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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글은 한‧일공동개발협정의 종료 후 동중국해 질서를 현상과 규범의 측면에서
전망해 보고 한‧일 협력체제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동중국해의 미래를
대비한 한국의 정책과제에 접근해 본다. 협정 종료 후 동중국해는 현상 측면에선 중
국의 개입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중‧일의 자원을 둘러싼 잠재적 갈등가능성이 증
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가들이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행위규범을 성실히
준수할 경우 여하한 자원활동이 동결되는 상황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종래 국내에선
일본이 협정의 종기에 맞춰 동 협정을 파기할 것이란 평가가 대체적이었다. 그러나
앞서 전망을 토대로 동중국해에서 일본의 현상유지 이익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일본이 이와 같이 협정을 단번에 파기할 실익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는 곧
한국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협정 체제를 유지‧발전시키거나 다른 제휴를 모색할 가능
성도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은 동중국해의 대륙붕 질서가 변동하는 과도기에 대비해
다양한 전략적 고민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열어갈 가능성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 이 글은 拙稿, “2028년 이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체제는 지속 가능할까”, 국제법현안 Brief 2019-제14호
(2019. 10. 22)를 중심으로 2020년 국제해양법학회‧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신년학술세미나(2020. 1. 31) 및
2020년 국립외교원 외교관 후보자 특강(2020. 5. 11)에서의 발표내용을 정책연구논문 형태로 구성한 것입니다.
이 글은 필자의 기존 학위논문(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행사와 분쟁해결, 법학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
교 (2019. 8)) 및 발표문(“경계미획정 수역에 대한 규율체제의 한계는 극복될 수 있는가: 협력과 자제 의무의
해석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제법평론회 동계학술대회: 국제법의 새로운 이슈를 찾아서』(2019. 12. 7),
pp.1-30)의 내용도 일부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종전의 문제의식을 보다 발전시키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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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검은 진주의 꿈을 안고 1978년 발효된 한‧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하 “협정”)1)
체제는 1993년 한‧일 양측 조광권자의 조광권 반납 후 사실상 휴면상태를 이어왔
다. 그러던 2020년 초 한국 정부가 한국석유공사를 한‧일공동개발구역의 조광권자
로 지정하고 일본 정부에 공동개발 재개를 요청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왔다.2) 협정
의 종료 가능 시점3)인 2028년을 10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 들려온 위 소식은
세간의 기대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그간 공동탐사‧개발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오던 일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협정 체제의 재가동이 마냥 낙관적
인 것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협정 체제의 재가동 여부나 2028년 이후 존속 여부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최대한 이
른 시기에 협정 체제가 종료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향후 정책방향을 고민해야
할 시점임이 분명해 보인다. 나아가 그 전제로서 협정 종료 후 펼쳐질 수 있는 동
중국해의 미래를 최대한 예상해 볼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그간 국내에서는 협정 체결 후 변화된 대륙붕에 관한 국제규범하에서 일본이
2028년 이후 더 이상 협정 체제를 유지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이었던 것
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협정 체결의 근간이 된 북해대륙붕사건(1969)에서 설시
된 대륙붕 규범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하 “협약”)4) 체제에 들어오면서 변화
를 맞았다. 이로 인해 일본 역시 협정 이행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왔을 뿐 아니라
당초 합의된 50년의 존속기간 도과에 맞춰 협정을 종료시킬 것이란 인식이다.5) 물
1)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합의의사록 및 교환각서 포함)
(조약 제645호). 영문명은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concerning Joint
Development of the Southern Part of Continental Shelf adjacent to the Two Countries, with
Agreed Minutes and Exchanges of Notes. 1974년 1월 30일 서명(서울), 1978년 6월 22일 비준서 교환
(동경), 같은 날 발효. 최초 한‧일공동개발구역은 9개 소구역(subzone, 이하 “소구”로도 약칭)으로 나뉘어 있었
으나 추후 1987년 8월 31일자 교환각서(조약 제930호)를 통해 6개 소구역으로 변경되었다.
2)“제7광구 34년 만에 재추진 … 한국의 마지막 승부수”, 『KBS News』, 2020. 3. 19; “다시 피어오를까, 제7광
구의 꿈”, 『중앙일보』, 2020. 6. 5.
3) 협정은 2028년 6월이 되면 발효 50년을 맞는다. 한‧일 양국은 3년 전 서면통고로써 최초 50년 기간의 종료
시 혹은 그 후 언제든지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제31조 제2항·제3항). 따라서 현시점에서 2028년 6월부로
협정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협정 발효 후 최초 50년이 되는 위 시점은 엄밀히 “종료 가능 시점”이라
표현할 수 있다. 한편 2028년 6월부로 협정을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3년 전 서면통고가 필요하므로 일방의 “종
료통고 가능 시점”은 위 2028년 6월로부터 역산하여 3년 전인 2025년 6월이 된다.
