으로 동산인지 아니면 정착물이 되어 본질

적으로 토지에 병합되게 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원칙을 제정하였다. 그 다음에는 동산의 이

전 소유권이 자동으로 말소되고, 누구든지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부여된다. 동산과 정착물의 구분은 언제

나 명확하지는 아니하며, 초기의 접근 방식은 토지에 대한 물리적인 부착 정도를 살폈다. 즉 이러한 부착

을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없을수록 물질은 정착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다. 

 

Holland 대 Hodgson 사건48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문제의 물건이 자체 중량에 의해 더 이상 토지에 고

정되어있지 않다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단순한 동산으로서 간주될 것'이다. 더욱 최근의 접근방식은 부착

의 목적 또는 목표를 더 강조하고 있다49. 이러한 맥락에서, CCS 저장의 목표는 영구적인 격납이기 때문

에 일단 저장이 되고 나면 정착물로서 취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50, 

 

'어느 정도 토지에 고정된 동산이 정착물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시험은 그것이 영구적으로 아니면 
무기한 또는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위치에 남아있게 할 의도로 고정하였는지, 아니면 어떤 일시적인 목
적으로 그 위치에 남아있게 할 의도로 고정하였는지의 여부이다. 전자의 경우에 그것은 정착물이
다...'51  

 

아래의 책임의 이전 절에서 주목한 바와 같이, 일부 법률은 이전할 때에 CO2 의 소유권을 국가에 부여한

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소유권은 민사 책임의 근거가 아니며 '충분한 주의'의 결과로서 이러한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52. 책임의 이전이 발생할 때까지, 물권법의 이 원칙의 작용에 의해 CO2 의 소유자

가 될 수 있는 토지 소유자는 저장 사업운영자가 별도 법인인 경우, 이들과 면책 계약에 합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연안 저장에 대한 영국 왕립자산관리공사의 CO2 주 임대 내의 면책조항을 참조한다.53. 

  

                                            
45 TRM Copy Centres의 Hope경의 발언에 따르면, (UK Ltd v Lanwell Services Ltd [2009] UKHL 35 bailment(임치)는 합의된 점유

기간이 만료되면 점유를 제공한 자에게 재화를 반환하거나 그의 지시대로 처리해야 하는 조건 하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

화의 소유를 이전하는 모든 상황을 포함한다.  
46 임치의 개념에 대한 최근의 분석과 비평을 보고자 한다면 G McBain (2008) ‘Modernising and Codifying the law of bailment’ 

Journal of Business Law의 1, 1 - 63을 참조 
47 Smith v Bailey [1891] 2 QB 403, Samson v Aitchison [1912] AC 844 
48 (1872) LR 7 CP 328 per Blackburn J at 335 
49 예를 들면 Palumberi v Palumberi (1986) NSW Conv R 55-287를 참조 
50 EOR 운영의 맥락에서 CO2가 재순환되고 있는 곳에서는 이러한 입장이 달라질 것이다. 
51 Australian Provincial Assuruance Ltd v Coroneo (1939) 38 SR (NSW) 700, 712-713페이지의 Jordan CJ의 발언 참조 
52 N. Bankes (2013) ‘The Developing Regime for the Regulation of Carbon captureProjects in Canada’ in Barton et al, Carbon 

Capture and Storage: Designing the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for New Zealand University of Waikato. 
53 Clause 5.3 Crown Estate CO2 Storage Master Lease 

http://www.thecrownestate.co.uk/media/5291/C02%20storage%20master%20lease.pdf (2014년 7월 24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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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책임으로 인한 특별한 문제 
 
이 절에서는 규제된 CCS 저장부지로부터의 잠재적인 누출에 대한 민사 책임 원칙의 적용을 고려하는 데
에 관련될 수 있는 특별한 문제들을 조명한다. 
 

 
 
경제적 손실 
 
CCS 저장부지로부터의 누출에 관한 민사소송 내의 청구인들은 어떤 물리적 침해, 재산에 대한 손상, 또
는 신체적 상해를 입었을 수 있다. 재산가치의 하락 또는 사업의 일실 등, 해당 손해로부터 직접 야기된 
여하한 경제적 손실도 청구에 포함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이들 또한 누출에 의해 간접적으로 경제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인접 유정 또
는 저장부지에 대한 손상은 그 부지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제 3 자의 사업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룬 모든 관할권 내의 법원은 청구인들이 주의 의무 및 특별한 관계에 관한 개념을 사용하
여 꽤 잘 규정한 여러 가지 범주(과실에 의한 허위표시, 결함이 있는 제품 및 건물, 제한된 상황 내의 정
부 당국)에 대하여 순수한 경제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실에 대한 청구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
다. 순수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청구를 허용하는 판례의 범주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이러한 판례가 여러 
관할권에서 관찰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전적으로 순수한 경제적 손실만 관
련된 경우의 소송 유형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시키는 데에 개방형 소송의 가능성, 인과관계의 어려움 및 
예측 불가능한 책임의 형성은 사용되었다. 또한 상업 세계에서는 계약 관계가 경제적 손실에 대한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상황을 가장 잘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 
 
저장부지로부터의 누출에 관한 청구에 가장 연관성이 클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경제적 손실은 제 3 자에 
대한 물리적 손해의 결과로 청구인에게 일어난 경제적 손실을 말하는 '상관 관계가 있는 경제적 손실'이
다. 영국 법원은 Spartan Steel and Co 대 Martin 의 사건54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이러한 청구를 허
용하기를 꺼리고 있다. 호주 법원은 좀 더 유연성을 보여주었는데, 대법원은 Caltex Oil (Australia) Pty v 
Drede Willemstad 사건55에서 피고의 과실에 의해 손상을 입은 제 3 자 소유의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는 회
사가 제기한 청구를 받아들였다. 핵심적인 판결 이유는 청구인이 그 환경에서 손해를 입을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자의 부류에 속하였다는 이유였다. 이와 비슷하게, 캐나다 대법원은 Canadian National 
Railway v Norsk Pacific Steamship 소송56에서 판례를 검토하였고 피고의 선박에 의해 손상을 입은 제 3
자 소유의 철도 교각의 사용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선로 변경 비용)에 대한 청구를 허가할 태세가 되어있
었다. 여기에 적용한 핵심 개념은, 물리적 손상에 의해 재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청구인의 수를 제
한하고 그럼으로써 봇물이 터진듯한 논쟁 가능성을 피할 수 있는 근접성 개념이다. 이 사건의 경우 중요
한 것은 청구인의 철교의 소유자와의 계약이 철교보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선로 변경비용에 대한 의 배
상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규정은 민감한 상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협상되
는 규정이며, 반대 의견을 가진 판사들이 이러한 보장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결정했어야 한다고 논쟁
하였다. 
 
이러한 원칙을 CCS 누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더욱 어렵고 이는 영향을 받은 잠재적 이해관계의 특
성 및, 이의 예견 가능하거나 알 수 있는 정도에 달려있다. 여타 저장 사업운영자와 인접한 CCS 운영자
는 또는 근접한 석유 및 가스정 운영자들은 모델링을 통하여 누출에 의해 유발된 압력에 의한 물리적 손
상의 위험을 고려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운영자들과 경제적 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이들에게 의
존하고 있는 제 3 자가 법원이 최근의 사건에서 사용한 개념에 근접할 수 있는 정도는 법원의 사실 판단
에 크게 달려있다. 

                                            
54 [1973] 1 QB 27 
55 [1976] 136 CLR 529 
56 (1991) 91 DLR (4th)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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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권한 및 허가 변호 
 
가. 법정 권한 
 
CCS 가 규제된 행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에, 잠재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규제 체제간의 관계는 현
재 활발히 논의되는 문제이다. 과실에 따른 청구에서 허가의 준수와 미 준수는 어느 쪽이든 결정적인 증
거가 아니 기는 해도 보통은 매우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취급하며 많은 부분이 문제의 규제 시스템의 세
부사항과 그 범위에 달려있다. 법원은 근린방해 청구에서, 어떤 일이 될 수 있게 명시적인 권한을 부여하
는 법령(단순한 허가가 아닌)은 과실이 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불가피하게 뒤따르는 여하한 근린
방해에 대해서도 면책을 부여하기를 수용하였다. 이는 어떤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결정하
기 위한 해당 법률의 해석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영국 상원에서 정유소의 건설 권한을 부여하는 의회
의 사법률(Private Act)이 그 운영으로 인한 근린방해에 있어서 소송의 면책을 허여한 것을 감안하였던 
Allen 대 Gulf Oil Refinery 사건57 을 참조한다. 호주에서도 유사한 원칙을 적용한다. 이에 대한 사례로서 
Kempsey Shire Council 대 Lawrence 사건 58을 참조할 수 있다. 캐나다 대법원은 Tock et al. 대 St. 
John’s Metropolitan Area Board 사건59에서의 원칙을 검토하였고 이 원칙을 폭넓게 옹호하였다60. 
 
2008 년 영국 계획법 (British Planning Act 2008)은 한걸음 더 나아가 일련의 국가적인 기반시설 프로젝
트에 대하여 법에 따른 특별 동의 절차에 따라(지하 가스저장시설과 관련된 개발을 포함하여61) '불법방해
에 대한 민사 또는 형사 소송절차에서 변호를 제공할 목적'에서 법정 권한을 허여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러한 경우에 보상은 1973 년 토지보상법(Land Compensation Act 1973)에 따라 작업에 의한 손상 영향을 
입은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만 제한된다. 
 
법정 권한의 원칙은 근린방해 법의 맥락에서 전개되어왔지만 불법침해에 관한 행위에 적용할 지의 여부
는 명확하지 않다. 불법침해 사례에서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일, 예를 들어 피고가 토지에 진입하기 
위한 허가를 받았거나, 법률이 해당 부동산에 진입할 권리를 허여한 경우는 좋은 변호이지만, CCS 저장
은 피고가 특정 지역에 CO2 를 저장할 허가 또는 동의를 받았지만, CO2 를 다른 사람의 토지로 누출하도
록 허가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약간 다른 시나리오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들을 여기에서도 적
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나. 허가 변호 
 
허가에 관해서는, 법원은 민사책임과 규제에 관한 통제가 별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일반적으로 
허가의 준수 자체만으로는 근린방해 청구에 대한 변호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판결한다. 최근 영국 및 웨
일즈의 항소법원은 현대 폐기물 규정이 매우 치밀함에 따라서 이제는 허가의 준수가 매립지로부터의 오
염에서 발생한 근린방해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변호가 될 수 있다고 판결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의 준수는 판결과는 관련이 없다는 단순화된 접근방식은 당대의 규제 받는 산업
의 맥락에서는 유지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62. 민사책임에 대한 허가 준수의 관계는 다른 관할권들에서는 
상당히 다르거나, 법률에서 더욱 분명하게 규정될 수도 있다. 벨기에 법은 환경 허가의 준수는 제 3 자 책
임(에 대해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63. 이와 반대로 독일 법에서는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위험 시설물'에 관해서는 어떠한 법원 금지 명령도 내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64. 
 

                                            
57 [1981] AC AC 1001 
58 (1996) Aust Tort Reports 81-375 
59 (1989), 64 D.L.R. (4th) 620 
60 비록 최소 한 명 이상의 판사가 '피할 수 없는 결과'의 시험이 면책을 제공하는데 충분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지만, '일반 대

중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공의 피할 수 없는 결과인 손해의 비용은 서비스로부터 이익을 얻은 모든 자들을 통해 동등하

게 부담될 것'이다. 
61 법 안에서 '가스'의 법적 정의는 단순히 '천연 가스를 포함한다'이지만, CCS 저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규정을 통해 CCS 시설이 이 목록에 추가될 수 있다. ' 
62 Coventry and others v Lawrence [2014] UKSC 13 (계획 법과 소음 근린방해간의 관계에 관한 판례)에서 Carnwath경은 통찰력 

있는 Lee 교수의 논평을 인용하였다. '불법행위와 규정간의 복잡한 관계 또는 단지 불법방해와 계획 허가 간의 관계에 대한 하나의 

총괄적인 해답을 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법원은 보통은 규정의 실질적인 품질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 (Nuisance 

and Regulation in the Court of Appeal [2013] JPEL 277, 284) 
63 예) 환경 허가에 관련된 Art 8 Decree of the Flemish Region of 28 June 1985을 참조 
64 § 14 Federal Law on Immissions,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 BImSchG) CO2 저장은 이 산업 범주 안에 아직 수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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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에 근거한 청구에 관해서, 청구와 관련된 규제 요건의 준수는 비록 결과는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과실이 관여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65. 예를 들어, 앨버타의 법은 CCS 저장 
시설 면허 신청자는 CCS 프로젝트가 기존 또는 장래의 석유 및 가스 생산 또는 기존 가스 저장 시설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66 이러한 종류의 분석에 비추어 발급
한 면허는 저장 사업운영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석유 및 가스 사업운영자가 제기한 과실에 
관한 청구에 대한 강력한 변호가 될 것이다. 

 

 

 
 

법원 명령 

CCS 저장소의 누출에 관련된 민사 책임 청구는 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재정적 보상에 대한 청구를 해

결하기 위함이다. 단 한번의 사고보다는 지속적으로 잠재적인 손해가 있는 사건에서(전형적으로 근린방해 

사건), 청구인은 위해 활동이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대개는 법원의 중지 명령을 요청한다. CCS 누

출에 관여된 긴 시간과 거리를 고려할 때에, 더 이상의 저장 활동을 금지하는 일이 불만이 제기된 지역 

내에서 더 이상의 누출을 필연적으로 방지하도록 만든다고 예측하기는 힘들 수도 있지만, 여전히 구제수

단을 모색할 수는 있다. 법원은 금지명령의 허여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지니고 있다. 

 

금지명령 대신에 미래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권한도 있지만, 영국 법원은 최근까지 손해가 

극히 경미하지 않는 한 근린방해 사건에서 이를 실시하는 것을 꺼려왔다. 이러한 입장은 주로 피고에게 

오염시킬 권리를 매수할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채택되었다. 지속적인 근린방해 사

건에서의 금지명령은 가끔 피고에게 피고의 사건을 해결할 기회를 주는 것을 중단시켰지만, 권리로서 널

리 허여되었다. 하지만, 대법원 67 은 2014 년에 빅토리아 시대의 판례법에 규정된 맹목적인 원칙(소위, 

shelfer principle)을 따르기를 거부하였고, 장래에 더욱 유연한 접근방식이 채택되어야 하며, 법원이 법원

의 재량권을 어떻게 행사할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관련된 활동에서의 공익이 적절한 요소가 되어야 한

다고 명시하였다. 규제 조건을 준수하여 운영되며, 기후변화의 완화라는 공익 기능을 분명히 수행하는 

CCS 저장부지의 지속적인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는 금지명령 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적다. 미국에서는 

공익에 대한 운영의 효용은 금지명령 대신에 손해배상을 부여할지를 결정하는 더욱 강력한 요인이 될 것

으로 보인다68. 캐나다 법원은 비록 영국대법원이 시사한 원칙의 전체적 재평가를 아직 승인하지는 않았

지만, 때로는 고려 중인 운영이 일반 공동체 대해 가치가 있는 경우에 금지명령을 거부할 준비가 되었다

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법률은 특정한 종류의 운영에 대한 금지명령 이용 가능성을 제한할 

수도 있다.69 호주 법원은 일반적으로 셸퍼 원칙(Shelfer principle)을 따랐다(Munroe 대 Southern Dairies 

[1955] VLR 332 판례 참조). 뉴질랜드에서도 유사한 접근방식에 채택되었다 (영국 대법원이 535 페이지

에서 인용한 Hardie Boys J 의 판결70 참조), 

 

'본건이 원고의 사적인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하기 위한 항소라면, 나는 당국이 나에게 이를 듣지 말라
고 유구한데 대하여 유감입니다'. 

 

금지명령은 분명히 사업운영자에게 정도가 심한 구제방식이며 몇몇 관할권의 법률은 규제 체계에 따라 

사업운영을 허가한 경우에는 금지명령을 요청할 권리를 제한하였다. CCS 의 맥락에서 예를 들면, 앨버타

의 석유 및 가스 보존법(Oil and Gas Conservation Act)의 40 절은 법에 따라 승인된 이산화탄소 저장 체

제에 따라 시행하도록 요구된 행위에 관해서는 어떠한 금지명령도 허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65 영국 항소법원은 제품이 생산될 당시에는 합리적이라고 간주되어야 했던 납 성분 관련 법률적 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이유로 자동

차로부터 발생한 매연에 포함된 납의 흡입에 의한 피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납 성분을 함유한 석유의 생산자에 대하여 제기한 과

실에 대한 청구소송을 기각한 Budden et al v BP et al [1980] JPL 586 판례 참조 
66 Section 39 Oil and Gas Conservation Act 
67 Coventry and others v Lawrence [2014] UKSC 13 
68 Boomer v Atlantic Cement Co (1970) 257 NE 2d 870의 판례를 참조 
69 예를 들면 앨버타 Oil and Gas Conservation Act의 40절은 CO2 저장을 포함하여 39절에 따라 승인된 모든 계획은 법원의 중단

명령에 의해 중단되거나 제한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70 Bank of New Zealand v Greenwood [1984] 1 NZLR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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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모든 법 체계는 법률 관계와 상업적 관계에 어느 정도의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사 청구를 제기하
는데 기간 제한을 두고 있다. 관습법 체계에서 법원보다는 법률이 청구가 제기되어야 하는 확고한 시간
대를 규정하고 있지만, 청구 사실에 대한 이 시간대의 적용은 필연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법적 해석 및 
판단이 일어나게 한다. 지하 CCS 누출의 경우에는 실제 누출과 누출이 제 3 자 권리를 침해하는 사이에 
아주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어떤 종류의 손실이 발생했는지를 알아내는데 있어 실질적인 문제가 있
을 수도 있어서 공소시효는 특히 중요하다. 공소시효는 상충하는 잠재적 정책 목표, 즉 사건 발생 후 오
랜 세월이 지나기 전에는 찾아낼 수 없는 손해를 입은 제 3 자에게 공정성을 제공할 필요성과 해당 업계 
및 보험회사에게 여하한 소송도 개시하지 못하는 때가 결국은 오게 된다는 어느 정도의 확실성을 제공할 
필요성을 다루어야 한다. 
 

