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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제법 체계는 주권국가가 국경 안팎의 자연환경을 보호하라고 요구하지 않는
다. 이는 국가가 그들 행동의 재앙적인 환경적 결과를 고려할 뿐 반드시 회피할 필
요는 없다는 걸 의미한다. 여기에는 엄청난 재량권과 도덕적 책임이 개입되어 있지
만 법적 의무는 전혀 없다. 협상된 조약과 국제법의 기본원칙만이 그것을 바꿀 수
있지만, 지금까지 모든 조약은 집행 부족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약해서 지구에 대
한 공동 책임의 논리로 국가들을 촉구할 수 없었다. 이를 위해서는 지구를 위해 신
탁 관리를 하는 쪽으로 의도적이고 과감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현재 지구는 법적 지위가 없다. 지구는 보호받을 필요가 없는 당연한 존재로 간주된
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 모두는 중요한 행성 시스템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고 있다(대기, 바다, 지구 생물 다양성). 우리는 또한 국가 간 협상에 따른 보호 노
력이 그리 잘 작동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다음 단계는
국가 간의 정치적 타협에 의존하기보다는 국가 자체의 신탁 관리 의무를 설정하는
것이다. 주권국가는 자국의 영토, 국경을 넘는 생태계 및 지구 전체를 파괴할 정도
의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인간 행성 지배 시대(인류세; Anthropocene)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지구환경 위기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로부터 물려받은 국가 주권의
개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권리와 책임의 개념으로서의 주권 개념을 선
진화해야 할 때다. 자기결정권과 불간섭 권리는 인권과 지구에 대한 책임으로 보완
되어야 한다.
삶의 공동체를 위한 관리(stewardship)나 후견(guardianship)의 윤리는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기초적인 개념 중 하나이다. 그것은 세계 종교의 가르침과 원주민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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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에 내재되어 있으며 인류 문화유산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현대 법률로 번역된 관
리자의 윤리에는 신탁 관리(trusteeship)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그것의 규범적 근거
는 생태계의 무결성(integrity)을 보호하는 의무다.
이 의무는 1982년 세계자연헌장부터 2015년 파리기후협정1)에 이르기까지 25개가
넘는 국제협정에 표현되어 있다. 예를 들어, 1992년 리우 선언의 원칙 7이 규정하
는 바와 같이 ‘국가는 글로벌 파트너십 정신에 협력해야 한다’2)
지구 신탁 관리에 대한 법적 논쟁은 모든 문화에 공통된 윤리와 많은 국제협약에 표
현된 국가들의 기본적 의무에 근거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구 신탁 관리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능하며 운영이 그리 어
렵지 않다는 사실을 각국 정부들에게 납득시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은 세계 공동체를 둘러싼 공론화다. 기후변
화가 우리 시대의 가장 긴급한 문제가 되면서 (주로 전세계 젊은이들의 강력한 항의
에 힘입은 바)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시민들은 급진적 행동을 정당
화하는 대신, 정부를 무력한 존재라 보고 있으며,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정부의 게
으른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다. 기후협정을 협상하는 것보다 더 급진적인 조치가 필
요하다.
주권국가의 정당성은 시민을 위해 그리고 시민을 대신하여(on behalf of) 행동하는
기능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서는 피지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3) 따라서 정부 의무는
시민에 대한 수탁자의 의무로 이해될 수 있다.4) 이러한 수탁자의 의무는 일반적으로
공법5)에서 인정되고, 관습법 및 민법(형식과 정도는 다양하다6))에 존재하며, 국제
1) R. Kim, R. and K. Bosselmann, “Operationalizing Sustainable Development: Ecological Integrity
as a Grundnorm in International Law”, Review of European,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24:2, 2015, 194-208.
2) The Next Step: Earth Trusteeship, Address to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pril
2017, p. 2/3 http://files.harmonywithnatureun.org/uploads/upload96.pdf
3) J. Locke: “(G)overnment is not legitimate unless it is carried on with the consent of the
governed” (R. Ashcraft (ed.): John Locke: Critical Assessments, Routledge, 1991, 524).
4) E. Fox-Decent, Sovereignty’s Promise: The State as a Fiduciary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2012; T. Frankel, “Fiduciary Law” (1983) 71 Calif Law Rev 795.
5) 헌법, 행정법, 형법, 환경법을 포함한다.
6) 예를 들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원주민들과 지역민은 그들을 공공 신탁으로 인정하고 있
는 반면, 유럽의 대륙 국가들은 개인과 정부 사이의 수탁 관계를 가정하기 위해 더 근본적으로 공
공법에 의존한다.