4)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년 12월 10일 채택(몬테고베이), 1994년 11
월 16일 발효. 한국은 1983년 3월 14일 서명, 1996년 1월 29일 비준서 기탁, 같은 해 2월 28일 발효. 일본
은 1983년 2월 7일 서명, 1996년 6월 20일 비준서 기탁, 같은 해 7월 20일 발효. 중국은 1982년 12월 10
일 서명, 1996년 6월 7일 비준서 기탁, 같은 해 7월 7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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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이러한 이해는 법적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필자의 시각에선 다소 다른 차원의 접근도 가능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한
‧일관계의 맥락을 넘어 한‧중‧일 간 관계에서 동중국해 전체를 조망해 볼 경우 협정
의 종료는 일본에게도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협정의 대상수역 내 대륙
붕에 대해서는 중국 역시 그 권리 주장을 펼쳐 왔으며, 협정의 종료는 동중국해에
서 한‧중‧일의 자원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여지도 있다. 중‧일 간 동중국해 자원개발
과 첨각(尖閣)제도‧조어도(釣魚島)의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을 안고 있는
일본에겐 현상유지 측면에서 협정의 종료에 따른 중국의 개입과 자원갈등의 격화는
그다지 반길 만한 일이 아니다. 한편, 규범적 측면에서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일방
적인 자원탐사‧개발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협약의 초안
자들은 경계미획정 상황에 직접 적용을 예정하여 협약 제74조 제3항과 제83조 제
3항을 마련해 두었다. 그간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과 가나-코트디부아르 사
건(2017)에서 다루어진 동 규정들의 해석‧적용 문제는 협정 종료 후 경계가 획정되
지 않은 동중국해에서 일방의 자원활동에도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다. 비록 두 건
의 판례가 연속성 있는 법리전개를 보여주진 못하였으나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자원
활동에 관한 현재의 해석론을 최대한 도출해 보고, 협정 종료 후 동중국해의 미래
에 대한 전망과 향후 한국의 정책설정에 적절히 적용 또는 활용해 볼 필요도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협정 종료 후의 동중국해 질서를 현상적‧규
범적 관점에서 전망해 보고 한‧일 협력체제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동
중국해의 미래를 대비한 한국의 과제에 접근해 본다. 우선 현재 동중국해의 대륙
붕 질서를 한‧일관계와 중‧일관계의 두 축으로 나누어 살펴본 다음 현상 측면에서
협정 종료 후 동중국해의 미래를 전망해 본다. 이어 규범 측면에서 경계미획정 수
역에서의 행위규범인 협약 제74조 제3항 및 제83조 제3항에 관한 해석론과 판례
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협정 종료 후 동중국해에서의 일방적인 자원활동 가능성
문제를 검토한다. 끝으로 동중국해의 큰 틀에서 한․일 협력체제의 지속가능성 문제
를 살펴보고 현시점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방향과 과제들을 제시해 본다.
물론 협정 체제의 운명이나 협정 종료 후 동중국해에서 한국이 나아갈 방향은
국제법적 분석을 넘어 다양한 논의가 가능한 영역이다. 그러나 “어차피 종료될 협
정”이란 인식은 한국이 협정 체제의 재개나 향후 존속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
5) 대표적으로 얼마 전 작고하신 원로 국제법학자 故 김찬규 교수는 과거 한 언론기고에서 다음과 같이 평한 바
있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50년이다. 체결 후 4년 만에 발효된 만큼 2028년에 협정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봐야
한다. […] 물론 협정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당사국 중 일방의 폐기통고가 없으면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일본의 반대로 유효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협정 종료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김찬규,
“[시론] 석유자원, 먼저 가까이서 찾아라”, 『세계일보』, 2008.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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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차 은연중에 무의미하게 여겨지게 만드는 부정적 효과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즉, 정부 당국이나 학계 전반에 걸쳐 협정 재개를 위한 노력이나 논의 수준을 최대
로 끌어내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선 핵심적으로 일본이 협정 체제를
협정의 종기에 맞춰 단번에 종료시킬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고 협정의
종료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한국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변수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 연장선에서 한국의 과제 역시 일본과의 협정 체제
유지‧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살필 것임을 미리 밝힌다.

Ⅱ

현상적 접근: 동중국해의 현재와 미래

1. 동중국해의 대륙붕 질서
1) 한‧일 관계: 협력체제의 동결
(1) 협정의 체결 배경
대륙붕에 관한 최초의 다자규범인 1958년 대륙붕협약6)은 대륙붕의 개념으로
수심 200미터와 개발가능성 기준(제1조)을, 대륙붕 경계획정의 방식으로 당사국
간 합의가 없을 시 등거리선‧중간선 원칙(제6조)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위 협약 채
택 후 약 11년 뒤 1969년 2월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서 판결이 내려진 북해대륙붕사건에서는 “자연연장”에 근거한 대륙붕 개
념과 “형평의 원칙”에 따른 경계획정 개념을 제시하였다.7) 그즈음 한국 정부도 동
중국해 자원개발에 대한 높아진 관심에 발맞추어8) 한반도 주변 대륙붕에 대한 탐
6) Convention on the Continental Shelf. 1958년 4월 29일 채택(제네바), 1964년 6월 10일 발효.