불법행위에서의 공소시효는 전통적으로 소송의 원인이 발생한 때부터 시작하는 기간을 기준하며, 손해를 

알아낼 수 없었다 하더라도 손해가 실제 일어난 시간이라고 규정한다. 결함이 수년 동안 분명하게 나타

나지 않는 잠복 성 질병과 결함 있는 건물 또는 제품의 경우에 이와 같은 접근방식이 가질 수 있는 불공

정성은 특정한 분야에서 개혁으로 이끌어갔고 손해를 합리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시작할 수 있게 하였다. 보통 이는 발견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이 청구를 제기하는데 걸리는 전체 공소시

효를 더 길게 설정하는 일이 따른다. 일반적 규정과 특별 예외를 조합한 다소 복잡한 이 접근방식은 영

국 및 웨일즈와 호주에서 볼 수 있다. 여러 법률 위원회가 지지하고 앨버타와 온타리오의 입법에서 보는 

더욱 현대적인 접근 방식은 손해를 발견하였거나 합리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던 때를 일반적인 시작점의 

기반으로 하며, 그리고는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의 시간은 상당히 짧은 기간 제한을 설정하고 있으며, 최

종적으로 청구 제기에 대한 전체 공소시효를 규정한다. 이 공소시효 제도에서 볼 수 있는 추가자격으로

는 청구인의 소송권리와 관련이 있는 사실이 피고에 의해 고의적으로 감추어진 경우의 공소시효 연장이 

있다71. 저장부지 내에 허가 받지 않은 물질을 처분한 저장 사업운영자도 이러한 규정에 걸릴 수 있다. 
 

영국 및 웨일즈에서 공소시효 법(Limitation Act 1980)상으로 기본 원칙은 청구인이 청구 가능성을 알았는

지의 여부와는 상관 없이 불법행위의 소송은 소송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6 년 안에 시작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특별 규정을 신체적 상해에 적용하며 삼 년이 일반적인 기간이지만, 이 기간은 소송의 원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아니면 청구인이 피해를 처음 인식한 때로부터 시작한다72. 이 법은 그 후에 과실 행위

가 발생한 날짜에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과실에 관한 청구소송에 대해 3 년의 기간을 규정하며, 그리

고는 이 기간의 시점은 청구인이 ‘관련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해당 소송을 취할 권리 양쪽 모두를 가지게 된’ 가장 이른 날짜로 하도록 개정되었다. 해당 청구의 시작

에 대해 총 십오 년의 기간이 있다. 예상되는 바와 같이, 법률은 필요한 지식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에 관해서 더욱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하고 있으며, 그 지식이 본질적으로 실제적인 지식이 아니라 '청구

인이 추구하기에 합리적인 적절한 전문가의 지원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그 상

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지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특별 규정들은 과실에 관한 청구에만 적용한다. 영국 법률 위원회는 2001 년에 이 규정을 모든 불법

행위에 적용할 것(예를 들어, 발견 가능한 때로부터 3 년 및 10 년의 장기 공소시효)을 권고하였지만73. 

정부가 2009 년에 이를 거부하였다. 이는 불법침해, 근린방해 및 Rylands v Fletcher 에서의 청구에 대해, 

불법침해 및 Rylands 대 Fletcher 의 소송에 대해 실제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그리고 불법침해에 대해 

불법침해 행위가 실제 발생한 때부터 전통적인 공소시효를 적용한다는 의미이다74. 하지만, 불법침해 및 

근린방해의 경우에 침해가 계속 발생하는 한 불법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되고, 이러한 지

속적인 불법행위 개념은 발견할 수 없는 누출에 의해 야기된 부당성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갑

작스러운 압력의 증가를 지속적인 침해라기보다는 '일회성'으로 분류하는 것도 가능하며, 만약 과실이 관

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가 6 년 안에 발견되지 않으면, 공소시효에 대한 현재 입장에 실질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71 영국 공소시효법 1980의 32절 앨버타의 출소기한법 2000의 4(1)절 빌토리아 출소기한법 1958의 27절을 참조 
72 이 법은 '이 인식의 시기'를 규정하는 세부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73 Law Commission (2001) Limitation of Actions Law Commission Report 270 HC 23 
74 호주 법률에서의 유사한 입장 - Green v Walkley (1901) 27 VLR 503.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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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에서 공소시효는 미묘한 차이가 있으며 주에 따라 기반을 두지만, 청구를 합리적으로 발견 가

능한 때에 소송권리가 개시되지만 소송 개시의 기간 및 전체적인 장기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을 

가진, 본질적으로 발견 기간 및 최종적인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규정을 도입하는 경향이 있다. 앨버타에

서 1999 년에 도입한 공소시효 법은 청구에 대해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때로부터 2 년 안에 청구를 제

기하도록 하는 일반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법률을 개혁하고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이끌었다.  

상당히 엄격한 총 10 년의 공소시효를 입장에 상관없이 적용한다. 소송의 제기에 대해 일반적인 2 년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앨버타에서 2000 년 환경보호증진 법(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nhancement 

Act 2000)은 청구가 물질의 환경으로의 배출 영향을 근거로 하는 청구의 경우, 판사가 공소시효를 연장

시킬 수 있게 하였다75. 판사는 이러한 명령을 하기 전에 연장을 허여하는데 있어서 피고에 대한 잠재적

인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 오염을 증가시키던 저장활동이 1965 년에 중단되었지만 실제 오염은 1999 년

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Wainwright Equipment Rentals Ltd. 대 Imperial Oil Ltd.76 사건에서는 연장을 허용

하였다. 다른 주는 상이한 공소시효를 두고 있다. 예를 들면, 2012 년에 도입된 새로운 브런즈윅 공소시

효 법(Brunswick Limitation Act)은 발견 가능한 시점으로부터 2 년 동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체 공소

시효는 15 년이다. 

 

빅토리아주의 1968 년 공소시효 법(Limitation Act 1968)은 행위가 발생한 때로부터 6 년의 일반적인 기간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는 신체적 상해에 관한 특별 조항이 있어서, 손해가 발견된 때로부터 3 년

간의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유형의 모델은 본 보고서에서 고찰한 오염 청구 유형 또

는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까지 일반적으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표 1: 세 관할권 내에서 불법행위에 관한 소송의 공소시효 비교 

 

 
일반 규칙 예외 

청구제기의 총 공소

시효 
법원의 기각 권한 

영국 및 웨일즈 
손해가 발생한 시

점으로부터 6 년 

신체적 손상이 관

여된 과실 또는 근

린방해 및 재산의 

손상이 관여된 과

실에 관한 사건에

서는, 청구인이 손

해를 발견한 때 또

는 손해를 합리적

으로 발견 가능한 

때로부터 3 년 

재산 손상이 관여

된 과실은 총 15

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한다. 

있다. 법원이 기각

하는 것이 공평하

다고 판단하는 경

우, 신체적 손상이 

관여된 과실 또는 

근린방해에서 기각

이 가능함(1980 년 

공소시효 법 33 절 

참조) 

앨버타 

청구인이 손해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

부터 2 년 

없음 10 년 

있다. 환경으로의 

배출에 근거한 청

구에 대해 2000 년 

환경보호 및 증진

에 관한 법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nhancement Act 

2000) 에 따라 가

능하다 

빅토리아 
손해기 발생한 때

로부터 6 년 

신체적 손상이 관

여된 과실 또는 근

린방해사건에서 손

해가 처음 발견된 

때 또는 손해를 합

리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을 때로부

신체적 손상을 야

기한 과실 및 근린

방해소송은 총 12

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한다. 

신체적 손상이 관

여된 과실 또는 근

린방해 사건에서 

법원이 기각하는 

것이 공정하고 합

리적이라고 판단한 

경우(1958 년 공소

                                            
75 법 규정된 '환경'과 '물질'의 정의는 CO2 저장을 포함하기에 충분한 범위이다. 
76 2003 ABQB 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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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문제 

 

모든 책임 청구의 핵심 요소는 피고의 활동과 발생한 손해 사이의 몇 가지 인과관계를 입증할 필요성이

다. 전통적으로 법원은 문제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없었더라면 손해 또는 손실이 지속되었을 지의 여부

를 묻는 '~이 없었더라면(but for)’ 테스트를 도입하였고, 인과관계는 개연성을 형량(the balance of 

probabilities)하여 50%이상의 가능성을 함축한다고 청구인이 입증해야 한다. 저장부지로부터 누출의 경

우에는 모델링과 예측이 관여되는 과학 및 지질학 전문가의 증거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몇몇 저장부

지가 서로간에 합리적으로 근접한 거리에 위치한 경우에는, 면허 조건으로 CO2 의 출처를 결정하도록 도

와주는 소량의 가스 또는 화합물을 활용하여 각 개별 사업운영자의 CO2 에 일종의 표시를 하도록 요구하

는 합리적인 예방책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77. 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맞춤형 물질 표시는 CO2 

주입 압력이 지하 염수의 이동을 일으킴으로써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인과관계가 단지 과학적 사실을 평가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법률과 정책의 문제를 포함한다는 사

실도 똑같이 분명하다. Hoffman 경이 법률이 '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형사상의 공해에 관한 사건에

서 이를 표시한 바와 같이, ‘규칙의 목적과 범위를 알지 못하고서는 어떤 규칙에 따라 책임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인과관계 문제에 대한 상식적인 해답을 제시할 수는 없다’78. 법원은 또한 이러한 사건에서 일

반적으로 그 상황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접근성

(proximity)' '예견 가능성(foreseeable)', '소원성(remoteness)' 등의 개념을 사용하여 추가로 다양한 테스

트를 적용한다. 

 

법원은 과학적 증거가 종래의 의미로는 인과관계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사실이 부당한 결과를 

낳을 것으로 느끼는 경우에, 일반적인 규칙에서 벗어나서 상당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연이은 고용주들이 피고용인을 석면에 부주의하게 노출시켰지만, 어떤 노출이 실제로 치명적인 질

병을 일으켰는지를 결정하기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였다. 기존의 접근방법은 고용주들 중 누구도 질병을 

일으켰다고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 중 누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할 수 없었지만 영국 상원은 

독일법적 접근법을 바탕으로 각자는 고용 기간에 비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할 준비가 되었다79. 

과학적 증거가 손해와 고발한 행위 사이의 연관성을 결정적으로 확립할 수 없는 다른 사건에서, 법원은 

실제로 피고가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만들어냈다고 간주하는 경우에 입증책임을 반전시켰다. 

 

'어떤 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위험을 초래하였고, 그 위험의 영역 내에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자

가상해에 다른 원인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건전한 원칙이다'80. 
 

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진정한 입증책임의 반전을 나타내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었고, 여전히 청구인은 

피고의 행동이 손해에 기여하였다는 추론을 확립해야 했다. 예를 들면, 캐나다의 대법원은 Snell v 

Farrell81의 판례에서 ‘피고가 제시한 반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비록 긍정적이거나 과학적인 인과관계

의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과관계의 추론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 입증 

책임은 여전히 청구인에게 있다. 과실, 불법침해 및 Rylands v Fletcher 그리고 불법침해 청구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정도의 피해에 관련된 다른 조건은 피고는 관련된 행위가 이루어진 때에 합리적으로 예

측할 수 없는 종류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원칙이다. 지하 누출의 경우에 이 원칙의 적용의 적당

한 예로는 위의 5.2 절에서 논의한 Cambridge Water 의 1994 년의 판결을 참조할 수 있다. 
 

                                            
77 Quest Carbon Project를 위한 Shell의 CCS 계획을 승인하기 위한 이 2012년 결정에서, 앨버타 에너지 자원 보존 위원회는 

Shell사가 CO2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하여 인공적인 추적장치를 주입된 CO2 분자에 효과적으로 부착될 수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을 표명한 데 주목하였다. 현재 Shell은 추적자와 CO2의 혼합성의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 Shell은 기술적 

어려움은 바로 CO2와 함께 이동하면서 다양한 암석(탄산염, 규산 쇄설성 암석, 증발잔염암, 석탄 등)의 성분 및 변화하는 압력 및 

온도 조건과 반응하지 않는 추적자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위원회는 주입이 시작되기 최소 1년 전에 연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ERCB (2012) Shell Canada Limited Application for the Quest Carbon Capture and Storage Project 2012 ABERCB 

008 July 12 2012 
78 Empress Car Company v National Rivers Authority[1999] 2 AC 22 
79 Fairchild v Glenhaven Funeral Services Ltd[2003] 1 AC 32 
80 McGhee v National Coal Board [1973] I WLR 1에서 Wilberforce 경의 발언을 인용 
81 [1990] 72 DLR (4th)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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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형의 원칙을 CCS 저장부지의 지중 누출에 관련된 청구소송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예측
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의 과학 지식 상황에서, 누출 또는 염수에 대한 압력은, 정확한 경로를 알아낼 수
는 없다 하더라도, 분명히 예견 가능한 유형의 위험이다. 피고가 이러한 위험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
는 종류의 위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성공할 가능성은 적다. 반면에 CO2 가 저장 당시에는 알려져 있
지 않았던 어떤 방법 또는 예견 불가능한 방법으로 지하의 물질과 반응한다면, 소원성 문제를 적용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저장 부지를 같은 지역에서 운영하는 경우와 어느 저장소에서 누출이 일어났는지를 
말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어려울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비례 손실과 관련된 사건들은 각자의 의무를 위반한 회사가 관여되어 있고 그러므로 각 
회사가 손실의 일부분을 부담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유사한 사건은 아니
다. 복수의 피고가 해당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법원이 창의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한 캐나다 판례
인 Cook v Lewis82 등, 다른 판례들도 마찬가지로 두 피고가 과실이 있는 상황이 관여되었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어느 약품 생산자가 문제가 된 피해를 야기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제품의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하여 생산자에게 책임을 부과한 Sindell v Abbot Laboratories83 사건에서 더욱 논
란이 될 수 있는 접근방식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시 한번 모든 제조업자가 제품의 
위험성을 알았어야 하며, 적절한 경고를 하지 못하였음을 알아냈다. 다시 한 번, 어느 한 저장 부지의 누
출이 문제가 된 손해를 발생시킨 곳과 동일한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저장부지의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인 유사성이 없으며, 각 저장부지에 저장된 CO2 의 양에 따라 저장부지 모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무리한 법원 판결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전문적인 증거들이 개연성 형량을 바탕으로 누출의 근원을 
정확히 짚어낼 수 없는 경우에는, 청구가 간단히 성공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적 책임 
 
 

 
 
행정적 책임에 관련된 핵심 이슈 
 
우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사업운영자가 실제 또는 발생 가능한 환경에 대한 피해를 고려하여 대한 일종의 
구제 조치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기 위하여 공공 기관에 주어진 권한을 뜻하는 말로서 '행정적 책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보통 이러한 권한은 기관이 자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 수행 비용을 회수하
게 하는 규정을 포함할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권한은 환경법의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며 몇 가
지 유형의 환경 사고에 대해 빠른 대응 수단을 제공하도록 고안하였다. 허가 또는 동의의 위반이나 그 
밖의 환경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형사 처벌이든 행정 처벌이든 상관없이84)을 규정하기 위한 집행권한
과는 별개로 고려되어야 한다. 
 
CCS 와 관련된 행정적 책임에 관한 권한의 분석은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로, 그리고 가장 중요
한 문제는, 법률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과 누구에게 행사할지를 규정할 것이다. 몇몇 경우에 이 
권한은 면허 조건 위반과 분명하게 관련될 수도 있으며, 다른 경우에 완전히 면허와 독립적일 수 있다. 
이 맥락에서 중요한 문제는 당국이 특정 상황에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의 범위 또는 이것이 순전히 재
량권인지의 여부이다. 잠재적 위험을 근거로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도 마찬
가지로 중요하다.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은 환경적인 맥락에서는 분명히 가치가 있지만, 동시에 
이러한 권한은 위험 가능성에 대해 당국의 판단을 근거로 사업운영자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권한을 당국
에게 부여한다. 
 

                                            
82 [1951] SCR 830. 피해자는 부주의하게 행동한 두 명의 사냥꾼 중 한 명이 쏜 탄환에 맞았다. 하지만 누가 실제 탄환을 쏘았는

지를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들의 결백을 증명할 입증 책임은 피고에게 돌아갔고, 이러한 증거의 부재로 인해 두 명 모두 

책임을 지도록 선고되었다.     
83 (1980) 607 P 2d 924 
84 법은 집행기관에게 법을 위반한자를 형사법원을 통해 기소할 권한보다는 직접적으로 재정적인 처벌을 부과할 권한을 줄 수 있다. 

행정 처벌은 캐나다와 호주 환경법에서 널리 사용되고 잇다. 영국 법에서는 보통 '민사 처벌'이라고 불린다. (Regulatory 

Enforcement and Sanctions Act 2008 참조) 이것은 환경 분야에 점진적으로 도입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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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는 이는 사업운영자가 당국이 위험의 평가에서 잘못하였거나 불합리한 요구를 제시하였다거나, 관
련 법 해석을 잘못하였다고 느끼는 경우에 이러한 권한의 행사에 이의를 제기하기를 원할 때에 어떤 일
이 발생할지에 대한 문제를 일으킨다. 사업운영자는 법원 또는 다른 기관에 이의신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의신청의 이유는 무엇인가? 몇몇 시스템에서 사업운영자들은 실제로 이의신청 결정기
관이 문제 전부를 재고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의 본안 이의신청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 이유는 아마도 단지 법률적인 문제로만 제한될 수도 있다. 결국 당국이 그들의 권한을 행사했
어야 했다고 느끼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했던 경우에, 행정적 책임 권한에 대한 어떠한 권리가 비 
정부기구 등, 제삼자에게 주어졌는지의 여부를 물어 볼 필요가 있다. 
 
행정적 책임 권한은 CCS 에 관한 특별 법률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질오염에 관한 환경 법 
등의 환경 법의 범주 안에도 포함된다. 어느 주어진 상황에서든지 관여된 손해의 종류에 따라서, 조치할 
권한을 가진 여러 기관이 있을 수도 있다. 법률은 책임의 분명한 영역을 분리하여 중복을 피하려고 시도
할 수 있으며, 이미 몇몇 재판에서 그렇게 하였지만, 실제로는 가끔 관할권과 책임의 중복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올바른 통치(good governance)로서 규제노력을 최소화하고 운영자가 상충하는 요구를 
받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적 책임의 명확한 경계를 정립하고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상이한 
기관들 사이의 조정이 중요하게 된다. 정보의 조기 교환, 연락의 준비, 주도하는 당국의 지명은 중요한 
특징이 된다. 이에 대한 영국 및 웨일즈의 예는 두 기관 모두가 동일한 공장 또는 공정에 대한 규제 집
행 책임을 지고 있는 영국 환경청과 안전보건 청 사이에 체결한 양해각서이다85. 
 