PLZ Forum for Ecozoic Era 2020
Development, Environment and Peace Nexus (DEEPEN): Peace Making in Borderlands

<제4세션> 자연과 조화를 위한 다양한 접근법과 평화와 발전의 관계

법7)에서도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국가의 수탁자 기능은 신탁 관리 기능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8)
적어도 잠재적으로, 국경을 넘어서는 신탁 관리의 유용성에 대한 흥미로운 예는 한
반도 비무장지대(DMZ)다. DMZ는 지난 67년 동안 겪었던 고립과 개입의 부족으로,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된 온대 서식지 중 하나가 되었다. 그 결과 현재는 멸종 위기
에 처한 여러 식물과 동물을 포함하여 5,000여 종 이상이 서식하는 지역이 되었
다.9)
비록 DMZ가 현재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진 않지만(2012년 신
청했으나 지정되지 못 했다10)), 최근 DMZ에 접해 있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생
물 다양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11) PLZ 포럼과 같
은 최근의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노력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유네스코 생물권 보
호구역 지정을 남북한이 공동 신청한다면 매우 유리할 것이다.
한국전쟁의 결과물이었던 DMZ에서 주권이라는 주제는 예민한 주제다. 그러나 DMZ
보호의 중요성은 남북한의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남북
한이 DMZ의 공동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더 큰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가가 그들의
이기심을 제한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일이 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두 나라의 국민들은 파워게임으로 인한 적대감으로부터 더 보호받을 것이다.
공동

신탁

거버넌스의

평화공원으로써,

DMZ는

세계

평화에

대한

약속

(commitment)뿐만 아니라 지구 신탁 거버넌스에 대한 약속도 상징할 것이다. 남북
한은 자국민뿐 아니라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인류를 위해

7) M. Blumm and R. Guthrie, ‘Internationalizing the Public Trust Doctrine’ (2012) 45 UC Davis L
Rev 741; H. Perritt, ‘Structures and Standards for Political Trusteeships’ (2004) 8 UCLA J Int’l
L & Foreign Aff 391; E. Brown Weiss, ‘The Planetary Trust: Conservation and
Intergenerational Equity’ (1984) 11 Ecology Law Q 495
8) P. Finn, ‘The Forgotten ‘Trust’: The People and the State’ in Malcolm Cope (ed), Equity:
Issues and Trends (The Federation Press, 1995) 131-151.
9) Claire Harbage “In Korean DMZ, Wildlife Thrives. Some Conservationists Worry Peace Could
Disrupt it.” (20 April 2019) National Public Radio <www.npr.org>
10) Mok Jeong-min “UNESCO Denies Designation of DMZ as Biosphere Reserve” (13 July 2012)
The Kynghyang Shinmun <khan.co.kr>
11) Ko Dong-hwan “South Korean Border now UNESCO Biosphere Reserves” (20 June 2019)
The Korea Times <koera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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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할 것이다.
국경을 넘어서는 신탁 관리는 환경보호가 국경선에서 끝난다는 전통적인 규칙을 깨
뜨린다. 지구 생태계의 무결성 보호는 국제적인 관심사만큼이나 국내적 관심사임에
틀림없다. 사실, 국가가 아닌 지구의 복지가 환경보호의 정도와 질을 결정해야 하며,
이러한 지구 중심적 관점은 국가에게 국경을 뛰어넘는 지구 신탁 관리의 논리를 강
제한다.
2019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역사의 옳은 편이 서고자
하는 세계 지도자들은 지구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12) 그렇게 하는 것만이 현 상
황을 바꾸고 지구생태 붕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러한 리더십이 필요하
다. DMZ의 국경 간 신탁 거버넌스는 세계 평화와 세계 리더십을 상징하는 매우 상
징적인 신호를 형성할 것이다.

12) The Guardian, 23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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