7) North Sea Continental Shelf (Federal Republic of Germany/Denmark; Federal Republic of
Germany/Netherlands), Judgment, I.C.J. Reports 1969 (이하 “North Sea Continental Shelf”),
paras. 19, 85, 101.
8) 당시는 마침 유엔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the Far East, ECAFE) 지
원하에 실시된 동중국해 일대에 대한 해양조사와 그 결과를 담은 에머리 보고서가 동 수역에 높은 석유‧가스 매
장가능성을 시사하던 상황이기도 하였다. 당시 조사 과정에 관한 대강의 설명은 양승진, “서해서 석유가 홍수처
럼 쏟아졌으면”, 『중앙일보』, 1969. 7. 1. 참조. 에머리 보고서 원문은 K. O. Emery, Yoshikazu Hayashi,
Thomas W. C. Hilde, Kazuo Kobayahshi, Ja Hak Koo, C. Y. Meng, Hiroshi Niino, J. H.
Osterhagen, L. M. Reynolds, John M. Wageman, C. S. Wang, and Sung Jin Yang, “Geological
structure and some water characteristics of the East China Sea and the Yellow Sea”, 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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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발을 위해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의 제정을 추진 중이었다. 한국 정부는 당초
자국의 주변 대륙붕에 제6광구까지만 설정할 예정이었으나 북해대륙붕사건 직후
위 판결에서 제시된 자연연장 개념을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에 반영해 동 시
행령 별표에 동중국해 방면으로 제7광구를 설정하였다.9) 이를 통해 한국의 대륙붕
이 오키나와 해구에까지 이른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었다. 1970년 「해저광물자원
개발법」(1970. 1. 1. 제정‧시행)에 이어 제7광구를 명기한 동법 시행령(1970. 5.
30. 제정‧시행)이 공포되자 중간선 입장이던 일본은 크게 반발하며 한국 정부에 대
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해 왔다. 이로부터 촉발된 한‧일 간 협상 결과
1974년 1월 30일 양국은 한‧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10)
협정상 공동개발구역(JDZ: Joint Development Zone)의 일본 연안 쪽 동쪽 경
계선은 1970년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상 제7광구의 좌표에 따른 것으로 일
본의 영해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자연연장에 따른 한국 측 대륙붕의 외측한계를
대략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다. 실제 협정 제2조 제1항에 기재된 제9 내지 제20점
(<그림 1>)11)의 좌표는 1970년 당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상 제7광구의 제
5 내지 16점(<그림 2>)의 좌표와 동일하다.12) 한편 공동개발구역의 한국 연안 쪽
북서면 경계선은 일본이 주장하는 한‧일 중간선인 제주도 – 단죠군도(男女群島)/토
리시마(鳥島) 간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다.13) 이에 따라 엄밀히 공동개발구역과 제7
광구의 북서면 경계선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Commission for Asia and Far East: Committee for Co-Ordination of Joint Prospecting for Mineral
Resources in Asian Offshore Areas (C.C.O.P.), Technical Bulletin, Vol. 2 (1969), pp.3-43.
9) 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해저광구의 위치 및 형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좌표는 동
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되어 있다(현행 동일). 당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안)」(1970
년 5월 7일자 안건 제757호)의 말미엔 제1에서 제6광구까지를 설정한 원안의 수정안으로 제7광구의 좌표를
시행령 별표에 추가하는 안이 대외비 사항으로 첨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총무처 의정국 의정과, 국무회
의 안건철(관리번호: BA0084606, 1970), pp.586-588.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은 그 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한국의 대륙붕광구는 제8광구까지 설정되어 있다.
10) 제7광구의 설정과 협정의 체결까지의 전반적 경위는 김석우‧정인섭 (황명준 정리), “특별좌담: 한국의 대륙붕 선
언 40주년”, 『서울국제법연구』 제17권 제1호(2010. 6), pp.193-211 참조.
11) 유엔해양법률국(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DOALOS”) 홈페이지 - Maritime
Space 란 https://www.un.org/Depts/los/LEGISLATIONANDTREATIES/PDFFILES/TREATIES/jap-kor1974
south.pdf (검색일: 2020. 11. 29) 참조.
12) 제7광구의 좌표는 대한민국 정부, 관보 제5562호(1970. 5. 30), 4면을 기준으로 함.