다음 절에서는 각각의 세 관할권에서 CCS 에 관한 행정 책임 권한의 핵심 분야에 대해 고찰한다. 이용 
가능한 모든 권한 검토를 망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각 관할권이 위에서 조명한 행정적 책임 권한과 관
련된 몇 가지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설명하고 비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국 
 
현재의 정책은 가능한 저장부지를 연안지역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안의 사업운영에 관련된 행정
적 책임 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 CCS 법에 따른 지시 
2008 년 에너지 법(Energy Act 2008) 제 3 장에서 CO2 저장의 허가를 위한 핵심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24 절은 면허 보유자에게 지시를 내릴 권한을 가진 면허기관(십이 마일 제한의 영해를 벗어나는 저장의 
경우, 에너지 및 기후변화 국무장관)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면허 보유자가 면허규정을 준수하지 경우로 
한정한다. 이 지시는 '지시에 명시한 기간 내에 허가의 규정을 준수하는데 필요하거나 적합하다고 당국이 
판단한 조치를 수행' 하도록 면허 보유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지시를 내리기 전에 면허보유자와의 협의
가 요구된다. 당국은 면허보유자가 이 지시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지시의 요구사항을 직접 
준수하거나 다른 자가 수행하도록 지정하고, 발생한 합당한 비용을 면허보유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면
허 규정의 미 준수는 지시의 미 준수와 같이 형사상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지만 법률은 지시의 사용은 
여타 집행규정을 해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법률은 지시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이의신청도 규정하지 
않으며 권한의 사용에 대하여 의문을 가진 사업운영자는 사법적인 검토를 고려하거나, 기소될 때까지 기
다린 다음 변론을 제기할 수 있다. 
 
24 절의 지시 권한은 허가조건의 위반과는 관련이 없는 예상치 못한 누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명히 적
용할 수 없다. 2010 년 저장 규정(2010 Storage Regulations)86은 허가가 효력을 유지휘하는 동안 '현저한 
이상 또는 누출이 검출'된 경우에, 국무장관이 사업운영자와 협의한 후에 사업운영자에게 '시정 조치' 및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취하라고 지시할 수 있게 규정함으로써 이 간격을 메운다. 국무장관
은 24 절의 권한에 의해 지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자체적으로 지시의 요구사항을 직접 준수하거나 다
른 자가 수행하도록 주선하고, 발생한 관련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시정 조치'는 EU CCS Directive 에서 
인용한 용어이고 '저장 단지로부터 CO2 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기 위하여 현저한 이상을 시정하
거나 누출을 봉쇄하기 위해 취해지는 모든 조치'를 뜻한다87.  

                                            
85 http://www.hse.gov.uk/aboutus/howwework/framework/mou/ea-mou.pdf 2014년 6월 10일 접속 
86 The Storage of Carbon Dioxide (Licensing etc.) Regulations 2010 SI 2010/2221 
87 Art 3 Directive 2009/31/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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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비슷하게 '현저한 이상' 및 '누출'은 지침에도 규정되어 있다88. 하지만, 2010 년 규정89에서도 모든 
허가 조건들 중 하나가 사업운영자가 누출 또는 현저한 이상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사업운영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건이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규정 중복이 있다. 이
를 미 이행하는 경우는 허가조건의 위반이 되고, 이 경우에 규정에 따른 권한보다는 24 절의 지시 권한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에서, 규정 내의 권한은 관계기관은 누출을 알게 되었지만 사업운영자는 알
지 못한 경우에 더 적합하다. 
 
나. 왕실 재산관리공사 
 
CCS 에 대한 영국 규제체계의 독특한 특징은 연안 사업운영자가 국무장관의 저장 허가에 추가하여 해저
의 소유자인 왕실 재산관리공사로부터 저장부지를 임대를 득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무장관과 왕실 재산
관리공사는 의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실제로 조정을 실시90 하지만 모델 리스(model lease)는 잠재적
인 환경적 손실에 관해 운영자에 대한 몇 가지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임대차 법에 의해 집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임대차 계약은 사업운영자가 (가) 위원회 또는 그 밖의 개인 또는 구내에 대하여 
위험, 근린방해, 손해 또는 손상이 될 수 있거나 이를 야기하거나, (나) 오염을 일으키거나 오염에 기여할 
수 있는 행위를 수행하거나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91. 사업운영
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근린방해를 완화시키고 야기된 손상을 구제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지며, 
왕실 재산관리공사는 사업운영자가 오염의 결과로서 모든 작업 및 활동을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CO2 저감의 결과로서 왕실 재산관리공사가 제 3 자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모델 리스에 면책조항
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임대 규정들은 본질적으로 왕실 재산관리공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장기 규정이며, 실제로 
왕실 재산관리공사는 규제 요건의 집행을 주로 장관이 주도하게 할 것이다.92  
 
다. 환경책임 복구 통지 (Environmental Liability Remediation Notices) 
 
에너지법(Energy Act)상의 이 규정은 분명히 주로 추가 누출 발생을 방지하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환경에 
대하여 실제 손상을 입은 경우의 환경 복구 비용은 다루고 있지 않다. 여기에서 핵심 조항은 2009 년 환
경훼손(방지 및 복구)규정(Environmental Damage (Prevention and Remediation) Regulations 2009)93 (및 
그 후의 개정)에서 찾을 수 있고, 이 규정은 환경 책임에 대한 EU 지침(Directive 2004/35/EC)을 실행한
다. 이 지침은 해수를 다루기 위하여 2013 년에 개정하였다94 
 
이 지침은 회원국의 결정에 맡긴 민사 책임 원칙보다는 복구 및 정화 권한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지침
은 CCS 저장에 대해서도 적용되지만, 모든 유형의 환경 훼손을 다루지는 않는다. 지침에서 다루는 피해
의 범주(주로 인류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토지 오염, EU 물 관리 지침(EU Water Directive)에서 다루는 
지표수 및 지하수의 피해, 해수의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피해 및 EU 자연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생
물 종 및 서식지에 대한 피해)는 전부가 논리적이 것은 아니며 지침 합의로 이어진 치열한 정치적 논의
를 반영하였다. 규제에 관한 영국 지침(UK Guidance on the Regulations)에 따르면, 이러한 제한은 그것
이 영국 및 웨일즈의 총 환경 피해 사건의 1%정도만 포함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미이다95. 
 
2015 년에 시행될 개정 지침은 연안 CCS 활동과 관련하여, 넓은 의미의 해수의 '환경적 상태'에 대한 훼
손에도 적용된다96.  

                                            
88 '현저한 이상' 은 주입 또는 저장 운영 또는 저장 단지 자체의 상태의 모든 이상을 뜻하며, 이는 누출의 위험 또는 환경 및 건강

에 대한 위험을 나타낸다. '누출'은 저장 시설로부터 CO2의 모든 배출을 뜻한다.  
89 2, para 6 2010 Regulations 
90 Milligan B (2014) Planning for offshore CO2 storage : Law and Policy in the United Kingdom Marine Policy Vol 48 162 참조 
91 Para 3.6.2 Crown Estate Model Lease for CO2 storage : 

http://www.thecrownestate.co.uk/media/5291/C02%20storage%20master%20lease.pdf accessed July 24 2014 
92 pers. com, 2014년 7월 
93 SI 2009/153 
94 Directive 2013/30/EU. 회원국은 2015년 7월까지 이 확장 범위를 적용해야 한다. 
95 Environmental Damage (Prevention and Remediation) Regulations 2009. Guidance for England and Wales. November 2009, 

2nd update. 
96 개정된 Environmental Liability Directive안에 적용된 것과 같은 Art 3, Directive 2008/56/EC, '관련된 영역 안팎의 인간 활동에서 

야기된 결과들을 포함하여 물리적, 음향적, 화학적 조건뿐만 아니라 지문학, 지리학, 생물학, 지질학 및 기후상의 요소들과 함께 해

양 생태계를 구성하는 구조, 기능, 절차를 고려한 전체 회원국의 해수 환경'. 2014년 7월에 영국 정부는 해수에 대한 Liability 

Directive의 확대를 국내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자문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https://consult.defra.gov.uk/better-

regulations/amending-the-environmental-damage-regulations-2009/consultation accessed 4/8/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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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호 종 및 서식지에 관한 규정들은 연안에도 적용되어 대륙붕 및 에너지 재생가능 에너지 구역
(Renewable Energy Zone: 약 200 마일 정도)의 경계까지 나간 해저도 다룬다. 지금까지 영국 연안 해상
의 20 여 개에 이르는 부지를 EU 보호부지(특별 보존구역)로 지정하였다. CCS 는 지침에 따라 지정된 활
동이므로, 이 규정은 과실 또는 고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업운영자가 야기한 훼손, 아니면 잠재적인 훼
손에 적용한다.  하지만 이 지침은 회원국이 지침을 국내법으로 바꿀 때 자국의 체제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운영자 방어수단을 제공한다. 
 
연안에 관한 집행 기관은 장관이다. 사업운영자는 임박한 피해 위협이 있는 경우에 예방책을 취해야 하
며, 이미 피해를 입은 경우,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두 가지 경우 모
두 사업운영자는 당국에 알려야 한다. 중요한 것은, 집행 당국은 지침에 규정된 바와 같은 규정 범위 안
에 포함되는 환경 피해가 유발되었다고 간주하는 경우에 조치를 취할 재량권이 아닌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당국이 이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에 민간단체와 같은 제 3 자의 이의신청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단 기관이 피해 복구와 관련된 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사업운영자에게 요구하기로 결정
한 경우, 취해야 할 복구 조치를 지정하는 복구 통지를 실시해야 한다. 사업운영자가 복구 통지를 준수하
지 못하는 경우, 당국은 복구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그 비용을 회수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정확히 
복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복잡한 규정이 존재하며, 여기에는 실제 환경에 대한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다른 경우에 보상 방법에 관한 규정이 포함될 수 있다.  
 
사업운영자들은 이의신청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이의신청은 재판소 또는 법원 보다는 계획 조
사단이 판정한다. 조사단은 지방 정부 및 자치단체 부서의 독립적인 실행기관이다. 이의신청 사유는 사업
운영자의 활동이 환경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이유를 포함하여 광범위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러한 이유
는 필요한 복구 방법의 타당성을 명확 다루고 있지 않다. 새로운 기술로서의 CCS 의 맥락에서 중요할 수
도 있는 두 가지 이의신청 사유가 영국 법률 안에 존재하며, 이는 EU 지침 하에서 이용 가능한 변호를 
반영하고 있다. 첫 번째는, 소위 '최첨단' 변호로서 사업운영자는 과실 또는 부주의가 없고 배출이 이루어
졌거나 활동이 일어난 당시의 과학 및 기술적 지식 수준에서는 야기된 훼손이 환경에 대한 피해를 일으
킬 것으로는 간주되지 않았다는 것이다97. 두 번째는, 사업운영자가 과실 또는 부주의가 없으며 피해를 
일으킨 배출이 승인을 받았거나 면허를 철저히 준수한 경우의 허가 준수 변호이다. 이러한 맥락에 관련
된 허가는 규정에 수록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CCS 저장 허가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환경책임 제도의 또 하나의 특성은 상당히 독특하며, 또 다시 European Directive 의 조항을 반영하고 있
다. 피해에 의해 영향을 받았거나 '충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제 3 자는 집행 당국에게 
환경 피해 또는 이러한 피해의 임박한 위협을 통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집행당국은 이 정보를 고려하
여 제 3 자에게 당국이 취하거나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조치에 관한 결정을 통고해야 한다. 이것은 대중
소송98이 아니지만, 집행당국이 피해에 관한 정보에 대해 다툴 수 없는 한, 규정에 따라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책임이 작동하게 된다. 집행이 이러한 단계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들은 사법적 검토 방
식의 이의신청에 취약하게 될 것이다. 위의 '충분한 이해관계'라는 용어는 규정 안에 정의되지는 않았지
만, 지침은 환경보호를 촉진하고 국내법의 모든 조건을 준수하는 민간단체는 충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한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99. 
 
라. 해양 관리 
2009 년 해양 및 연안 접근법(Marine and Coastal Access Act 2009)에 따라 새로운 기관인, 해양 관리 
기구(Marine Management Organisation: 이하 MMO)는 해양 계획 및 해수에서의 특정 활동의 면허에 관
련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은 해양정책 선언 및 해양계획(Marine Policy Statements and 
Marine Plans)의 작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관련 고려사항이 다르게 명시하지 않는 한', 영국 내 모든 공
공 기관들은 해양정책선언 및 해양 계획에 의거하여 허가 또는 집행 결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
한다. MMO 는 면허를 위반하고 환경 또는 인체 건강에 위해가 있거나 있을 것 같은 경우에, 구제 통지를 
송달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 면허 권한은 CCS 및 석유 및 가스 법률에 따른 활동에는 분명하게 적용
하지 아니한다. 100 

  

                                            
97 Environmental Damage (Prevention and Remediation) Regulations 2009, 규정 19(3)(e) 
98 영향을 받는 사익을 보여줄 필요 없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구소송을 개시할 공공의 권리 또는 보편적 권리를 말함. 
99 전환된 규정에 이 조항을 포함시키지 못하게 됨으로써, 아마도 영국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강제집행행동이 개시되도록 만들 

것이다. 어쨌든 법원은 EU 지침(Directive)을 감안하여 국내 규정을 해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0 앞의 주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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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주 

 

CCS 저장에 대한 핵심적인 법률 체계는 석유 및 가스보존법(Oil and Gas Conservation Act)과 개정된 광

산 및 광물 법(Mines and Mineral Act)의 Part 9 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광산 및 광물 법은 주로 소유

권 및 사용료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고, 행정 책임을 전담하는 규정들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장관의 주입 

합의가 없는 저장은 범죄이다101. 행정 책임 권한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이 법의 Part I 은 합의와 관련된 일반 조항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조건 및 벌칙 부과와 같이 합의에 관련

된 규정을 만들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이 있지만, 이 권한은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의 측면에서 행정 책임 

조건을 명백하게 언급하지는 않는다. 

 

아래에 강조된 법률은 모두 다양한 형태의 행정 책임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시행될 수도 있는 환경 법 

분야를 모두 다루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CCS 누출 상황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상이한 법률

의 다른 조항들이 관련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며, 중복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의 여러 분야 사이에

서 실질적으로 상당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2 년에 앨버타 정부가 수행했던 탄소 포집 및 저

장 규제 체계에 관한 평가는 규제 과정의 복잡성을 인정하였다고 최종 보고서는 CCS 시스템의 효과 및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다양한 정부 부처간에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정보를 쉽

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102 

 

가. 석유 및 가스 보존법에 따른 지침 

 

이 법은 핵심적인 CCS 규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 규정에는 주입활동 면허 요건(section 11)과 앨버

타 에너지 규제국(Alberta Energy Regulator)에 의한 지층 내 물질 저장을 위한 '계획'의 승인 등이 포함

된다. 특히 이는 저장 계획이 석유 및 가스 회수를 방해할 경우에는 이러한 계획은 승인될 수 없음을 명

백히 규정하고 있다(section 39(1.1)). 

 

section 100 은 시설을 운영하면서 규제국의 명령, 지침 또는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 요건을 준

수하기 위하여 '규제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일은 무엇이든' 수행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권한을 부여

하는 보편적 권한을 규제국에게 부여하였다. 이와 관련된 비용은 규제국이 허가보유자들에게 할당할 수

도 있으며103, 민사상 채무로서 회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비용의 부과에 대항하는 특정한 명시적인 행정

심판 절차는 존재하지 않으며, 규제국에 부여된 재량권이 극히 넓어서 비용이 부과된 자가 이처럼 하기

는 쉽지 않지만, 이러한 규제국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규제국의 민사 청구소송에 대항해야

만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타당한' 비용에 대한 언급이 없다. 

 

분명히 석유유출 및 유사한 사고를 염두에 두고 초안을 작성하였지만, CO2 누출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출 관련 권한이 있다. section 41 은 유출이 있는 경우에 폭넓은 권한을 제공하여 주며, 이는 저장

부지로부터의 누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시설이나 정(井) 또는 정(井)이 들어가는 지층으로부터의 

석유, 가스, 물 또는 그 밖의 물질의 흐름 또는 누출을 예방하거나 통제하지 않으면’, 규제국은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규제국이 정한 누구에게나 관여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매우 폭넓은 권한이 제공된다104.  또한 section 104 는 시설로부터 '유출'된 물질

에 관련된 권한을 포함하고 있으며, section 104 는 누출된 물질을 격리하고 정화하고 더 이상의 유출을 

막으며 '환경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작업을 실시하는 단계를 수행하도록 허가보유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제국에게 부여한다. 또한 규제국은 물질이 유출된 지역에 들어가 정화 및 격리 

작업을 수행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 게다가 규제국은 이를 위한 비용을 누가 지불할 지를 지시하는 폭넓

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section 105 는 규제국이 시설을 통제할 수 있고, 물질의 흐름 또는 유출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규제국의 명령 집행에 관한 추가 권한을 제공한다.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석유 및 가스 보존법(Oil and Gas Conservation Act)상으로, 법의 특정 규정

에 따른 규제국의 행정적 처벌의 부과 및 규제국이 내린 명시된 명령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101 117절은  s63(1)에 따라 범죄가 성립된다. 
102 Carbon Capture and Storage Summary Report of the Regulatory Framework Assessment Government of Alberta 2012, 10.2절 

참조 
103 승인 보유자 및 사업권 소유자(참여자) 포함 
104 Oil and Conservation Act, s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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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였다.105 하지만, 위에 설명된 section 41, 104, 105 에는 규제국의 결정에 관련된 행정심판 권리는 

보이지 않는다. 

 

나. 환경보호 및 증진 법에 따른 환경 보호 명령 

 

이 법률은 환경의 피해 위협을 받거나 야기된 경우와 CCS 저장소에서 누출이 발생한 후에 작용할 수 있

는 행정 책임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아래 절에서 논의한 수자원 법(Water Act)에서처럼, 

많은 규정이 발생할 수도 있는 대부분의 시나리오를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그 범위가 충분히 폭넓은 것으

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CCS 를 염두에 두고 작성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모든 승인, 작업

규약, 규정에서 정해진 것을 초과하여 고의적으로 정해진 양, 농도, 수준 및 배출 속도 이상으로 물질을 

배출하거나 배출을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반적 금지사항이 존재한다(section 108). 이러한 승인, 작

업규약, 또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수도 있는 배출을 일반적으로 금지한다

(section 109). 일단 배출을 인지하는 경우, 이 물질을 통제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관계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물질을 수리하고, 복구하며,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환경을 관

리자가 만족할만한 상태로 회복시킬 의무가 있다.  

 

관리자는 물질의 배출106이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거나 야기한 경우에, 의무가 아니지만, 책임이 있는 자

에게 환경보호 명령을 송달할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권한은 배출 및 해로운 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경

우에 예방적인 측면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은 운영자가 배출을 예방하고, 환경에 대한 물질

의 영향을 최소화하며, 복구를 수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section 113). 