13) 박덕배, 『동북아해양영토전』(블루&노트, 2013),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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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일공동개발구역 수역도

<그림 2> 제7광구 수역도

(DOALOS 홈페이지 – Maritime Space 란 (각주 11))

(국무회의 안건철 (각주 9), p.588)

(2) 유엔해양법협약 체제의 본격화와 한‧일의 입장 차
협정 체결 후 1982년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대륙붕의 개념과 주변국과의
대륙붕 경계획정 방식에 또다시 굴곡이 생긴다. 협약은 대륙붕의 개념으로 종전 자
연연장 개념에 입각한 지질학적 기준과 함께 200해리 거리 기준을 도입하였다(제
76조 제1항). 경계획정에 관해서는 형평의 원칙과 등거리선‧중간선 원칙 간 대립
속에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해 국제법에 기초한 합의에 의한다는 다소 모호한
규정을 마련하기에 이른다(제83조 제1항). 아울러 1982년 협약 체제에서 공식화된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제도는 종래 대륙붕 제도에
의해 인정되던 해저‧하층토의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 역시 중첩적으로 보호하게 된
다(제56조 제1항(a) 및 제3항). 즉,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의 도입은 영해기선으로부
터 최대 200해리까지 해저‧하층토의 천연자원에 대해 대륙붕 제도의 존재의의를 무
색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북해대륙붕사건(1969)에서 설시된 대륙붕의 자연
연장론은 경계획정에 관한 ICJ의 판례를 통해 점차 퇴조 경향을 엿보이기 시작하였
다. 대표적으로 ICJ는 1985년 6월에 판결이 내려진 리비아-몰타 대륙붕사건에서
이러한 국제법의 발전으로 지질학적‧지구물리학적 요소들에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
였던 북해대륙붕사건의 법리는 200해리 내의 해저영역에 관한 한 과거의 것이 되
었다고 평가하였다.14) 당시 재판소는 형평의 원칙을 부인하진 않았으나, 결론적으
14) Continental Shelf (Libyan Arab Jamahiriya/Malta), Judgment, I.C.J. Reports 1985 (이하 “Libya/Ma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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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양안 간 400해리 미만인 대상 수역에서 해저의 지질학적․지형학적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잠정 중간선의 설정 후 관련 사정을 고려한 조정을 거쳐 최종경계선을
도출하였다.15)
협약의 채택은 한반도 주변수역의 해양질서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한․중․일 삼국
은 협약 체제에서 새로이 도입‧정비된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제도의 국내적
이행을 위해 각자 자국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국내법을 제정하였다. 1996년 6
월 14일 제정‧공포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排他的経
済水域及び大陸棚に関する法律)은 자국의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을 배
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으로 설정하면서,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에 대해서는 협
약 제76조에 따라 정령에 정할 것임을 추가로 명시하였다. 다만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에 관해서는 “자연연장”이란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며, 주변국과는
“중간선”까지를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으로 정하고 있는 특색이 있다
(제1조․제2조). 이러한 입법 태도는 400해리 미만 수역에선 자연연장에 따른 200
해리 이원의 대륙붕은 인정될 수 없으며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획정에 있어 자연연
장에 따른 한국이나 중국의 주장이 고려될 수 없다는 일본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한국은 협약 체제에서도 동중국해 방면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권원 주장을 유
지하는 한편, 일본과의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획정에 있어 육지영토의 자연연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이미 1970년대 제정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상 제7광구를 통해 자국의 동중국해 방면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주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국은 협약 체제에 들어오면서도 한동안 대륙
붕에 관한 국내법을 마련하지 않고 「배타적 경제수역법」(법률 제5151호, 1996. 8.
8. 제정, 같은 해 9. 10. 시행)만을 제정․시행해 왔다. 그러던 2017년 3월 기존
「배타적 경제수역법」에 협약상 대륙붕에 관한 기본규정을 추가하는 선에서 「배타적
경제수역법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법률 제14605호, 2017. 3. 21. 일부 개정․시
행)을 마련하였다. 동법에선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권원을 지칭하며 협약과 동일
하게 “자연적 연장”이란 표현을 사용한다(제2조 제2항). 경계획정에 관해서는 특정
paras. 39-40.
15) Ibid., paras. 46, 61-69. 당시 일본의 Oda 재판관은 1982년 협약 체제에 들어 과거의 대륙붕 관념은 200
해리 거리기준에 따른 “내측 대륙붕”(좁은 대륙붕, inner continental shelf)과 지질학적 기준에 따른 “외측 대
륙붕”(넓은 대륙붕, outer continental shelf)으로 구분되었으며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의 영향으로 200해리 내
에선 거리기준이 물리적 연장에 따른 지질학적 기준을 대체하였다고 지적하였다. Libya/Malta, supra note
14, Dissenting Opinion of Judge Oda, paras. 60-61. 이는 오늘날 일본이 주장하는 400해리 미만 수역
에서 내측 대륙붕의 우위론과 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의 단일경계획정 개념의 이론적 토대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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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칙의 표명 없이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름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2조 제3항), 동중국해 대륙붕에 관해서는 자연연장론에 기반한 경계획정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협력체제의 동결
협정 발효 초기 양국은 협정에 따라 공동개발구역에 대한 탐사를 실시하였다. 이
러한 공동탐사는 1979년부터 1987년까지의 1차 탐사와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의 2차 탐사로 나눌 수 있다. 1차 탐사에선 총 7개 공에 대한 시추가 이루어졌고,
그중 3개 공(JDZ V-1공, JDZ VII-1공, JDZ VII-2공)에서 약간의 가스가 발견되
었으나 당시로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6) 한편 종전 9개 소구
(subzone)를 현행과 같이 6개로 조정한 후 이루어진 2차 탐사에서는 실제 굴착은
없었으며 기존 데이터의 해석 작업만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다만 공동
연구 결과 유전발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결론 하에 양측 조광권자들은 1993년 9
월부로 조광권을 모두 반납하였다.18)
이후 양국은 2001년 “유망지역에 3D 탄성파탐사 공동실시” 합의에 따라 제2소
구에 대한 탄성파탐사를 실시하여 해석결과를 공유하는 등 동중국해 대륙붕 탐사‧
개발을 위한 협력을 얼마간 이어갔다. 다만 이는 협정 체제에 따른 공동탐사는 아
니었으며 이마저 일본 측의 경제성 부족 판단에 따른 중단선언으로 인해 동력을
잃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일본 측의 조광권자 미지정 등으로 인해 협정 체제
에 따른 공동탐사‧개발은 사실상 휴면상태이다. 특히 한국 정부는 과거 2009년 한
국석유공사를 제1소구의 조광권자로 지정하고 일본 정부에 통보하였으나 일본의
조광권자 지정이 없는 가운데 위 조광권 시한은 2017년 6월로 종료된 바 있다. 협
정 제24조에 따른 한․일공동위원회 역시 1985년 이래 개최되지 않고 있다.
협정은 양 당사국이 자국의 조광권자를 지정하면(제4조 제1항) 그 조광권자 간
운영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1항). 위 운영계약은 양 당사국의
승인하에 효력이 발생하며(제5조 제2항), 그 효력 발생에 따라 조광권자들에게 구
체적인 탐사․개발권이 인정된다(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 따라서 양 당사국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조광권자를 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운영계약의 체결 자체가
불가능하며 운영계약의 효력발생을 전제로 한 실질적인 탐사․개발도 이루어질 수

16) 최지현‧현대송‧김원희‧김주형‧김민‧정유민‧김민철,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재개를 위한 대응방안 분석』 (한국해양수
산개발원, 2019), p.22.
17) 상게서, p.26.
18) 상게서,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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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협정의 구조와 경제성 부족 판단에 따른 일본 측 조광권자
의 부재로 인해 협정 체제는 동결된 상태로 그 명을 다해 가는 것이다.

2) 중‧일관계: 자원갈등의 지속
(1) 중국의 동중국해 대륙붕에 대한 입장
중국도 한국과 유사하게 자국의 대륙붕이 자연연장에 따라 오키나와 해구에까지
이른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이러한 주장에 입각해 이미 1974년 한‧일 협정 체결 당
시부터 협정 체제에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19) 한편 중국도 한‧일과 비슷한 시기 협
약을 비준한 후 1998년 6월 26일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中华
人民共和国专属经济区和大陆架法)을 공포하며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천명하였다(제2조 제1-2문). 동법에선 앞서 일본과 달리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자연연장(自然延伸)”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주변국과의 경계획정
원칙으로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공히 “공평원칙(公平原则)”20)을 규정하고 있
다(제2조 제2문‧제3문). 이에 따라 중국 역시 대일관계에서 일본 연안 부근의 오키
나와 해구 쪽으로 들어간 수역까지를 대체적인 대륙붕의 경계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 아울러 중국은 일본의 중간선에 따른 경계선 입법에 대해서는 “합
의 경계”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관측된다.22)

(2) 중‧일공동개발체제
1972년 중‧일 국교정상화23)에 이은 1978년 중‧일평화우호조약24)의 체결을 계기
로 중국은 일본과의 동중국해 자원개발 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덩샤오핑
(鄧小平)은 1978년 10월 국무원 총리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해 당시 후쿠다 다케오
19) 이상면,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에 대한 중공의 간섭”,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Vol. 5, No. 2(1983),
pp.239-241.
20) DOALOS 홈페이지 – Maritime Space 란에 게재된 동 법률의 영문본 https://www.un.org/Depts/los/LEGISLATIO
NANDTREATIES/PDFFILES/chn_1998_eez_act.pdf (검색일: 2020. 11. 29)에 따르면, 위 공평원칙(公平
原则)은 “the principle of equity”로 번역되어 있다. 위 공평원칙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해서는 크게 알려진
바가 없으나 이는 통상 “형평의 원칙”으로 이해된다.