 

배출이 분명히 승인되었거나 허가, 작업규약 또는 규정을 준수한 경우에는 환경보호 명령을 내릴 수 없

다는 점에서 허가 변호의 자격이 있는 유형이 존재한다. 관리자가 배출 승인이나 작업규약 및 규정을 제

정하는 시점에서 부작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 경우, 이러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CCS 누출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즉 특정 부지에서의 

CO2 저장이 포함되는 반면에, 누출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 법의 Part 6 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법은 사업운영자를 에너지 규제국의 허가 또는 면

허 보유자나 정(井) 의 사업 참여자로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백히 언급하고 있다. section 141 은 사업운영

자가 영향을 받은 토지의 매립 또는 보존에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특정한 관련 토

지로부터 물질이 유출되도록 야기하거나 허용한 사실을 충족한 경우에, 조사자에게 환경 보호 명령을 내

릴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이 법은 집행명령과 관련된 일반적인 권한을 포함하고 있으며, 어떤 자가 이 명령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

우 관리자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여하한 조치 도 취할 수 있다. 또한 관리자는 명령이 송달된 

자로부터 이 비용을 회수할 수도 있다 (section 245). 이 법은 환경보호 명령의 송달에 적용될 행정심판

에 관련된 일반 조항을 포함한다. 이의신청은 전문화된 환경심판 위원회(Environmental Appeals Board)

의 심리를 받으며, 법률은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 민간단체와 같은 제 3 자 

당사자는 이의신청에 참여할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위원회는 진술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한 자의 진술을 청취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section 95(6)). 

 

다. 수자원 법(Water Act) 

 

CCS 저장소 누출이 염수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은 지하수 및 지하의 대수층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이

러한 누출은 수자원 법(Water Act)의 행정책임과 관련된 규정이 작용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이 법

은 그 중에서도 수생환경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수도 있거나, 영향을 줄 수 있게 될지도 모르는 모

든 토지, 물, 수역에서 수행되는 '활동'에 적용된다(section 1(1)). 

 

이 법에는 환경 보호 및 증진 법(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nhancement Act)의 환경 보호 명령과 

유사한 권한이 규정되어 있다. 조사자 또는 관리자는 다양한 활동에 관련된 물 관리 명령을 교부할 수 

                                            
105 Alberta Energy Regulator Rule of Practice Alberta Regulation 99/2013, Responsible Energy Development Act General 

Regulation Alberta Regulation 90/2013 참조 
106 '배출'이라는 용어에는 폭넓은 정의가 주어지며 누출 및 침출을 포함한다.- section 1(h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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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는 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 또는 조사자 또는 관리자가 환경, 인체 건강, 재산, 또는 공공의 안

녕에 부작용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수 있다고 간주한 경우의 명령도 포함된다(section 97). 명령은 책임 

있는 자에게 영향을 받은 지역의 복구를 포함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107. 관리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발생한 비용을 명령

이 송달된 자에게서 회수하는데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여하한 조치든지 취할 수 있다(section 103). 관리

자가 법에 따라 교부한 면허 위반을 포함하여 법 위반이 있었다고 간주한 경우에 발부할 수 있는, 집행 

명령 병행 체제가 있다. 행정 책임 규정과 동일하게 행정 처벌 또는 형사상 제재를 부과하는 권한은 차

이가 있고, 위반을 복구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을 규정하기 위해 고안하였다. 명

령은 수생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영향을 받은 지역을 복원하고 복구하기 위한 요건을 포함할 

수 있다(section 136). 관리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요건을 준수하고 명령이 송달된 자에게서 

관련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4 

법 Part 9 는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환경보호 명령 및 집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환경심판 위원회에 할 수 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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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 주 

 

행정 책임의 빅토리아 모델은 앞에서 특징을 설명한 영국, 웨일즈 및 앨버타의 법적인 및 규제 모델과 

몇 가지 유사점을 공유한다. 육상 및 해상 지중 저장에 관한 법은 주 내의 수자원 및 환경보호를 규율 

하는 더 광범위한 체제와 함께 공공 당국자가 사업운영자에게 공해 또는 환경 피해를 예방 또는 

복구하는 활동을 수행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을 포함한다.  

 

가.2008년 온실가스 지중저장 법(the Greenhouse Gas Geological Sequestration Act 2008)에 따른 통지  

 

두 가지 법 108 이 육상 및 주의 영해에서 CCS 활동 규제에 대한 체제를 규정하고 그럼으로써 CCS 

특별법상 지침의 범위를 숙고하는 출발점을 제공한다. 행정 책임에 관한 본 연구의 목적상 이 절에서는 

규제 지역 내에서 육상 법에 따라 제정한 체제에 집중하며, 이는 CO2 조사, 주입 및 저장 권리의 허가, 

면허 및 규제에 관한 세부적인 체계를 규정한다.  

 

법은 장관에게 사업운영자의 활동에 개입하여 조치 과정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몇 가지 규정을 포함한다. 개선 통지는 법률 및 허가의 준수와 연계되며 장관은 사업운영자(‘허가 

보유자’)가 법 109  의 특정 측면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믿는 경우, 해당 

통지를 교부할 수 있고 ‘허가 보유자가 위반, 미 준수의 지속이나 재발을 중단하기 위해 명시한 기간 

내에 특정한 조치를 취하기를’ 요구할 수 있다 110 . 미 준수는 벌금과 명시한 ‘벌금 단위’ 111  의 지불에 

의해 제재하지만 허가 보유자가 허가에 제시한 조건을 위반하지 않았거나, 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거나, 아니면 보유자가 통지를 준수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하는 일은 허가 

보유자의 변호이다.  

 

법률은 법 section 273(2)에 명시한 조건에 따라 이십팔일 내에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 

보유자에게 빅토리아 주 민사행정 재판소 (VCAT) 112  가 재 심리한 통지의 교부에 대한 장관의 결정을 

가질 권리를 부여한다. 재 심리 신청은 법원의 결정 또는 신청의 철회 때까지 통지를 연기하는 효과를 

지닌다113. 

 

                                            
107 관리자보다는 조사자가 명령을 교부하는 경우, 내용이 더 제한되고 복원 요구를 포함할 수 없다 (section 99(2)). 
108 Greenhouse Gas Geological Sequestration Act 2008; Offshore Petroleum and Greenhouse Gas Storage Act 2010. 
109 Section 270 (1) (a)–(d) 
110 Section 270(2) 
111 이 단위는 개별 금전으로 환산되며 매년 r the Monetary Units Act 2004에 따라 빅토리아에서 관보에 고시한다. 
112 The Victorian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Amendment Bill 2014는 법정 시스템의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 설계되었고 그 

중에서도 법원이 소송절차 중에 언제든지 원 판결을 내린 사람을 불러 판결을 재고하게 한다. 
113 Section 271(3)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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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활동 또는 사건이 인체 부상, 심각한 재산 손상 또는 중대한 

환경 피해의 ‘당면한 위험’114 을 만든다고 확신하는 경우, 금지 통지를 교부할 수 있다. 이 통지는 허가 

보유자가 허가 지역에서 추가 모니터링이나 저장 활동, 관련 활동 또는 ‘특별 행위’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115 . 이 통지는 장관이 해당 통지에 담긴 모든 지침을 준수하였거나 지정한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증명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장관은 ‘위험을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취해야 할 

대책에 관한 지침’과 금지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통지의 일부로 포함할 수 있다.  

 

금지 통지의 미 준수도 벌금으로 제재하지만 법률 또는 허가 준수와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선 

통지에서처럼 준수 변호는 없다. 하지만 모든 합리적 조치를 취했다는 변호는 이용 가능하다 허가 

보유자는 상황의 심각성이 주어진 경우에 VCAT에서의 재 심리 권리도 보유하며 재 심리 신청은 통지의 

효력을 의심하지 않는다.   

 

장관은 허가 보유자가 개선 통지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허가 보유자가 했어야 할 여하한 일도’116 할 수 

있다. 통지의 요건을 충족하는데 장관에게 발생한 비용은 ‘해당자가 주에 갚아야 할 부채’로 간주한다. 

이상하게도, 금지 통지의 미 준수에 개입하고 수행할 동일한 권한은 없다. 법률은 환경보호국 (EPA)에게 

주입 정(井)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증에 관한 특정 집행 책임을 부여하였고 그 결과, EPA에게 개선 및 

금지 통지를 송달할 분명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117 . 이는 위 모델을 따라 허가 보유자가 승인이 된 

모니터링 및 검증 계획을 따르지 않는다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EPA가 개선 통지를 송달하도록 허용한다. 

이와 유사하게 EPA가 계획 미 준수가 인체 부상, 심각한 재산 손상 또는 현저한 환경 피해의 원인이라고 

간주하는 경우, 금지 통지를 송달할 수 있다. 제재, 변호 및 재 심리 권리는 장관이 송달한 개선 및 금지 

통지와 동일하다.  

 

법은 사업운영자가 허가에 따라 허용한 활동에 사용한 토지를 복원하도록 요구한다. 법 Section 220 은 

주입 활동을 수행할 의사가 있는 허가 보유자가 그에 따라 장관이 승인한 복원 보증도 보유하기를 

요구한다. 보증의 목적은 ‘온실가스 저장 운영의 결과로 필요한 작업, 정화 작업 또는 오염방지 작업에 

대한 특정 금액의 지급 보증’을 하는데 있다.  

 

사업운영자가 부지를 복원하지 못하고, 추가 복원작업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토지 소유자가 이를 원하는 

경우, 장관은 토지를 복원하기 위해 ‘필요한 여하한 일’도 할 수 있다 118 . 이 조치에 대해 유일한 

필요조건은 장관이 먼저 허가 보유자에게 필요한 복원 작업 수행을 요구하고 허가 보유자가 합리적인 

기간 안에 복원 작업 수행을 하지 못하는 일이다. 장관이 이 Section 220에 따라 어떤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이 활동에 발생한 비용을 복원 보증에서 회수할 수 있다. 장관은 비용을 보증에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비용을 ‘왕실에 갚아야 할 부채’로 회수할 수 있다.  

 

‘심각한 상황’의 경우에 지침을 교부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도 법 section 182에 따라 장관에게 

제공한다. ‘심각한 상황’은 법 section 6상으로도 이와 유사하게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고 누출, 누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주입 물질이 설계한 대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의 시나리오를 포함한다. 이 

사례에서 장관은 허가 보유자에게 주입한 CO2를 지시된 방법에 따라 확실하게 주입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일부터 ‘지침에 명시한 조치’ 모두를 취하는 일까지 section 182에 제시한 광범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section 182에 따른 장관의 지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법 

위반이고 법에 따라 벌금으로 제재한다. section 182에 따른 권한 행사에 관해서는 이의신청 또는 재 

심리권리가 없다고 보여지며 법적 이의제기는 아마도 장관이 완전히 부당한 행위를 하였거나 법을 잘못 

해석하였다는 사유로 사법 심사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이다 

  

                                            
114 Section 273 (1) 
115 Section 271(2) 
116 Section 275 
117 Sections 270A 및 271A에 sections 312 및 313삽입. 
118 Section 222(1) 



34  법적 책임과 탄소 포집 및 저장 

 

 

나. 1970년 환경보호 법(the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70)상의 통지 

 

이법은 빅토리아 주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법률 체계를 정립하며 몇 가지 환경 보호 원칙에 

근거를 둔다. 법의 범위는 광범위하고 주 내의 수질 및 대기 오염 방지, 소음 공해 및 폐기물 관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법은 주의 환경보호국 (EPA)을 설립하고 그 당국에 법 및 법의 후속 규정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제시한다.   

 

EPA는 법section 31A 에 따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을 제안하는 절차 또는 활동, 아니면 토지의 사용 

또는 사용 제안’에 관해서 이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오염, 환경 위해(危害), 소음 배출, 아니면 명령, 규제 

기준 또는 명령 위반을 야기했거나 야기할 것 같다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  ‘오염 경감 통지’를 교부할 

수 있다. 통지는 사업운영자가 자신의 활동을 중지하거나 수정하고, 추가 정보를 제공하며, 명시한 

대책을 취하고, 명시한 대책을 준수하며, 아니면 감시 장비를 제공하거나 감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19 . 오염 경감 통지는 ‘일반’이라 표시할 수 있고 ‘특정 시기, 장소 또는 상황’에 한정할 수도 

있으며 제안된 요구사항의 준수 시기를 명시할 수도 있다. EPA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 ‘수정 

통지’를 교부하여 통지를 수정하거나 철회 및 명시한 준수 기간의 연장도 할 수 있다.  

 

section 31A 에 따라 교부한 통지는 이를 송달한 후 삼십일 내에 효력을 발생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하거나 그 조건을 위반하는 것은 법에 따라 기소해야 하는 범죄이다. 벌금 단위 형태의 법정 처벌은 

죄를 범한 경우에 납부해야 한다. 이 section 에 따른 통지의 수취인은 EPA의 복구 통지 재검토 

정책’ 120 에 따라 EPA가 통지를 재검토하게 할 기회를 이용할 수 있다.  재검토 신청은 원래 통지의 

교부일로부터 칠일 내에 EPA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법 Section 35(1)는 section 31A 에 따라 교부한 

‘오염 경감 통지 또는 수정 통지에 의해 권리에 영향을 받은 자’에게 외부 재검토 권리도 제공한다. 

재검토는 VCAT에서 심리하며, 여기에서 통지를 적절히 확인, 취소 또는 수정한다.  

 

‘긴급 조치’가 필요하고 EPA가 section 31A에 제시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한 상황이 존재하지만, 

오염 경감 통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비용이 $50,00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EPA는 section 31B에 

따라 ‘경미한 오염 경감 작업 통지’의 교부를 결정할 수 있다. ‘토지 점유자 또는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통지는 오염 경감 통지에 따른 모든 활동, 아니면 통지에 명시한 

추가활동을 요구할 수 있다. 오염 경감 통지에 적용 가능한 유사 규정을 경미한 작업 통지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당국은 해당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 통지의 준수 기간을 명시하고, 통지의 요구사항을 수정 

또는 철회하며, 명시한 준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section 에 따라 교부한 통지는 즉시 발효하고 그 조건의 미 준수는 법에 따른 범죄이고 죄를 범한 

경우, 법정 처벌이 적용된다. EPA의 통지 교부 또는 수정 결정에 대해 VCAT 에 이의신청을 할 권리는 

없지만 통지일로부터 60일 내에 최고 법원이 재 심리 할 수 있다121. 

 

EPA는 법에 따라 정화 및 지속적인 관리에 관한 추가 행정상의 권한을 이용 가능하다. EPA는 section 

62A에 따라 ‘통지에 명시한 정화 및 지속적인 관리 대책을 취하기를’ 지시하는 통지를 교부할 수 있다. 

통지는 부지 점유자, 현재 오염을 야기하거나 과거에 오염을 야기했던 자는 물론, ‘산업 폐기물 또는 

잠재적인 유해 물질을 유기 또는 투기한 것으로 보이는 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EPA는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건, 요구사항, 제한, 이행 기준 또는 수준’을 명시할 수 있고 통지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EPA의 부수 정책 지침서는 통지의 목적이 ‘폐기물의 제거, 정화 활동 수행, 오염의 지속적인 관리 

등등을 통하여 추가 오염 및 수익적 사용에 대한 영향을 방지’하는데 있다고 제안한다.  

 

통지상 요구조건의 미 준수는 기소해야 하는 범죄이고, 벌금 단위 형태로 지불해야 할 법정 처벌을 

적용한다. 정화 통지 교부에 관한 결정은 EPA의 복구 통지 재검토 정책’에 따라 EPA가 내부적으로 재 

                                            
119 Section 31A (2)(a)-(g) 
120 Remedial Notice Review Policy, Publication No.1531, Environment Protection Authority Victoria, August 2013. 
121 Remedial Notices Policy, Publication No.1418.2, Environment Protection Authority Victoria, Augus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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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할 수 있다. 재검토 신청은 원래 통지의 교부일로부터 칠일 내에 EPA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운영자에게는 EPA의 통지 교부 권한과 통지에 포함된 요구사항의 적정성의 재 심리를 구하기 위해 

최고법원에 대한 이의제기 권리도 제공한다.  

 

법 Section 62 는 EPA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에 저장부지의 정화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이 정화 

규정에 관한 EPA의 자체 정책 지침122 은 이 권한을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을 알 수 없거나, 정화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 가능하다고 제안한다. 특히 주목할만한 사항은 EPA가 section 62(2)에 따라 

사업운영자의 부지 너머의 몇몇 당사자들에게서 비용을 회수할 능력이 있다는 점이다. EPA는 이 

section에 따라 이 정화 활동에 관련된 ‘합리적인 비용’을 ‘취해야 할 조치를 야기한 자’는 물론, 교부가 

비롯된 ‘토지의 점유자’로부터도 회수할 수 있다. 수반되는 EPA 정책 간행물은 법 상으로 광범위한 

‘점유자’ 분류는 ‘부지 소유자, 임차인, 지주 및 추후 매수자도 비용에 대해 추적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강조한다. 

 

EPA가 재산에 대해 청구할 비용을 점유자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 section에 따른 비용 회수 

소송은 관할권의 어는 법원에나 제기할 수 있다.   

 

다 수자원 법.  

 

1989년 수자원 법(Water Act 1989년)은 주의 지표수 및 지하수 할당 체계를 규정하지만, 2008년 법에 

따라 허가한 CCS 주입활동에 대한 책임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2008년 온실 가스 지중 저장 법(the 

Greenhouse Gas Geological Sequestration Act 2008)에 의해 명확하게 개정하였다. 사업운영자가 

“천공에 의해 어떤 물질이든지 처분”할 의도를 가진 경우에는 수자원 부 장관에게 신청하기를 요구하는 

수자원 법Section 76은 현재에는 subsection (7): “이 section 은 승인한 주입 검사 계획이나 승인한 

주입 및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수행한 작업에 관해서 2008년 온실 가스 지중 저장 법에 따른 허가 

보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새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section은 장관이 section 78에 따라 지침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여 수자원 법 section 76의 

범위에서 육상 저장활동을 사실상 삭제하였다 123 . 하지만, 2008년 온실 가스 지중 저장 법을 관리하는 

장관은 여전히 권한의 이양을 포함하여 특정 상황에서 수자원 법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장관과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책임 

 

 

온실 가스 거래 체제의 일부 형식을 도입하는 관할권도 사업운영자가 배출하지 않은 CO2 양에 관련된 

체제에 따라서 Credit(대변에 기입)을 주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이익을 받도록 보장함으로써 CO2 저장을 

장려할 가능성이 있다. 그 때에 이는 면허 또는 허가를 양도하기 전에 추후로 누출이 발생한 경우에 

회계책임 문제를 일으킨다. 모든 거래 체제는 배출에 대해 일부 검증 절차 형식을 도입하여 시스템이 

완전 무결하며 청구한 Credit, 실제 배출 및 배출허용량에서 모순이 없다고 보장한다. EU 배출권 거래 

계획(EU ETS)과 같은 계획은 시스템에 해당하는 사업운영자의 설비가 배출 또는 명목 벌금과 동등한 

유럽연합 허용배출량(EUAs)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에 연간 조정을 요구한다.  