21) 段潔龍(외교부 영토해양과 역), 『중국국제법론: 이론과 실제』(법문사, 2013), p.120;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동중국해에서 자원개발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적입장(東シナ海における資源開発に関する我が国の法的立場)”
https://www.mofa.go.jp/mofaj/a_o/c_m1/page3_001302.html 제2항(a) (검색일: 2020. 11. 29) 참조.
22) 段潔龍(외교부 영토해양과 역), 전게서(각주 21), p.120.
23) 1972년 9월 29일 북경에서 양국 정상 간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유일 합법정부로 승
인하고 양국 간 정식 외교관계 수립 및 추후 평화우호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 진행에 합의하였다. “일․중공 공동
성명 전문”, 『중앙일보』, 1972. 9. 29.
24) 1978년 8월 12일 서명(북경), 1978년 10월 23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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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福田赳夫) 총리에게 첨각제도․조어도 인근 수역에 대한 공동개발을 제의하였으며,
이후로도 중국 측의 공동개발 제안은 이어졌다.25) 그러나 일본은 영유권 분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하에 첨각제도․조어도 인근 수역에 대한 공동개발에 반대 입
장을 견지하였다.26)
중국은 이러한 가운데 동중국해에서 단독탐사․개발을 진행하기 시작하였다.27) 그
러던 중 중국이 2003년 8월부터 춘샤오(春曉, 일본명: 시라카바(白樺)) 유․가스전(油
气田, 油ガス田, 이하 “가스전”으로 약칭) 건설에 본격 착수한 사실이 일본 측에 알
려지면서 동중국해의 자원개발문제는 양국 간 외교문제로 비화되었다. 동 가스전은
일본이 상정하고 있는 양국 간 중간선 이서(以西) 4~5km 수역에 위치하였다. 그러
나 일본은 이른바 빨대효과(straw effect)에 따라 중국의 동 가스전 개발이 중간선
이동(以東) 수역의 자원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28)
양국은 2004년 10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동중국해 해양경
계획정과 공동개발문제에 관한 국장급 협의를 진행하였다.29) 그러던 중 양국은
2008년 5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 간 정상회담을
통해 동중국해 공동개발 문제에 관한 새로운 물꼬를 트게 되었다. 결국 양국 외교
부는 2008년 6월 18일 양국 간 동중국해 공동개발합의를 발표하기에 이른다.30)
2008년 합의에 따른 중‧일공동개발구역은 7개 좌표로 형성된(공동개발 양해 제1

25) 관련 사례는 박병구, 『중국의 해양자원 개발연구: 해양에너지 자원을 중심으로』(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
pp.133-134 참조.
26) 賈宇, “중․일 동중국해 공동개발의 중국대륙붕 연장전략에의 영향”, 『국제해양질서의 변화와 동북아 해양정책:
한․중․일 대륙붕 외측한계획정의 이론과 전략』(한국해양연구원, 2009), p.319.
27) 2000년대 초반까지 중국의 동중국해에서의 탐사․개발활동에 관한 간략한 소개는 김선표, “한․중․일 3국 간 해양
경계획정 관련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국제법학회논총』 제46권 제2호(2001. 8), p.57.
28) 일본은 동중국해 가상중간선 이서(以西) 수역에서 춘샤오(春曉) 이외에도 핑후(平湖), 찬쉐(殘雪), 똰챠오(斷橋),
텐와이텐(天外天) 등 여타 가스전 개발에 대해서도 우려를 갖고 있었다. 정갑용, 『중․일 간 동중국해 대륙붕 분
쟁과 우리의 정책방향』(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12), pp.16-17. 양국 간 춘샤오(春曉) 가스전을 둘러싼 대
강의 분쟁 경위는 이덕성, “동중국해 춘샤오(春曉) 가스전 분쟁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제28권
제2호(2006. 11), pp.210-221; 양희철․박성욱․박세헌, “동중국해 중․일 유전 개발분쟁을 통해 본 양국의 해양
경계획정에 대한 입장 연구”, 『Ocean and Polar Research』, Vol. 28, No. 2(2006. 6), p.177, 각주 11
및 pp.180~181; 양희철, “중․일 동중국해 자원개발 합의의 법적 해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국제법학회논
총』 제57권 제1호(2012. 3), p.30.
29) 동 국장급 협상의 각 회차별 진행상황 및 양측의 입장에 관한 대략적인 소개는 賈宇, 전게논문(각주 26),
pp.320-322; 박병구, 전게서(각주 25), pp.135-137; 양희철, 전게논문(각주 28), pp.30-31 참조.
30) 동 합의는 “동중국해에서 양국 간 협력에 관하여(공동언론발표)”, “동중국해 공동개발에 관한 양해”(이하 “공동
개발 양해”로 약칭), “춘샤오 유‧가스전 개발에 관한 양해”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문본은 일본 외무
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area/china/higashi_shina/press.html 참조(검색일: 2020.
11. 29). 영문본은 Jianjun Gao, “A Note on the 2008 Cooperation Consensus Between China and
Japan in the East China Sea”,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42, No. 3
(August, 2009), pp.302-303. 중문본을 기초로 한 국문 번역은 賈宇, 전게논문(각주 26), pp.322-323; 양
희철, 전게논문(각주 28), pp.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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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다각형의 해역으로31) 약 2,700㎢에 이르며32) 한‧일공동개발구역으로부터 남서
쪽 방면 1㎞가 채 떨어지지 않은 수역에 위치한다. 중‧일 중간선 부근에 위치한 롱
진(龍井) 가스전이 한‧일공동개발구역에 근접해 있는 점을 고려하여33) 위 가스전 남
부 중‧일 중간선의 동서에 걸쳐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4)

<그림 3> 중일공동개발구역
‧
(김경신, 각주 31)

<그림 4> 중‧일공동개발구역과
한․일공동개발구역 (양희철, 각주 31)

(3) 후속합의 체결을 위한 교섭과 갈등
2008년 합의는 공동개발구역의 좌표만 설정해 두고 구체적인 개발지점과 실시에
관한 사항은 양측의 협의를 통해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동개발 양해 제2조․
제3조). 이에 따라 실제 구체적인 공동개발을 위해서는 양국 정부 간 추가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기타 해역에 대한 공동개발과 춘샤오 가스전 개발에 대한 일본기
업의 참여를 위해서도 별도 합의를 예정하고 있다(공동개발 양해 제4조, 춘샤오 유․
가스전 개발에 관한 양해). 이처럼 실질적인 공동개발을 위해 추가적인 후속 합의
31) <그림 3>은 김경신, “중․일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의 의미와 시사점”, 해양수산동향, Vol. 1275(한국해양수
산개발원, 2008. 7. 7), p.4. <그림 4>는 양희철, 전게논문(각주 28), p.37에서 옮김.
32) 양희철, 전게논문(각주 28), p.35.
33) 양희철, 전게논문(각주 28), p.45. 롱진(龍井) 가스전은 한국으로부터도 200해리 내에 있다.
34) 일본이 주장하는 가상중간선 이동(以東) 수역이 약 3분의 2 정도 포함되어 있다. 양희철, 전게논문(각주 28),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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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요하는 2008년 합의는 그 형식이나 내용 측면에서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인지
여부조차 논란이 있어 왔다. 실제 일본 정부는 동 합의 발표 당시부터 이를 정치적
합의로 규정하고 정식조약의 체결을 중국 측에 계속 요구해 오고 있다.35)
양국 정부는 동 합의 이후 정식조약 체결과 공동개발의 본격화를 위한 협상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6) 그러나 2010년 7월 27일 조약체결 교섭을 위한 첫
회담 개최 후 같은 해 9월 7일 첨각제도․조어도 인근 수역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
시선의 중국 어선 나포사건으로 중국은 정식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무기한 연기
하였다. 이어 2012년 9월 일본의 첨각제도․조어도 국유화 조치 발표 및 중국의 동
도서군에 대한 영해기점 선포 등 양국 관계의 악화일로 속에 한동안 상황의 진전
은 없었다. 이후 2015년 11월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간신히 공동개발 관련 협의 재개에 합의하였으나37) 양국은 현재까지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의 중간선 이서(以西) 수역에서의 일방적인 자원개발로 인한
양국 간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즉, 중국은 2008년 합의 이행을 위한 협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도 동중국해 일대에서 일방적 자원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이에 일본의 항의가 반복되는 형국이 지속되고 있다.38) 참고로 일
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중국에 의한 동중국해에서의 일방적 자원개발 현황(中国
による東シナ海での一方的資源開発の現状)”이란 코너를 통해 중․일 중간선 부근에 설
치된 중국의 해상구조물들의 항공사진을 제공하고 있다. 2020년 9월 30일 갱신된
최근 게시물에 따르면 중간선 부근 수역에는 총 16기의 구조물이 확인된다고 한다
(<그림 9>). 위 게시물에서도 일본 정부는 중국의 일방적 자원개발에 유감을 표하
는 동시에 동 행위의 중단과 2008년 합의 관련 교섭재개를 요청하고 있다.39)
35) 동 합의가 발표된 2008년 6월 18일 당일 공동기자회견 석상에서 당시 일본의 코무라 외무상은 향후 중국과
이번 정치적 합의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조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에 들어가 가능한 조기에 합의가 실시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발언하였다. Joint Press Conference by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Masahiko Koumura and Minister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Akira Amari (Regarding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China in the East China Sea). 기자회견 발언 전문은 일본 외무성 홈
페이지 https://www.mofa.go.jp/announce/fm_press/2008/6/0618.html (검색일: 2020. 11. 29).