 

CCS를 그러한 시스템에 통합하는 일은 저장한 CO2에 대해 청구한 이익이 미래에 수년 후에 부도가 날 

수는 있지만 날 것 같지는 않은 수표와 비슷하기 때문에 분명히 회계 및 책임 위험을 제기한다 124 . 

                                            
122 EPA clean-up and cost-recovery under the Environment Protection Act, Publication No.1538, Environment Protection Authority Victoria, June 2013. 
123 연안저장이 관여된 프로젝트는 빅토리아 해상에서는 여전히 법 s.76 of the Act.에 따른 승인이 필요하다는 데에 주목해야 한다 
124  이 유형의 책임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용어가 없다. 일부 문헌은 ‘기후변화 책임’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이는 기후변화가 야기한 손해에서 

발생하는 잠재적인 민사책임을 말할 수도 있으므로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그래서’배출권 거래 책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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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이 관여되고, 잠재적으로 넓은 지역으로부터 누출된 CO2양을 정밀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 및 배출권 거래 체계에서 허용배출량의 미래 시장 가격에 달려있는 잠재적인 비용 노출은 모두 다 

효과적인 체제 구축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이 요소들은 해당 위험에 대한 전통적인 보험가입 가능성을 

불확실하게 한다.   

 

상한 및 거래 시스템(cap and trade system)에 근거한 EU ETS는, 125  CCS가 배출권 거래 시스템에 

편입된 경우로서 가장 잘 발전된 시스템을 나타낸다. CCS 지침은 EU 배출권 거래 지침에 연계되고, 

배출권 거래 지침에 대한 2009년 개정에 이어 CCS 지침에 따라 허가한 CCS저장부지를 배출권 거래 

계획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126 . 개정 지침에서 주석한 것처럼 포집 및 저장에 대한 장기적인 

장려금은 배출 허용권이 영구 저장한 CO2배출에 관해 양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127. 

 

지침은 본질적으로 등록한 배출자는 CCS 지침에 따라 허가한 대로 포집하고 저장시설에 운송하였다고 

입증된 배출에 관해서는 배출 허용권을 양도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여하한 배출권도 매수할 

필요가 없고 시장에서 배출 허용권을 팔 필요가 없는 경제적 이익을 명확히 제시한다. CCS저장 

사업운영자는 등록을 해야 하고 2010년에 개정한 유럽위원회의 모니터링 및 보고 지침에 정의한 대로, 

CCS를 고려하여 저장부지로부터의 누출을 책임져야 한다128 . 이는 저장 단지로부터의 누출로 정의하고 

수체129로의 CO2배출 또는 방출과 동일시하고 배출로 이어지며 회원국에게 양도 또는 이전이 될 때까지 

운영 단계 또는 폐쇄 후 기간 중에 의무가 적용된다. 누출이 발생한 후에 연간 조정을 할 때에 시장 

가격으로 배출 허용권을 구매하도록 요구되는 저장 사업운영자에게는 확인된 누출의 경우에는 배출 

허용권을 할당하지 아니한다. 배출과 동등한 배출 허용권을 구매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심한 행정적인 

벌금이 있었고 130 ,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2013년에 규칙을 모면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황이 

어떻든 회원국이 이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확인하였다131. 사업운영자가 정당한 주의를 행사한 경우에 

예측할 수 없는 누출은 필요한 배출 허용권이 양도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벌금을 야기한다.  

 

이 방식에 의한 저장에 대한 책임 전달은 몇몇 다른 출처에서 CO2를 취득한 경우에 폐쇄 후에 지침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의 이전을 받아들일 때까지(아래9절 참조), 비록 해당 시스템으로부터 직접 금전상 

이득을 얻은 자가 사업운영자보다는 최초 배출자이고 누출을 방지해야 할 저장 사업운영자에게 분명히 

추가 장려금으로 작용하였다 해도, 저장 사업운영자가 저장부지를 취급하는 유일한 실질적인 방법이다. 

사업운영자가 만든 상업적인 협정은 포집 출처의 운영자로부터 관여된 비용, 또는 출자의 회수를 규정할 

수 있고, 특정 출처의 CO2에 누출을 할당할 수 없는 경우에, 제3자 소유의 공동 운송 배관을 통한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상업적 협정이 비례배분 기준으로 손해배상 또는 출자 계약을 규정하는 것과 유사하게 

이론 상으로 각 출처가 공급한 양을 기준으로 비례배분 공식에 근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시장 가격에 기반을 둔 제한이 없는 노출이 특정한 근심을 불러 일으킨다.  

 

CCS 지침이 회원국에게 저장 사업운영자가 주입을 시작하기 전까지 이 책임에 대해 적절한 재무적 

보증을 확실하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더욱 어렵게 한다. 처음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는 방대한 금액의 선불 보증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2011년에 간행한 재무적 보증에 대한 위원회 

지침 132 은 현실적인 주석을 끼워 넣었고 회원국이 잠재적 누출 양을 추정하는데 배출할 수 있는 최대 

CO2 비율(대부분의 경우 100%를 훨씬 하회) 또는 ‘저장 단지로부터의 누출 양의 가능성 배분을 근거로 

                                            
125 앨버타의 강도기준 배출권 거래 체제에 대비 EU 상한 및 거래 체제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는 Russell S (2011) Carbon Capture and Storage 

Projects within Emissions Trading System 참조. 근본적으로 저장부지가 강도 감축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계획 내에서 법인에게 매도 가능한 상계 

크레디트를 받는 .앨버타 시스템 적용의 중요한 규제 세부사항은 아직 개발 중이므로 우리는 발생 가능한 핵심문제를 조명하기 위해 EU 시스템에 

집중한다. 
126 EC Council Directive 2009/29는 Directive 2003/87/EC를 개정하며 Third Phase of the scheme 2013-2020중에 적용한다. 그 전에는 회원국이 Europe 

Commission이 CCS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할 선택권이 있다.  
127  이 주장은 분명히 배출 허용권 당 겨우 6유로에 고정된 현재의 EUA’s 가격의 큰 폭 상승을 가정한다. - https://www.eex.com/en/market-

data/emission-allowances/spot-market/european-emission-allowances accessed 24 July 2014. 
128 Decision 10/345 of 8 June 2010으로 개정된 Directive 2003/87/EC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의 모니터링 및 보고 가이드라인의 제정에 관한 Decision 

2007/589/EC 
129 CCS Directive에서 정의한 대로 표면으로부터 수역 침전물까지 수직으로/지속되는 수체를 의미함   
130 필요한 배출 허용권 매수에 추가하여, a penalty of 100 Euro per tonne of1톤의 배출된 CO2 등가물 당 100유로의 벌금, 이는 배출 허용권 배출이 

안됨. ETS Directive를 2009년에 개정한 후에 유럽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2013년1월1일에 벌금을 인상하였음  
131 Billerud Karlsborg v Naturvardsverket C-203/12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17 October 2013 
132 European Commission (2011) Implementation of Directive 2009/31/EC on the Geological Storage of Carbon Dioxide Guidance Documen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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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잠재적인 누출 양의 보수적인 추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133 . 위원회는 거래 체제하에서 

미래의 배출 허가권 비용에 관해서 미래의 배출 허가권 가격에 대한 장기적인 추정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그 대신, 회원국은 현재 가격 또는 다음 삼 년에서 오 년 정도의 중기에 대한 추정을 

사용하고, 가격 조정을 고려하기 위해 예를 들면 삼 년에서 오 의 주기로 재무적 보증을 업데이트 해야 

한다.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국제 보험지도자 그룹의 보고서는 이 유형의 책임을 다루는 보수적인 ‘off the 

shelf’ 보험 해법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조언하였다134. 취리히의 탄소 포집 및 저장보험 증권135은 

제3자 책임 청구는 포함하나 배출권 거래 체제 하에서 EU 배출 허가권에 관한 제3자 책임은 포함하지 

않는다. 보고서는 폐쇄 후 기간부터의 운영 단계를 별도로 취급하기를 권고하고, 적어도 위험의 일부라도 

보장할 수 있는 연간으로 갱신 가능한 보험증권에 기반을 둔 혁신적인 형태의 보험을 옹호하였다. 

하지만, 보고서는 ‘EU CCS 지침은 알려지지 않은 ETS에 따른 EUAs의 가격에 책임을 연계시킴으로써 

사업운영자에 대해 이 책임의 상한을 제한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보험회사나 저장 사업운영자 어느 

누구도 무제한 책임을 부담할 수 없고, 크기나 기간 면에서 위험에 제한이 없는 경우, 유럽 규모로 

CCS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위험 분담이 필요하다’136는 사실을 주목하였다. 

 

ETS 지침에 따라 책임을 국가에 양도하기는 하지만, 아래에 논의한 양도 및 이전 규정에 따르면 개별 

회원국은 현행 ETS 지침 하에서 양도 전에 저장 사업운영자에 대한 책임을 제한할 수 없고, 이 일이 

일어나는 경우, EU 수준의 법률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그 대안은 정부가 EUAs구매 비용에 

출자하기로 합의하는 것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는 EU 경쟁 법에 따라 유럽 위원회의승인이 필요한 

국가 지원 형식으로 거의 확실히 취급된다. 사업운영자의책임에 대한 일종의 상한선 형식이 앞으로 

적절한 방식이 될 수 있지만, 이는 EU 정책 입안자들에게 배출권 거래 시스템에 포함된 반면에 CCS 의 

본질은 계획 내의 타 운영자와는 다른 취급을 정당화하고 특별 취급이 전반적인 생존능력이나 논리를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확신을 필요로 한다.  

 

 
 

의무 및 책임의 양도 

 

진행중인 주입 운영을 마친 후에 저장한 CO2 또는 기타 온실 가스 물질에 대한 법적인 책임 및/또는 

의무를 정부에 양도하는 일을 다룰 필요성은 새로 생긴 CCS 규정의 독특한 성격이다. CCS에 관한 

입법을 하는 대부분의 정부는 CO2 저장에 대한 매우 긴 기간 동안의 제재 요건은 상업적인 아니면 회사 

법인의 수명과 탈탄소화(decarbonisation) 목표를 달성해야만 한다면 기후변화 경감이 시급한 특별대책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에 사업운영자들이 무한정하게 책임을 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논증을 감안한다. 

 

하지만 이 맥락에서 폐쇄한 저장부지에 대한 지속적인 법적 책임(모니터링, 누출의 경우에 조치를 취하는 

등등)과 위의 민사 책임 절에서 설명한 누출이 초래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책임간의 구별이 중요하다. 

민사 책임의 경우, 저장부지를 운영하는 단계 중에 누출로부터 발생하는, 그러나 지질학적인 누출의 느린 

성격 때문에 사고가 난 후 몇 년 동안 이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피해를 일으키지 않는 과거의 책임과 

부지를 폐쇄하고 양도한 후에 누출로부터 발생하는 책임간의 구별도 역시 똑 같이 중요하다. 많은 

산업활동 및 분야에서 활발한 운영을 마감한 후에 과거의 부지에서 나중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잠재적인 책임이 영원히 남아 있고, 법적 청구를 제기하는 기간의 제한(6(4)절에서 설명한)은 

사업운영자를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는 반면, 전 세계에 걸쳐 수 십 년 먼저 발생하거나 시작한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는 회사의 사례가 여전히 많이 있다.  

 

                                            
133 전게서, page 17 
134 ClimateWise (2012) Managing Liabilities of Carbon Capture and Storage 
135 Zurich는 2009년1월에 두 가지 신규 특별 보험상품을 출시하였는데, 탄소 포집 및 저장 (CCS) 책임보험 (오염사고 책임 및 기타 운영 위험 

보장)과 지중저장 재무보증(특정 폐쇄 및 폐쇄 후 활동 보장)이다 
136 ClimateWise, supra,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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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연구한 세 관할권 모두가 비록 제공하는 보호의 범위 및 세부 사항이 잠재적으로 

상당한 방식으로 다르긴 하지만 해당 관할권의 CCS체계 안에 몇 가지 책임 양도 형태를 포함하기로 

결정하고 있다. 어느 관리체제도 책임으로부터 절대적이거나 무조건적인 해방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운영자의 장기간 위험 노출을 여러 각도에서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장기 책임 및 의무의 양도를 규정하는 관리체제는 CCS 특유의 체제가 아니며 반면에 폐기물 

매립지 및 원자력 산업과 같은 타 산업 분야에서 특이한 사례를 볼 수 있다. 

 

각 관리체제는 어느 법정 의무 및/또는 책임을 양도에 포함할지를 명시하고 이에 따라 사업운영자에게 

잠재적으로 남아 있어야 할 일부 기타 의무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정한다. 각 경우에 양도의 

승인은 원칙적으로 당국이 양도를 보류, 연기 또는 제한하거나, 아니면 추후로 무슨 일이든 심각하게 

잘못된 경우에 통과된 후에도 책임을 재개하도록 허용하는 일련의 세부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운영자에게 

달려 있다. 하지만, 당분간은 광범위한 입법 의도는 현저한 장기위험으로부터 진정한 보호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해당 운영의 종합적인 기술 성과가 양호하고 정말로 나중에 피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양도 관리체제를 평가하는 데에는 다음 세 가지 주요 문제가 있다.  

 

• 진행중인 CO2 주입을 중단하기 전에 경과해야 할 최소한의 시간을 포함하여, 양도가 발생하기 전에 

 완수해야 할 조건,  

 

• 이 절차에 의해 그리고 묵시적으로 국가에 무엇을 양도하는가? 양도에서 생략되는, 즉 위험에 대한 

책임을 사업운영자에게 남기는 것은 무엇인가? 

 

• 사업운영자의 의무를 재개하게 하는 분명한 상황이 있는가(‘환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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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양도 조건  

 

각 관리체제는 책임/의무 양도 절차의 중요 부분으로서 꼭 완성해야 할 일련의 전제조건을 주입 운영의 

영구적인 중단에 일부를, 그리고 나머지를 시설에 대한소유권 양도에 설정한다. 이 조건은 저장부지의 

안전과 무결함을 확인하고, 당국에게 지하의 물기둥과 관련 절차를 포함하여 저장 단지가 예측가능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거동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도록 의도한다. 일단 조건을 달성하면 양도를 받는 당국이 

수행해야 할 양도 후 업무와 해당 업무의 비용에 대해 믿을만한 추정이 가능하다.  

 

입증해야 할 사항의 목록은 매우 길고 일반적으로 부지에 대해 승인하고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운영 폐쇄 

계획에 제시한 완성 절차 요건에 추가한다. 기술로서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CCS 및 폐쇄 단계가 앞으로 

수 십 년 내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조건은 상당히 일반화하여, 고수준 방식으로 법률 

안에 정의한다. 그리고 나서 더 상세한 사항을 보충 규정, 기준, 지침서를 통해서, 그리고 운영 계획으로 

피드백이 가능한 프로젝트에 특정하는 채택을 통해서, 그리고 각 저장부지의 특별한 성격을 고려하여 

추가할 수 있다.  

 

이처럼 비교적 유연한 접근 방식은 여타 새로운 산업에서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정제되고 발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법률 문구는 타 분야에서 유사한 기술적 요건을 가진 과거 경험을 토대로 

이상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하며 현실성이 있는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규제 기관은 

이 방식에 의해, 조건을 일관성 있고 투명한 방식으로 실제로 설정할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이를 이해할 수 있다.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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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국 

 

EU CCS 지침 

 

영국의 법률은 EU CCS 지침의 맥락에서 보아야 하는데, 이 지침은 각 회원국이 자국의 법적 체계 

안에서 실행해야 한다. 하지만, EU 법률 상으로 발생하는 책임의 범주가 한정된 숫자, 특히 EU 환경책임 

지침(Environmental Liability Directive), 저장부지 자체에 대한 책임 및 배출권 거래 책임에 국한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여타 책임을 양도하는 범위는 다음 절에서 논의한 대로 회원국이 자국 법률에 따라 

결정하도록 남겨두었다.  

 

EU CCS 지침 제18(1)조는 양도 조건에 대해 운영 허가 조건에 따라 저장부지를 폐쇄하고 승인된 폐쇄 

후 업무를 완수 한 후에 저장부지에 대한 책임 양도가 일어나기 전에 다음 조건을 충족하기를 요구한다.     

 

• ‘모든 이용 가능한 증거’가 저장한 CO2가 완전하고 영원하게 저장될 것임을 나타내고,  

• 당국이 결정한 최소 기간이 경과하고, 당국이 그 기간 전까지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확신하지 

못한 경우, 최소한의 기간은 이십 년 이상으로 정하며,  

• 양도 후 당국의 비용에 대해 규정한 재무적 출자를 제공하고,  

• 부지를 밀봉하고 주입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모든 이용 가능한 증거’에 대한 검사는 특히 엄격하며 혹자는 원문에 충실한 판독이 매우 어렵다거나 

실제로 조건의 완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조건은 양도를 승인한 결정에 대해 민간단체 또는 

제3자가 설득력 있는 반대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사법적 재 심리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기가 쉬운 

의미를 가지는 ‘당국이~라고 간주하는’ 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용어로 작성하였다137. 

또한, ‘모든 이용 가능한 증거’라는 용어는 말하자면 ‘증거의 우월성’보다는 전문가의 유일한 반대의견은 

검사를 완수하지 않았다는 뜻을 함축할 수 있다.  

 

고찰한 타 관할권에서보다 더욱 엄한 용어로 된 초안작성의 엄격함은 많은 회원국들이 영원한 CO2 

저장을 의심했던(의심한 채로 남아 있었던) 시기에 지침에 합의하였다는 정치적인 배경이 부분적인 

설명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잠재적인 비현실성은 사업운영자가 위 조건을 

충족하였으며 최소한 다음 사항을 증명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제18(2)조의 규정에 의해 

완화된다.   

 

• 주입한 CO2 의 실제 거동이 설계한 거동과 일치한다. 

 

• 탐지한 누출이 없다. 

 

• 저장부지가 장기간 안정 상태로 전개되고 있다.   

 

지침은 위원회가 ‘모든 이용 가능한 증거’의 검사 및 최소한의 기간과 재무적 보증의 평가에 관한 

지침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2011년에 지침서를 채택하였다 138 . 이 지침서는 사업운영자가 

제출한 보고서 및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에 매우 집중하며, ‘일단 CA가 저장된 CO2 의 완전하고 

영원한 저장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다고, 즉 제18(1)(a)조에 언급한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제출한 양도 

보고서에 만족하면, 책임의 양도 승인 결정의 초안을 작성한다’139. 

 

지침서는 법적으로 그러한 구속이 없지만 비록 결국에는 지침의 법적 해석은 법원에, 그리고 EU의 

맥락에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놓여 있기는 해도 영향력이 지대할 수 있다. 지침서는 사업운영자의 

                                            
137  관련 법정 어법이 ‘장관이 만족하는 경우’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법원은 법 해석의 오류가 있거나 장관이 불합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 

한 배후를 조사하기를 꺼린다. 실제로 테스트가 객관적인 용어이더라도 대부분 법원은 정부기관 전문가의 판단에 상당한 경의를 표한다. .  
138 European Commission (2011) Implementation of Directive 2009/31/EC on the Geological Storage of Carbon Dioxide Guidance Document 3 Criteria for 

Transfer of Responsibility to the Competent Authority. 
139 전게서 page 3 



40  법적 책임과 탄소 포집 및 저장 

보고서가 만족스러운 경우, 이는 국가 당국이 양도를 승인하기에 충분하다는 뜻을 함축하지만 지침에서 

실제로 말한 것은 아니다. 지침서는 당국 자체가 제18(1)조의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만족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선언 하며, 이는 사업운영자의 보고 내용이 무엇이든지 당국이 독립적인 자체 판단을 행사해야 

함을 나타낸다.   

 

영국 내의 실행 

 

2011년 이산화 탄소 저장규정(면허의 종료)(The Storage of Carbon Dioxide (Termination of License) 

Regulations 2011) 140  은 지침 제18(1)조에 담긴 양도 조건을 정확히 말한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지만 

모든 유기 프로그램은 1998년 석유 법(Petroleum Act 1998) Part 4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는 추가 조건을 

부가하였다141. 사업운영자는 지침 제18(2)조 양도 보고를 준수한 양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규정은 

양도 결정 작성을 하기 전에 관할 당국에게, (가)사업운영자의 보고서가 지침 제18(2) 조를 준수해야 

하고, (나) ‘모든 이용 가능한 증거’ 및 최소한의 기간 조건도 충족해야 하는 두 가지 분명한 검사가 

있다고 위원회 지침서보다 명확히 하고 있다142. 

 

나. 앨버타 

 

장관이 폐쇄 증명을 발급하기 전의 핵심 양도 요건을 광산 및 광물 법 (Mines and Minerals Act) section 

120(1)에 포함하고 장관이 증명을 발급할 수 있고 이는 장관이 다음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양도 규정을 

작동시킨다.   

 

가. 임차인이 규정에 따라 모든 폐쇄 조치를 수행하였다.  

 

나. 임차인이 석유 및 가스 보존 법(the Oil and Gas Conservation Act)상의 요건 및 본 Part에 따른 

규정에 따라 모든 정(井) 및 시설을 포기하였다.   

 

다. 임차인이 환경 보호 및 증진 법(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nhancement Act)상의 매립요건을 

준수하였다, 

 

라. 규정에 명시한 폐쇄기간이 경과하였다,  

 

마. 규정에 명시한 조건을 충족하였다 

 

바. 포집한 이산화탄소가 미래의 중요한 누출 위험이 없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거동한다.  

 

법적인 시각에서 (바)항의 기본 기준이 EU 지침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이용 가능한 증거’ 검사보다 

지나치지 않게 요구하고 현실적인 언어로 작성하였다. 이는 객관적인 언어보다는 장관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만족하였다는데 근거하며, 법원에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하기가 더 어렵다는 의미이다. 

이는 또한 완전한 영구 저장보다는 ‘중요한 위험이 없이’라고 하여 어느 정도의 위험을 용인한다고 

암시한다.  

 

폐쇄에 관한 많은 세부 규정을 아직도 개발 중이다. 예를 들면, 2011년 탄소저장 사용권 규정(the 2011 

Carbon Sequestration Tenure Regulations)143 은 사업운영자가 매 삼 년마다, 아니면 탄소 저장 임대를 

갱신하는 날짜 중 이른 날에 갱신하는 최초 폐쇄 계획을 제공하기를 요구하지만 최종 폐쇄 계획을 

포함하지는 아니한다. 에너지 자원 보존 위원회 지침020(Energy Resources Conservation Board (ERCB) 

Directive 020)은 주입 정(井)의 포기에 관한 세부 요건을 담고 있고 담수 지하수를 다루기 위해, 그리고 

다공성 지역을 격리하거나 다루기 위해 고안하였다. 이는 현재 재검토 중이고 비록 그와 같이 

명시적으로 CO2저장을 다루지는 않지만 e 2011년 규제 검토 평가는 이 지침이 CO2 저장에 사용한 

정(井)의 포기에 대한 준수 및 제재 요건을 적절하게 다루고 있다고 간주하였다.144. 

                                            
140 SI 2011/1483 
141 이는 s 30 Energy Act 2008.에 규정한 탄소 포집 저장 시설에 적용한다.  
142 Regulation 9(2) Storage of Carbon Dioxide (Termination of Licence) Regulations 2011. Part 4 of the 1998 Act 은 연안 시설에 대한 폐정 프로그램 

승인, 국제 의무 실행, 특히 1992 년 동북 대서양 해상 환경 보호에 관한 협약 (OSPAR)에 따라 만든 Decision 98/3에 따른 것을 다룬다.  
143 O.C. 179/2011 A.R. 68/2011 April 28, 2011 
144 RFA Conclusion 8, p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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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A는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EU 지침에 포함된 이십 년보다 짧은 최소한 십 년이 있어야 한다고 

권장하였지만 지침에 포함된 기간보다 짧은 기간과 상업운영자의 이행 기준 준수 입증 요건을 가진 

규정은 없다145.  

 

RFA가 권장했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저장한 CO2 및 영향을 받은 유체는 프로젝트 신청 및 승인에 서술한 목표 및 규제 요건에 부합한다.  
 
• 저장한 CO2 또는 영향을 받은 유체는 보건, 환경 및 기타 자원(사업운영자의 저장 임대 외부의 

탄화수소, 담수 지하수 및 공극을 포함하나 한정하지 않음)에 대해 중요한 부작용이 없다.   
 
• 저장한 CO2 및 영향을 받은 유체는 저장 단지에 담겨있다.   
 
• 저장한 CO2 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거동한다.  
 
• 저장한 CO2 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거동하며 안정화 되는 경향이 있다.  
 
• 프로젝트에 특정하는 위험 측면은 감소하고 미래의 누출 또는 보건, 환경 또는 기타 자원에 대한 

불리한 영향은 수용할 수 있다.   
 
• 폐쇄 및 유기는 규정에서 요구한대로 완전하다.  
 
• 표면 매립은 규제당국이 폐쇄 후 기간에 합의한 범위까지 완전하다146’. 
 

다. 빅토리아 주  

 

2008년 온실 가스 지중저장 법(the Greenhouse Gas Geological Sequestration Act 2008) Sections 168 

및 170은 장관의 육상 CCS에 관한 ‘허가’147 의 양도에 대한 동의 부여에 대한 핵심 체제를 제공하고 두 

가지 별개의 검사를 규정한다. Section 168 은 사업운영자의 자체 수행 기준을 다루고 장관이 

사업운영자가 허가의 승인과 조건에 관한 모든 법률의 요건을 준수하고 허가지역 내에 만든 모든 

정(井)을 막거나 폐쇄 하였다고 만족해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장관은 이 조건들을 충족하였다고 

만족하지 못한 경우라 해도 조건 미 준수가 ‘허가 보유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의 

결과인’148 경우를 충족하면 여전히 양도를 승인할 수 있다. 이는, 말하자면 누출원인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누출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 작용한다. 이 section은 또한 장관이 이 section상으로 불합리하게 

양도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Section 170은 꼭 충족해야 하며, 허가 보유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사건의 경우의 단서조항에 우선하여 

section 168을 적용하지 않는 별도의 환경 기준 검사를 규정한다. 장관은 다음 의견을 가져야 한다.  

 

• 면허 지역의 지하 지중저장 층에 주입한 온실 가스 물질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거동하며 계속 
그리할 것이다.   

 
• 면허 보유자는 온실 가스 물질의 영구 저장과 관련된 위험을 실행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켰다.  
 
• 저장한 온실 가스 물질은 공중 보건 또는 환경에 위험을 주지 아니한다.  
 

사업운영자는 추가로 section 170에 따라 저장부지의 상황, 잠재적 이동 및 누출에 관한 평가, 누출의 

                                            
145 RFA Recommendation 63 p 103 
146 Recommendation 63, p 104 
147 section 3에서 탐사허가, 보유 리스, 주입 및 모니터링 면허 또는 특별 접근 허가를 의미하도록 정의하였다.  
148 s 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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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대한 위험관리 계획 및 장기 모니터링 및 검증 계획에 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예측 가능성과 실제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만큼 낮춘 위험을 참작한 기준은 EU 지침 및 앨버타 

법률에 포함된 기준과는 어느 정도는 다르고, 그렇지만 앨버타에서는 기준이 장관의 ‘의견’에 놓여있다. 

첫째, 장관은 승인에 대한 권장사항을 위해 양도 신청을 독립적인 공개토론회 또는 기타 관계당국에 

회부할 수 있다 (section 172). 둘째, 장관은 환경 위험에 관해서 1970년 환경 보호 법(the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70)을 관리하는 장관과 1970년 수자원 법(the Water Act 1970)을 관리하는 장관 및 

환경보호 당국과 협의할 의무가 있다. 149 . 이 기관들은 저장한 온실 가스가 환경 위험을 형성하거나 

위험 관리계획 또는 장기 모니터링 계획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인 경우에 사실상 거부권을 가지며 승인을 

하지 않도록(아니면 추가 조건을 부과하도록) 권장할 수 있고 사십일 내에 권장하는 경우, 해당 권장은 

구속력이 있다. 

 

표 2: 세 관할권 내의 책임 양도 조건 비교  

 

 핵심 조건 폐쇄 후 기간제한 

EU 지침 

‘모든 이용 가능한 증거’는 저장한 CO2 

가 완전히, 영구적으로 저장될 것임을 

나타낸다. 

당국이 더 이른 날짜에 핵심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만족하지 않는 한, 최소 

이십 년의 기간 

영국 

‘모든 이용 가능한 증거’는 저장한 CO2 

가 완전히, 영구적으로 저장될 것임을 

나타낸다. 

당국이 더 이른 날짜에 핵심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만족하지 않는 한, 최소 

이십 년의 기간 

앨버타 

장관은 포집된 CO2 가 미래의 중요한 

누출 위험이 없이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거동한다고 만족해야 한다. 

 

규정에 아직 명시하지 않음. 

RFA 는 당국이 그 기간을 단축할 

재량권이 없이 최소 십 년의 기간을 

권장함. 

빅토리아 

장관은 (i) 주입한 CO2 가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거동하며, (ii) 면허 보유자가 

실제 합리적으로 가능한 만큼 위험을 

낮추었고, (iii) 저장한 CO2 가 공중 보건 

또는 환경에 위험을 주지 않는다고 

만족해야 한다. 

규정에 명시한 기간이 없음. 

 

 

 
 

어떤 책임과 의무를 양도하는가? 

 

가. EU CCS 지침 

 

제18조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EU 법에 따른 한정된 숫자의 다음 의무 양도를 규정한다.  

(i) 모니터링 및 시정대책에 관한 CCS 지침상의 의무, (ii)누출의 경우 온실 가스 배출권 거래 체제에 

따른 온실 가스 배출 허용권에 관한 의무, (iii) section 7(2)(c)에 서술한 대로 환경 책임 지침(the 

Environmental Liability Directive)에 따른 예방 및 복구조치에 관한 의무, 이는 환경 피해의 특정 

측면만을 적용한다.  

 

지침은 민사 소송(불법행위에 대한 청구)에 관한 책임의 양도를 다루지 않고, 환경 책임 지침(the 

                                            
149 2013년 4월 이후로 이 법에 대한 책임은 지금은 병합되었고 환경 및 기초 에너지 부(the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Primary Energies)가 

부담한다. 탄소 포집 저장 법( the Carbon Capture Sequestration Act)에 대한 책임은 국가 개발 사업 및 혁신 부( the Department of State Development 

Business and Innovation)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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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Liability Directive)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의 환경 법에 따른 행정 책임도 다루지 않는다.  

나. 영국 
2011년 이산화 탄소 저장규정(면허의 종료)(the Storage of Carbon Dioxide (Termination of License) 
Regulations 2011)은 먼저 면허를 양도를 양도한 때에 제18 조에 포함된 의무를 국무장관에게 
양도한다고 규정한다 (regulation 14). 규정은 그리고 나서 면허가 종료되기 전에 당국에게 발생한 ‘누출 
책임의 양도도 있게 된다고 규정한다. ‘누출 책임’이라는 용어는 ‘해당 면허가 관련된 저장 단지로부터의 
누출에서 발생하는 현재 또는 미래의, 실제 또는 우발적인 여하한 책임을 의미하고 인체 부상, 재산 손상 
및 경제적 손실을 포함하는’150 의미의 광범위한 정의를 부여한다.  
 
이 규정은 극히 범위가 넓고, 양도 전후에 누출이 발생하였는지에 상관 없이 누출로부터 발생하는 
여하한 종류든 잠재적인 민사 청구 또는 행정 책임도 포함한다. 이론상으로는, ‘모든 이용 가능한 
증거’에 관한 조건을 충족할 것 같지는 않아서 양도 조건이 생기지도 않겠지만, 양도를 하기 전에 
시작한(하지만 끝나지는 않은) 민사 청구까지 포함 할 수 있다. 해당 청구에 사업운영자 측의 과실이 
개입된 경우, 정부가 사업운영자로부터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아래의 ‘환수’에 관한 절 참조). 유일하게 
양도 불가능한 채무는 실제 부채 및 이 맥락에서 양도 전에 성공적으로 완결한 민사 청구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을 함축하는 판결에 의한 채무이다.  
 
EU 지침에 포함된 책임의 양도 이상으로 광범위한 양도를 정당화하는 방식은 공표된 자료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의회에 제출한 면허 종료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서151는 규정(안)에 대해 일어난 
비공식 협의에 관해 말하며, 정부가 ‘영국을 탄소 포집 및 저장(CCS)의 주역으로 만들기로 약속한다’고 
서술한다. 그리고 나서 설명서는 규정이 EU 지침을 실행하는 방식에 집중하고 광범위한 책임 양도 
규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현실에서는 현재 및 미래의 민사 책임의 양도는 처음에 나타난 
것보다 국고에 상당한 위험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아래 9.3절에서 설명한 대로 과실의 경우 정부가 
사업운영자에게서 비용을 회수하게 하는 중요한 ‘환수’ 규정이 있다. 또한, 운영 중단 후 최소한 이십 
년간은 양도가 일어나지 않으며 그 기간 이후로 발생하는 상당한 청구의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 같다.  
 
다. 앨버타 
 
앨버타의 법률은 본질적으로 저장된 CO2에 관련된 여하한 책임도 포함하여 미래의 책임을 양도하지만 
민사 소송을 포함하여 기존 채무는 양도하지 않고 대신에 손해배상을 규정한다.  
  
장관은 폐쇄 증명을 교부한 때에 저장된 CO2 의 소유자가 되고 152  환경보호 및 증진 법(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nhancement Act)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법률상의 책임을 진다. 이와 
같은 소유권은 미래의 민사 청구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청구를 야기한 활동을 관리하는, 해당 청구의   
구성요소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문제된 손해의 사유가 핵심 구성요소가 된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이 
section이 ‘충분한 주의를 벗어난’ 경우에 포함된다고 말하였다153. 
 
광산 및 광산물 법(the Mines and Minerals Act) Section 121(2) 는 민사 책임을 명시적으로 다루며 
왕실은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의 손해배상의 책임에 대해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주입에 관한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 행사에서 임차인의 작위 또는 부 작위에 귀책 하고’ 규정에 포함된 기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임차인을 면책하도록 규정한다. 추가 해당 조건은 여전히 개발 중이다.  
 
이와 같은 청구는 민사 책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법률상으로 청구가 발생하는 시기 및 공소 시효에 
관한 원칙에 따라 저장을 중단한 지 여러 해가 지난 후 에 사업운영자에 대해 시작할 수 있다. 따라서, 
Section 121(2) 는 왕실로부터 사업운영자에 대한 면책을 규정한다. 하지만, 면책은 책임의 부담(영국 
규정처럼)과 동일하지는 않고, 사업운영자가 청구 시점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작동할 수 없 

                                            
150 회원국이 지침(Directive)을 전치하는데 엄격한 요건을 도입할 권한이 있는 반면에 이 양도의 연장은 EU 법 위반이고 국가 보조를 구성하기까지 

한다는 논쟁이 있다. 작성 시점에. European Commission은 결함이 있는 국가 법에 관해서 어떤 집행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여전히 전체 

회원국의 전치 입법을 검토 중이었다. C. Armeni (2011) Case Studies in Implementation of 

Directive 2009/31/EC – United Kingdom, Carbon Capture Legal Programme University College London http://blogs.ucl.ac.uk/law-environment/files/2012/11/ 

Chiara-Armeni-CCLP-EU-Case-Studies-UK-2011.pdf.참조. 
151 Explanatory Memorandum Storage of Carbon Dioxide (Termination of Licence) Regs 2011 Dep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152 Mines and Minerals Act s 121(1) 
153 N. Bankes (2013) ‘The Developing Regime for the Regulation of Carbon capture Projects in Canada’ in Barton et al, Carbon Capture and Storage: 

Designing the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for New Zealand University of Waik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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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의미이다.154 

청구 시점에 사업운영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은 왕실이 실제 손해를 야기했다는 사유가 아니라 

왕실이 저장된 CO2를 관리했기 때문에 현재 책임이 있다는 사유로 왕실에 대한 민사 청구를 고려해야 

한다 155 . 근린방해에 관한 법의 일반적인 원칙은 후속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의해 얻어진 지속적인 

근린방해의 경우, 어느 정도의 과실, 즉, ‘그가 근린방해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을 때에 이를 복구하기를 

태만히 하였다’ 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는 뜻을 함축한다.156 

 

아직까지 온실 가스 배출권 거래에 관련된 책임의 양도에 관한 규정은 없다. 2013년 앨버타 규제 체제 

평가(Alberta Regulatory Framework Assessment)가 확인한 격차인데, 이 평가는 기후변화 및 배출권 

관리 법(the Climate Change and Emissions Management Act) 및 기타 기후변화 법률에 따른 양도 

책임을 포함하도록 광산 및 광산물 법(the Mines and Minerals Act)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장한다157. 

 

라. 빅토리아 

 

빅토리아의 법률 규정은 허가의 양도 시에 정확히 어떤 책임과 의무를 주에 양도하는지에 관해서 언급이 

없다. 추측상, 허가의 원 소유자는 양도 후에 시작된 미래의 행정 책임에 관해서 더 이상 여러 관련 법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어떤 민사 책임도 양도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사업운영자는 자신이 

행하고 시효가 적용되는 운영에 관해서 양도 후에 발생하는 민사 청구에 대해 잠재적인 책임이 남아있다. 

민사 책임의 양도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2005년의 이산화 탄소 포집 및 지중저장에 

관한 관계장관 협의회(the Ministerial Council for Carbon Dioxide Capture and Geological Storage in 

2005)의 권고사항과 일치하고158, 법 제정을 전개하기 전의 토론에서 ‘CCS 제창자가 인체 건강과 환경에 

안전한 방식으로 운영을 행하도록 강력한 재무적 장려금이 남아 있도록 보장하는 일을 돕는 

접근방식’으로 간주하였다159. 

 

법 Section 16 은 주입 면허를 왕실에 양도한 때에 왕실이 주입한 온실 가스 물질의 소유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캐나다 법률에서 논의한 대로 그러한 소유권은 불법행위에 있어서 책임의 근거가 아니고, 

양도가 일어난 후에 발생한, 손해를 야기하는 누출에 관해서 근린방해에 대한 왕실의 여하한 책임도 

어느 정도는 입증한 과실에 달려 있다.160. 

  

                                            
154 Section 121(3) 은 폐쇄증명을 교부하기 전에 운영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왕실이 이산화탄소의 소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지만 여기서는 증명을 교

부한 후에 운영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다.   
155 Section 5(1) Proceedings against the Crown Act은 왕실 공무원이 범한 불법행위에 관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왕실 책임을 규정한다 
156 Sedley-Denfield v O’Callaghan [1940] AC 880 at 995에서 Lord Wright. 호주 법에서 유사한 원칙은 City of Richmond v Scantlebury [1991] 2 VR 

38참조 
157 Alberta Regulatory Framework Assessment (supra), Recommendation 65 
158 Australian Regulatory Guiding Principles for Carbon Dioxide Capture and Geological Storage, endorsed by the Ministerial Council on Mineral and 

Petroleum Resources on 25 November 2005 
159 Department of Primary Industries (2008), A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Long-term Underground Geological Storage of Carbon Dioxide in Victoria. 

논문. 연안 저장을 다루는 호주 법률과는 입장이 대비되는데 호주에서는 양도 후 면책을 제공하고 운영자가 존재하지 않아도 의무를 맡는다.  

일반적으로 N. Swayne and A. Philips, ‘Legal Liability for Carbon Capture and Storage in Australia: Where Should the Losses Fall?’ (2012) 

Environmental and Planning Law Journal, 189. 참조.  저자들은 호주연방 및 주 법률에서 장기 CCS 책임에 대한 더 큰 일관성이 시급하다고 

간주하였다.  
160 Section 23 Crown Proceedings Act 1958은 ‘왕실은 왕실의 공무원 또는 대리인 또는 왕실이 고용한 독립 계약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가능한 한 그 

대상이 자신의 종업원, 대리인 또는 고용한 계약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방식에 가깝게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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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세 관할권 내의 의무/책임의 양도 비교 

 

 

 의무가 

양도되는 기관 
양도하는 의무 비고 

EU 지침 관할 당국 

CCS지침에 따른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에 관한 의무,  

누출의 경우, ETS 지침에 따른 EUAs 

양도에 관한 의무, 및 ELD에 따른 

예방 및 복구조치에 관한 의무 

 

영국 및 

웨일즈 

관할 당국 

(국무장관) 

CCS지침에 따른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에 관한 의무,  

누출의 경우, ETS 지침에 따른 EUAs 

양도에 관한 의무, 및 ELD에 따른 

예방 및 복구조치에 관한 의무.  

또한, 부지로부터 발생하는, 현재 

또는 미래의 실제 또는 우발적인 

의무. 

 

앨버타 왕실 

여러 가지 환경 법률에 따른 미래의 

책임 

 

이전 임차인은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  

RFA는 온실 가스 배출권 

체제에 따른 의무도 

양도해야 한다고 권고함.  

Victoria 왕실 

환경 법에 따른 미래의 책임은 비록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양도된다고 

추측함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양도 또는 면책이 없음 

  

 

 

 

 
 

 

‘환수’ 규정 

 

 

가. EU 지침 

 

지침은 사업운영자의 ‘과실’의 경우, 양도 후에 사업운영자로부터 비용 회수 또는 ‘환수’를 허용하는 

분명한 조항을 규정한다. 제18(6)조는 ‘불충분한 데이터, 관련 정보의 은닉, 과실, 고의적인 기만 또는 

상당한 주의의 미 행사를 포함하여’사업운영자 측의 과실이 있었던 경우에 당국은 발생비용을 

사업운영자로부터 회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폭넓게 작성한 규정과 명확히 작성된 하나는 사업운영자가 

폐쇄 후 보고서를 될수록 정확히 작성하도록 사업운영자에게 특별한 책임을 둔다. 하지만, 규정은 제 

18(2) 조 폐쇄 후 보고서의 내용만 간단하게 제한하지 않고 나중에 밝혀져서 주에 비용을 발생시키는 

저장에 관련된 과실이 관여된 기타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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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국 

 

면허의 종료 규정(the Termination of Licence Regulations) Section 16은, 당국이 ‘해당 비용이 

사업운영자 측의 과실에 기인한 범위까지’ 161 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규정함으로써 지침의 환수 조항을 

전치하였다. 과실은 지침과 연계하여 과실, 기만, 또는 상당한 주의의 미 행사를 포함하여 정의한다. 이 

규정은 단지 EU 지침상 양도한 의무와 책임에만 적용하지 않고, 양도한 모든 기타 누출 책임 

(불법행위에서 발생하는 책임 등)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는 과실에 근거한 당국에 대한 소송이 양도 전 

활동에 관련된 경우, 당국이 사업운영자가 존재하고 있다면 이들에게서 면책을 유효하게 구해야 한다고 

분명히 암시한다.  하지만, EU지침에서 나온 ‘과실’이라는 용어는 영국의 관습법에서처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고 근린방해 및 불법침해를 포함한 거의 모든 기타 불법행위를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맥락에서 영국 규정이 당국이 종료 통지를 송달한 후에 사업운영자에게 ‘면허 보유자가 저장부지에 

관해 보유한 모든 기록, 제출물, 지도, 견본, 데이터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당국에게 

부여하였다는 점은 중요하다(규정13(2)). 이는 지침에서의 정보 요구가 상당히 더 나아간 것이고 

사업운영자 측에서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확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162. 

 

다. 앨버타 및 빅토리아 

 

EU 지침 내의 ‘환수’ 규정 및 이를 전치하는 규정은 구별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앨버타 및 빅토리아의 

CCS 법률에서 명시적인 상당 어구를 볼 수 없다. 일반적인 공공 정책으로 보아 사업운영자가 당국이 

양도를 승낙하기 위한 결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고서 안에 오도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포함하여 

운영자 측에서 고의적인 사기 또는 기만이 있던 법정 양도 규정으로부터 이익을 획득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예를 들면, 영국 대법원이 Secretary of State v Welwyn Hatfield Borough Council 163 

사건에서, 형사상 범죄를 범하였는지의 여부에 상관 없이 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던 164 

논고를 참조한다. 법원이 주목한 것처럼,  

 

‘행위가 공공 정책을 근거로 개인이 분명히 부적격한 법정 규정에 의존하지 못하게 하는지의 
여부는 행위와 법정 규정간에 존재하는 근접성 맥락에서 그리고 그에 관해서 고려해야 한다.  

 

고의적인 사기보다는 단지 과실만 관여된 경우에 이 원칙을 성공적으로 발동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인다. . 

 

 

 
10 

책임에 대한 재무적 보증 

 

수익 흐름이 있을 것 같지 않고 저장 사업운영자가 청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저장부지에 대해 

사업운영자가 폐쇄 후에 부담해야 할 CO2 저장의무의 장기적인 성격은 부지에 관해 지속적으로 의무를 

충족해야 하는 재무적 규정의 적정성에 관해 분명한 규제상 이의제기를 야기한다. 이는 CCS에 

유일하지는 않고 유사한 성격이 적용되는 쓰레기 매립지와 같은 타 지역에서도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CCS에 대한 완전한 규제 시스템 보다는 저장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의 성격과 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따라서 책임을 만들기 보다는 충족하도록 고안된 재무적 보증 제도에 관한 세부적 평가는 

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한 일부 제도가 아주 다른 접근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고 예시하기 

때문에 일부 제도를 조명하는 일은 가치가 있다.  

 

                                            
161 지침은 당국이 과실의 경우에 비용을 회수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영국의 전치 규정에서 재량권은 적어도 지침에 따라 양도한 책임 및 의무에 

관해서는 부정확한 전치로 보인다.. 
162 지침서에서 위원회는 운영자가 부지에 관한 모든 관련 미처리 자료 및 문서를 인계해야 한다고 지시한다 - European Commission, Guidance 

Document 3- Criteria for the Transfer of Responsibility to the Competent Authority p. 16. 
163 [2011] UKSCA 15 
164

허위문서 범죄에 관해서는 section 83A Crime Act 1958의 사례 참조 (Victoria)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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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CCS 법률에 따른 재무적 보증 제도는 근본적으로 사업운영자의 사적인 민사 책임 청구보다는 공적 
책임을 다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8절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양도 및 이전 후에 주는 민사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해야 할지, 또는 면책을 제공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지만 그 결정을 하지 
않으면 청구인은 사업운영자가 청구를 충족할 재무적 자원 또는 유효한 제3자 책임보험을 가지고 있다고 
당연시할 것이다165. 
 
이 보고서에서 고찰한 세 관할권 각자는 비록 납세자 및 일반 정부 기금의 노출을 감소시키는 정책 
목표를 강조하는 면에서는 유사하지만 재무적 보증에 관해서 상이한 체제를 채택하였다.  놀랍지 않게도, 
각 국가 관할권 내에서 유사한 체제에서의 선례와 경험이 상이한 체제를 선택하고 고안하였고, 그리고 
나서 CCS의 특정 성격을 충족하도록 이를 채택하였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EU 내에서, 쓰레기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재무적 보증에 대한 절차는 분명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 빅토리아 주는 석유 
및 가스 산업에서 이미 사용하던 모델을 채택한 반면에 앨버타의 폐쇄 후 보호 기금(the Post Closure 
Stewardship fund)은 주의 석유 및 가스 법률에 따라 유기 정을 위해 설립한 Stewardship Fund에서 
유사점을 찾는다.  
 

 
 
EU 지침과 영국에서의 실행 
 
공적 책임에 관해서 EU CCS 지침(the EU CCS Directive)은 1999년 매립지 지침(the 1999 Landfill 
Directive)에 따라 기 개발한 재무적 모델을 따랐다 166. 이 접근 방식은 국가 당국이, 사업운영자가 처분 
운영을 하기 전에 사후관리 규정 및 폐쇄 절차를 따랐다는 것과 잠재적인 온실가스 배출 의무를 
포함하여 허가에 따른 의무를 보장하기 위해 ‘재무적 보증 등으로’ 적절한 규정을 만들었다고 만족하지 
않으면 매립 허가를 허여하지 않도록 요구한다. CCS 지침(the CCS Directive)은 EU온실 가스 배출권 
거래 지침(the EU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Directive)에 따라. 두 가지 형태의 재무적 체제, 
즉 재무적 보증 (제19조) 및 재무적 체제(제20조)를 규정한다.  
 
가. 재무적 보증 
 
제19조에 따라 저장허가의 신청인은 폐쇄 및 폐쇄 후의 의무를 포함하여 허가에 따른 의무를 충족할 수 
있음을 보증하기 위해 ‘회원국이 결정한 제도를 기반으로 재무적 보증 또는 기타 등가물’의 방식으로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재무적 보증은 부지에 대한 책임을 지침에 따라 주에 양도할 때까지 준비가 
되어야 한다.  
 
아래 표 4167 는 제19조 재무적 보증 요건이 적용되는 특정의무를 강조한다.   
 
표4: CCS 지침에 따라 재무적 보증으로 충당해야 하는 허가상 의무 
 

운영 기간 폐쇄 및 폐쇄 후 기간 

1.A 모니터링, 모니터링 계획의 업데이트 및 

필요한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1.B 모니터링, 모니터링 계획의 업데이트 및 

필요한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2.A 인체 건강의 보호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시정조치 계획의 업데이트 및 시정조치 실행 

2.B 인체 건강의 보호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시정조치 계획의 업데이트 및 시정조치 실행 

3.A ETS 지침에 따라 누출을 포함하여 부지로부터 

배출에 대한 배출 허용권 양도  

3.B ETS 지침에 따라 누출을 포함하여 부지로부터 

배출에 대한 배출 허용권 양도 

4. A 잠정적인 폐쇄 후 계획의 업데이트  4.B 저장부지 밀봉 및 주입시설 철거 

 

5.A 적격 당국에 의해 신규 저장 허가를 교부할 

때까지 주입운영 유지, 저장 허가를 철회한 경우, 

CO2 성분 분석을 포함한 위험 평가 및 등록, 

그리고 인도하고 주입한 CO2 스트림에 대한 필요한 

5.B 관계당국이 이용 가능한 요구된 재무적 

출자(FC)  

                                            
165 빅토리아 및 the UK Crown Estate 임대에서 나타나듯이 운영자에게 제3자 책임보험의 인출을 요구한다. 
166 Art 8 Council Directive 1999/31 on the Landfill of Waste참조 
167 European Commission (2011) Implementation of Directive 2009/31/EC on the Geological Storage of Carbon Dioxide, Guidance Document4: Article 19 

Financial Security and Article 20 Financial Mechanism, page 9에서 복제.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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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제19조의 용어가 수락 가능한 재무적 보증의 형태에 넓은 융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에서 상당한 재량권이 있다. 유럽 위원회 지침(European Commission Guidance)은 

CA에 기금 예치, 취소불능 신탁 기금, 조건부 발효 계좌(escrow accounts), 은행 및 기타 신용 보증, 

폐쇄 및 폐쇄 후 활동을 보장하는 선납 보험 증권, 잠재적 누출을 보장하는 책임보험 증권 및 재무적 

테스트에 근거한 사업운영자의 자체보증을 포함하여 몇 가지 가능성 있는 선택 안 논의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다른 형태를 논의하였다 168 . 이 문서는 계속해서 회원국이 적절한 증서 형식을 평가하는데 사용 

가능한 기준에 대해 조언한다.  

 

• 확실성 – 회원국의 법률 체계상 유효한 증서인가? 재무적 보증의 통제를 부여하는 곳은 사업운영자, 

국가 당국 또는 제3자 중 누구인가? 사업운영자가 파산한 경우, 보호가 되는가? 

 

• 보증 금액– 예를 들면, 보증 금액이 사업운영자의 재무상태에 의존하는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만기가 되는지, 그래서 부지를 조기에 폐쇄할 경우, 이용 불가능하게 되는가? 

 

• 유동성 – 자금을 얼마나 쉽게 이용 가능한가? 

 

• 기간 – 증서를 얼마나 자주 갱신해야 하는가?  이를 허가의 기간과 비교하면 어떠한가? 

 

• 필요한 조정을 목적으로 한 융통성– 예를 들면, 재무적 보증 금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증서를 

쉽게 조정할 수 있는가? 

 

지침은 평가한 누출량 및 추정 의무 비용을 고려하여 보증의 기간에 대한 조정을 허용하여 추가로 

융통성을 제공한다. 법률에 조정에 대해 명시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았지만 위원회는 비록 높은 

인플레이션 기간에는 더 잦은 조정이 요구되지만, 운영 중에는 매 삼 년에서 오 년마다, 그리고 폐쇄 

후부터 양도 때까지는 오 년마다 조정을 제안한다169. 위원회는 회원국이 사업운영자에게 계획한 저장의 

최종 크기를 기준한 재무적 보증 금액을 요구하기보다 단계에 따른 재무적 보증 허용을 고려하기를 원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입을 진행하는 대로 의무를 보장하기에 충분한 재무적 보증 금액을 

승낙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재무적 보증으로 보장하는 의무는 EU배출 허용권의 미래 가격에 대한 

예측이 관여되는 EU 배출권 거래 체계(the EU Emissions Trading Scheme)상으로 누출에 따른 회계에 

관한 잠재적 책임을 포함한다. 하지만, 위의 제7절에서 논의한 대로 지침서(the Guidance Document)는 

단계 및 위험 기준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배출권 거래 책임에 관한 보증의 비현실적인 규정을 피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잠재적인 융통성에도 불구하고 EU 접근 방식의 양상은 비평을 받을 수 있다. 위에서 말한 대로 매립지를 

위해 개발한 As mentioned above, it was clearly inspired by the EU 모델의 선불 방식 재무적 보증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 분명하고 이는 CCS 업계에서 자금력이 풍부한 회사부터 수입 흐름이 중단된 후에 

추후의 정화 및 복원을 위해 충분한 자금력을 가질 수 없는 소규모 폐기물 회사까지 전과는 아주 다른 

범위의 운영자들을 볼 수 있어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 더구나, 지침의 일부가 유연한 접근 방식을 

옹호하기는 해도 필요한 재무적 보증을 계산하기 위한 가능성 접근 방식의 사용을 거절하기도 한다. 

 

“FS보장 금액을 결정하는데 “기대 가격”기법의 사용은 피해야 한다. 그 기법은 시정조치 비용, 배출 
허용권 양도, 부지의 임시 운영 등의 발생이 불확실한 비용에 대해 가능성 가중치를 적용한다. 아주 
낮은 가능성이 있는 사고에 그 기법을 적용할 때의 문제는 기대 가치 결과치가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 
FS를 통해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기에 지나치게 적다는 점이다..”170 

 
각 부지의 각 사업운영자가 대형 손실의 매우 낮은 가능성에 대해 지침에 의해 보장하는 최대 책임에 
대한 선급 보증을 함축하기 위해 이를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자금 분야에서 보증 또는 기타 

                                            
168 전게서 p 4-7 
169 전게서 p 22-23 
170 EU Commission Guidance Document No 4 section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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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금융비용(연간 수수료로 보증 금액의 1 – 2%)은 프로젝트의 전체 수명기간에 
걸쳐 상당한 가외 비용이 된다. 더구나, 지침은 재산 또는 신체 손상에 대한 민사 책임 등의 책임은 
다루지 않으나 이는 일반 대중이 가장 큰 관심사항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국가 규제국은 아래에 논의한 
Dutch ROAD 프로젝트의 경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더 현실적이며 알맞은 접근방식을 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S에 대해 정치적 저항이 있는 국가들에서 기법의 반대자는 사업운영자에 대한 
비용 부담이 계속하기를 그만두게 하기에 충분히 높게 할 수 있는 엄격한 요건 적용으로 밀고 나갈 수 
있다171. 
 
2011년 영국 이산화탄소에 관한(면허 종료 등) 규정 (Carbon Dioxide (Closure of Licensing) Regulations 
2011)은 주로 지침의 문구를 반영하였지만 규정 1 은 재무적 보증이 (가) 은행 계좌 또는 기타 자산에 
청구, (나) 금전 예치, (다) 이행보증서 또는 보증, (라) 보험증권, (마) 신용장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포함한다’는 용어의 사용은 기타 형식의 재무적 보증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나. 재무적 체제  
 
제20조는 사업운영자의 양도 후 책임/의무에 관계되며 사업운영자가 책임 양도가 일어나기 전에 최소 
삼십 년간의 모니터링에 대한 예상 비용을 충당할 재무적 출자를 하기를 요구한다.  제20조에 따르면,  
 

“이 재무적 출자는 관계 당국이 책임의 양도 후에 CO2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지중 저장부지에 
저장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책임의 양도 후에 부담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재무적 출자는 위원회 지침서(the Commission Guidance Document)에 따르면 지침(Directive) 의 양도 
규정에 따라 주에 양도한 여하한 종류의 책임(모니터링, 시정조치, 배출권 거래 지침(the Emissions 
Trading Directive)에 따른 배출 허용권 양도, 및 환경책임 지침(the Environmental Liability Directive)에 
따른 예방 및 복구)도 포함할 수 있다172. 이는 제20조 자체가 완전하고 영원한 CO2 저장을 보장하는데 
관여된 비용만을 언급하기 때문에 지침을 지나치게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배출 허용권 양도 
비용 및 환경책임 지침(the Environmental Liability Directive)에 따른 복구 및 보상 대책에 관련된 비용은 
범주에 해당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다시 말하지만, CCS 지침(the CCS Directive)은 회원국에게 사업운영자가 제공해야 할 출자금액에 대해 
삼십 년간의 폐쇄 후 모니터링 비용을 조건으로 하여 폭넓은 재량권을 허여한다. 이는 관여된 비용의 
일부 도는 위원회 지침(the Commission Guidance)에 따라 비용 전액을 충당할 수 있다173. 
 
면허의 종료에 관한 영국의 실행 규정은174 출자 금액에 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 국무 장관은 
당국이 사업운영자에게서 폐쇄 후 예상 비용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간주하는 재무적 출자 금액과 
형태를 결정해야 한다. 해당 금액을 결정하는데 있어 장관은 지침 제20(1)조에 제시한 항목을 고려해야 
하고 사업운영자에게 제안에 대해 진술할 수 있는 이십팔 일의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규정은 
국무장관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에 대해 규정하지 않으며 이는 사법적 재 심리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지침과 영국의 실행 규정은 저장 면허의부여 조건으로 제3자 책임보험을 언급하지 않지만, 영국의 연안 
저장 사업운영자는 왕실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임대를 취득해야 한다. 주 임대차(Master Lease)는 

                                            
171 연안 저장 프로젝트에 관해서, 재무적 보증 문제는 Deep Water Horizon 호 사고 후에 연안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해 책임과 적절한 재무적 

보장에 관한 현재의 일반적 관심의 배경에 대해서 보았다. EU내에서는, the 2013 Directive 2013/3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June 2013 on safety of offshore oil and gas operations and amending Directive 2004/35/EC는 the Environmental Liability Directive를 일반적으로 

해수까지 확대하고, 비록 유럽의회가 의무적인 재무적 보증을 요구하였지만, 지침은 연안 석유 및 가스 운영을 면허할 때에, 그 중에서도, “국가의 

법이 해당 책임을 규정한 경우, 경제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여, 문제의 연안 석유 및 가스 운영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재무적 보증을 포함한, 신청인의 재무적 능력;” (Article 4.2 (c))을 고려하도록 회원국에게 맡긴다. 하지만, the Directive the European 

Commission to deliver a report by 31 December 2014 on the availability of financial security instruments (art 39.1), and the Commission has commissioned at 

least one major study –De Smedt Kristel et al (2013) Civil Liability and Financial Security for Offshore Oil and Gas Activities Final Report Maastricht 

European Institute for Transnational Legal Research참조.  의무적 재무적 보증을 요구하는 the Australian response to the June 2010 Report of the 

Montara Commission of Inquiry with the Offshore Petroleum Greenhouse Gas Storage Amendment (Compliance Measures No. 2) Act 2013 (section 

571(2))참조. 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규정을 2014년3월까지 만들 계획이었지만 아직 논의 중이다. the Department of Trade October 2013 Policy 

Statement on Financial Assurance and draft regulations 에 대해서는 http://www.ret.gov.au/resources/upstream_petroleum/openvironment/Pages/index.aspx 

참조 
172 전게서, p 42 
173 출자’라는 용어는 전체 비용보다는 부분 보장만을 함축한다는 법적 논쟁이 있을 수 있다. 
174 The Storage of Carbon Dioxide (Termination of Licenses) Regulations 2011 reg 10 

http://www.ret.gov.au/resources/upstream_petroleum/openvironment/Pages/index.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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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자가 제3자 및 공적 책임과 탄소 저장 기반시설의 물리적 손상에 대한 보험을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왕실 자산관리공사는 매 삼 년마다 보험 보장을 검토하여 사업운영자에게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잇는 추가 요건을 통지할 권리가 있다.175  

 

다. 프로젝트 수준의 경험 

네덜란드의 ROAD 프로젝트는 현재까지 프로젝트의 허가 절차에 관한 보고서에서176, 재무적 보증의 범위 

안에 어떤 활동을 포함시킬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자체 경험의 개요를 제시하였다. 프로젝트는 이 절차의 

일부로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활동과 우발적인 활동을 지도로 작성”하고 “사업운영자가 파산하는 경우, 

현재 조건에서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 어떤 활동이 필수적인지, 아니면 프로젝트를 포기해야 하는지, 

그리고 관계당국이 프로젝트를 인수할 경우,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 177를 포함해서 몇 가지 범주를 

참조하여 이를 평가하였다. 이 과정의 마무리에서 프로젝트는 모니터링, 우발 사태 모니터링, 포기, 

재무적 출자 및 누출 시 배출 허용권 비용 등이 적절한 보증 수준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문제라고 결론을 

내렸다.  

 

ROAD는 제19조의 요건과 프로젝트가 지도로 만든 위험을 충족하기에 적합한 증서의 결정에 관해서는 

관계당국이 프로젝트의 모회사로부터 모회사 보증을 받기로 성공적으로 협상하였다. 프로젝트는 이 

유형의 보증은 사업운영자나 모회사가 필요한 비용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는 

사유로 관계당국이 은행보증 증서를 선호하는데 대해 우려를 제기하였다. 이와 같이 은행보증은 

“관계당국에게 최소한의 추가보증을 제공하거나 전혀 제공하지 못한다”. 관계당국은 위험 평가 및 허가 

상으로 발생하는 추정 비용에 대한 정기적인 조정 및 변경을 요구조건으로 하여 이 접근 방식을 

받아들였다.  

 

 
 

빅토리아 

 

빅토리아는 몇 가지 다른 핵심 체제를 채택하여 상당히 다른 모델을 채택하였다. 저장허가 보유자는 

2008년 온실가스 저장법(the Greenhouse Gas Sequestration Act 2008) section 218 에 따라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온실가스 저장의 운영의 결과로 필요할 수 있는 복원 작업, 정화 작업, 또는 오염방지 

작업을 하기 위해 명시된 금액의 지불을 보증하며 장관이 받아들일 수 있는 증서인” 복원 보증을 득해야 

한다. 규정은 장관이 보증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간주하는 경우, 보증금액을 인상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제공하였고 보증은 사업운영자가 필요한 복원 및 기타 작업을 수행한 경우에 반환하거나 

해제해야 한다. 복원 보증 체제는 1998년 석유 법(the Petroleum Act 1998)에서 이미 볼 수 있으며 이는 

사업운영자에게 운영 전에 유사한 보증을  (은행에서)인출하도록 요구한다. 

 

법은 또한 허가 보유자가 “온실가스 물질 유출의 영향을 정화 또는 기타 복구하는데 관련된 지시사항의 

준수 비용”을 포함한 운영에 관계된 비용에 대한 보험을 취득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section 

218). 다시 말하자면, 석유 법(the Petroleum Act)에서 선행조건을 볼 수 있고, 이 법은 사업운영자가 

책임 및 비용에 대한 유사한 보험을 인출하기를 요구하고, 환경보호 당국은 매립지 운영자에게 면허를 

신청할 때에 제3자 책임보험을 인출하기를 요구한다.   

 

허가보유자는 장기 모니터링 및 검증 비용에 관해서, 장관이 총 예상비용의 백분율로 정한 연간 
분할납부 금액을 장관에게 지불해야 한다(section 112). 이론상 복원 보증은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지만, 
정부는 법률을 전개하면서 보증이 일반적으로 특정조건을 충족하였을 때에 명시한 시간이 종료되어야 
환불하고 보증은 장기 모니터링 및 검증 비용으로 적합하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접근방식을 
거부하였다.178  이 체제의 효과성은 분명히, 수수료의 균등한 분산을 확보하고 운영 종료에 대해 부당한 
대못을 피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장기 검증 및 모니터링 비용을 예측할 수 있느냐 하는 
능력에 달려있다. 하지만, 폐쇄 후에 그리고 양도 전에 출자액을 지불하는 EU재무적 체제에 대비되는 이 

                                            
175 Clause 3.14 Crown Estate CO2 Master CO2 Storage Lease, footnote 53 supra 
176 Permitting Process: Special report on getting a CCS project permitted, Maasvlakte CCS Project C.V., January 2013,은 

http://www.globalccsinstitute.com/publications/permitting-process-special-report-getting-ccs-project-permitted (Accessed 28 July 2014)에서 입수 가능. 
177 전게서, at page 52. 
178 Department of Primary Industries (2008), A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Long-term Underground Geological Storage of Carbon Dioxide in Victoria, 

Discussion Paper January 2008, para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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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식은 저장 사업 운영자에게 수입 흐름이 있는 때에 연간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는 장점이 똑 
같이 있다. Under the EU 체제에서는 수입 흐름이 중단된 후 수년 후에 출자를 해야 하고, 사업운영자가 
저장사업을 위한 비용에 정부가 요구하는 우발적인 출자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면(그리고 양도 절차를 
시작할 때까지 정확한 요구 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기금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끝으로 사업운영자는 주입한 온실가스 물질의 양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고(section 224) 왕실 
토지가 관여된 경우, 토지 점유에 대해 장관에게 임차료를 지불해야 한다(section 227). 정부는 법 
제정에 관한 토론에서 이 수입을 주에 양도된 폐쇄 후 장기 모니터링, 검증 및 복원 비용의 자금조달을 
돕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179  하지만, 법률 자체는 임대료 및 로열티 수입에 대해 제한을 
하지 않았다.  
 
사업운영자가 보증의 예치, 보험 유지 또는 분할납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 벌금을 내야 하고 장관은 
허가를 취소할 권리가 있다(section 175). 
 

 
 
앨버타 
 
앨버타는 비록 폐쇄 후와 관련하여 주가 너무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하려는 기본적인 목표는 
여전하지만 완전히 다른 접근방식을 채택하였다. 사업운영자는 자체로 재무적 체제를 정립하기 보다는 
Post-closure Stewardship Fund에 지불해야 하며180, 이 펀드는 2000년 광산 및 광산물 법(the Mines 
and Minerals Act) 2000 section 122에 따라 설립되었다. 규정에 따르면, 저장한 CO2 1톤당 수수료를 
펀드에 지불해야 하지만 규정은 실제 수수료는 장관이 정하게 하였다. 이 펀드는 ‘장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며’181, 장관은 ‘펀드의 목적을 위해’182펀드로부터 지불할 수 있고 이 목적은. section 122(2)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 저장한 CO2의 모니터링 
 
• 책임의 양도 후에 왕실이 맡은 여러 환경 법에 따른 의무 수행 
 
• 고립된 시설에 관련된 비용 
 
• 규정에 게기한 기타 비용. 
 
사업운영자로부터의 징수액으로 자금을 조달한 Stewardship Fund 모델은 분명히 석유 및 가스 
보존법(the Oil and Gas Conservation Act) Part 11에 따라 설립한 Orphan Fund 의 사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편드는 orphan wells (유기 정) 및 기타 시설의 유기 및 복원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설립하였고 
사업운영자로부터의 징수액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현재 이 규정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처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설로 확대하였다.183. 
 
Stewardship 펀드는 규정을 달리 만들지 않는 한, 양도 후에 CO2를 소유한 결과로 왕실에게 부과된 
민사 채무를 지불하기 위해서, 아니면 section 121(2)에 따라 사업운영자에게 제기된 청구(들)에 관해 
왕실이 하는 면책과 관련해서 사용할 수 없다. Stewardship Fund로부터의 면책 비용 배제는, 
사업운영자가 지불해야 할 수수료를 경감시키고 이에 CCS를 장려하도록 돕기 위한 의도적인 정책 
결정이었다.  2013년 규제 체제 평가(the 2013 Regulatory Framework Assessment)는 이 지속적인 
배제를 승인한 184  반면에, 앨버타 온실가스 계획에 따른 크레디트(대변 기입) 조정에 관련된 채무는 

                                            
179 전게서 15.4. 
180 Regulation 20 of the Carbon Sequestration Tenure Regulation 2011 
181 Section 122(4) 
182 Section 122(6) 
183 Oil and Gas Conservation Act s 68(vii)(3). 
184 Alberta Government (2013)  Carbon Capture and Storage Regulatory Framework Assessment Conclusion 9. 하지만, 완전한 의견 일치는 없었다. 

One industry member of the Regulatory Working Group 의 한 업계 구성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에 대해 광산 및 광산물 법(the Mines and Minerals 

Act)에서 폐쇄 후 면책은 없어야 하지만 이를 계속해야 한다면 일반 대중의 비용 부담을 막도록 Stewardship Fund가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합 구성원도 면책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Stewardship Fund가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Appendix D RFA Issue 

Recommendation Documents, D1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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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wardship Fund가 해당 비용을 충당하도록 허용한 것을 제외하고, 양도 시에 왕실이 인수하기를 
권장하였다.185  
 
앨버타에서 설립한 것과 같은 Stewardship Fund 설립은, EU 계획에 포함된 개별화된 보증제도에 대한 
일부 이의제기를 피할 수 있고 일반적인 정부 자원을 부당한 노출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자체적인 문제가 있다. 펀드를 공동출자 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에 그리고 공동출자 협정에 관해서 
높은 기준의 사업운영자는 낮은 기준의 운영자에 의해 부과된 비용에 대한 출자를 종결할 수도 있다. 
이는 특히 전반적으로 정액 수수료를 부과할 때에 그러하다. RFA는 각 프로젝트의 의무의 위험과 비용에 
대해 계산하여 각 프로젝트에 수수료를 설정하도록 권고하여 어느 정도는 이 문제를 다루었다.186 수수료 
계산 방법은 현재 개발 중이다.  

 

 
 

잠재적 책임 당사자의 확대  

 

직접 관련된 사업운영자가 충분한 재정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 국고에 대한 잠재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조금 다른 체제는 잠재적인 책임 당사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이다. 세 관할권 

모두에서 이 접근방식의 사례가 있다.  

 

빅토리아 환경 법(the Victoria Environmental Protection Act)에 의해 토지 점유자, 오염을 일으키거나 

발생하도록 허용한 자, 아니면 산업 폐기물을 유기 또는 투기한 것으로 보이는 자를 포함한 몇몇 

당사자들에게 section 62A에 따른 오염 정화 지시를 교부할 수 있다. 두 범주의 후자에 관해서는 

관련자가 해당 회사의 자회사, 관계회사 또는 관계 법인이고, 187 회사가 활동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며 

합리적인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그 회사에 해서도 통지를 지시할 수 있다. 위의 제 7(4)(b) 

절에서 주목한 바와 같이, 환경보호국(the Environment Protection Authority)이 정화작업을 한 경우, 그 

비용을 오염을 야기한 자 및/또는 소유자, 임차인 또는 장래 매수자를 포함한 관련 토지 점유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앨버타 환경보호 법(the Alberta Environment Protection Act)은 법률이 적용되는 활동을 하는- 정, 광산, 

및 기타 특정 공장의 ‘작업 이해 관계 참가자’를 포함하기 위해 법 section 134에 따라 광범위한 정의를 

한 용어인- ‘운영자’에게 환경보호 명령(Environmental Protection Orders)을 교부할 수 있게 허용한다. 

‘작업 이해 관계 참가자’는 소유권에 관련된 협정에 따라 문제의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 또는 

지배하는 자를 말하도록 정의한다. (section134(j)). 

 

연안 석유 및 가스 시설의 폐정을 다루는 영국 법률은 더 나아가서, 1998년 석유법(Petroleum Act) 

section 30 은 국무장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또는 이들 모두에게 유기 프로그램 제출을 요구하는 

통지를 교부할 수 있게 허용한다.  

 

•시설 또는 시설의 주요 구조물을 관리하는 자  

 

• 지역 내의 시설로부터 수행하는 석유 또는 가스 개발권리를 가진 자  

 

• (b)항에 해당하는 자라는 이유로 권리에 관해 공동 운영 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의 당사자가 된 자 

 

• 대출에 대한 보증 이외에 시설에 대한 시설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 

 

이 유형의 규정은 폐정 비용에서 재무적 노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정부에게 분명히 매력적이지만 

실제로는 연안 자산의 자금조달 및 차환에서 문제를 제기한다.새로 생겨난 CCS산업에 대한 유사 규정 

적용은 잠재적인 민간 부문 자금조달 및 투자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185 전게서 Recommendations 65 및 66 
186 전게서 Recommendation 54 
187 ‘관련 법인’ 및’관계법인’ 이라는 용어는 호주 회사 법(the Australian Corporations Act)에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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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 보고서에서 참조한 판례법 및 법률 

 
판례법 
 
Allen v Gulf Oil Refinery [1981] AC 1001 

 

Attorney-General v PYA Quarries [1957] 1 All ER 894 

 

Australian Provincial Assurance Ltd v Coroneo (1939) 38 SR (NSW) 700 

 

Bank of New Zealand v Greenwood [1984] 1 NZLR 525 

 

Billerud Karlsborg v Naturvardsverket – Case C-203/12,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17 October 2013 

 

Bocardo SA v Star Energy UK Onshore Ltd [2011] 1 AC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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