36) 2008년 합의 후 양국 간 정식조약 체결을 위한 논의 경과는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일본 자민당 중의원(前
총무대신 역임, 現 자민당 영토에 관한 특명 위원회 위원장) 홈페이지 중 “동중국해가스전문제(東シナ海ガス田
問題)” https://www.shindo.gr.jp/cms/wp-content/uploads/2016/02/higashi-shina.pdf (검색일: 2020.
11. 29).
37) “中日, 자위대-남중국해 설전 … 고위급 경제대화엔 합의”, 『동아일보』, 2015. 11. 2.
38) 2018년 말 이후 항의 관련 기사는 “중국, 동중국해서 가스전 일방적 시굴, 일본 항의 일축”, 『뉴시스』, 2018.
12. 3; “日, 中 동중국해서 새 가스전 시굴 활동 … 매우 유감”, 『연합뉴스』, 2019. 3. 22 참조.
39)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 “중국에 의한 동중국해에서의 일방적 자원개발 현황(中国による東シナ海での一方的資
源開発の現状)” https://www.mofa.go.jp/mofaj/area/china/higashi_shina/tachiba.html (검색일: 2020.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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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정 종료 후의 전망: 한․중․일 간 잠재적 갈등 가능성
1) 경계획정의 타결 가능성
협정이 종료되면 한일
․ 간에는 동중국해 대륙붕의 자원탐사개발에
․
관해 잠정약정
이 존재하지 않는 무협정 상태가 도래하게 된다. 가상이긴 하나 이때 한일
․ 간 대륙
붕 경계획정문제가 국제재판에 회부되어 일본의 중간선 주장이 채택되면 어떻게 될
까. 현 공동개발구역의 북서면 경계는 일본이 주장하는 한일
․ 중간선인 제주도 – 단
죠군도(男女群島)/토리시마(鳥島) 간 중간선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점의 인정
여부나 관련 사정의 고려에 따라 유동성은 있으나 한국은 공동개발구역의 상당 부분
을 상실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2006년 강제분쟁해결절차 배제선언40)을 통해 주
변국과의 경계획정문제가 한국의 동의 없이 국제재판을 통해 일방적으로 해결될 가
능성을 차단하였다. 따라서 한일
․ 간 경계획정은 “협상”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양국의 입장 차를 감안할 때 협상의 타결은 단시일 내엔 어렵다는 점이
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한․일 양국의 동중국해 대륙붕에 대한 권리주장은 물론,
경계획정 방법론에 대한 입장은 상충한다. 지난 동티모르-호주 티모르해 조정사건
(2018)에서처럼 협약 제298조 제1항(a)(i) 단서에 따른 강제조정 절차를 통한 해양
경계획정의 가능성도 원론적으로는 열려 있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보고서에는 구속
력이 없으므로(제5부속서 제7조 제2항), 당사국이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보고서대로 분쟁해결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 동티모르-호주 사건에서 호주가
조정절차에 협조적으로 나아간 배경에는 나름의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점도 고려되
어야 한다.41)
백보 양보하여 중간선 원칙을 따른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무엇보다 동중국해
에는 한․일 간 중간선에 대한 견해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견해차는 단죠군도와 토리
시마의 기점 문제에서 기인한다.42) 과거 한․일어업협정(1998)상 제주남부 중간수역
의 설정 과정에서 일본은 제주도 – 단죠군도/토리시마 사이의 중간선으로 획선된
한․일공동개발구역의 북서면 경계선을 중간선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이에 반대하여 제주도와 일본의 유인도 사이의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제안하
40)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유엔해양법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의 선택적 배제 선언서 기탁”, 2006. 4. 20.
41) 관련 설명은 국제해양법학회‧해양수산부, 『유엔해양법협약 해설서 제3권(전정판)』(2020), pp.562-563.
42) 단죠군도는 토리시마로부터 남동 35㎞ 지점에 위치한 도서로 면적은 대략 4.75㎢이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단
죠군도를 협약 제121조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보유하는 섬(island)이라 주장한다. 이창위‧정진석,
『해양경계 관련 섬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주장 및 타당성 분석』(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 p.78. 한편 일명
히젠토리시마(肥前鳥島)로도 불리는 토리시마는 단죠군도에 비해 훨씬 작은 북암(北巖, 19㎡), 중암(中巖, 80
㎡), 남암(南巖, 88㎡) 등 세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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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결국 양측 안을 모두 포함하는 외측의 별도 선을 토대로 동 수역이 설정되었
다.43) 이처럼 현재 공동개발구역과 위 제주남부 중간수역의 도출 과정에는 일본이
주장하는 단죠군도/토리시마 기점론이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은 위
단죠군도와 토리시마를 기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더욱이 위 두 도서의 기점 주장
이 독도 기점론과도 연계되어 있다는 점도 난관이다. 2006년 일본의 동해 측량/조
사 사건을 계기로 한국은 한․일 해양경계획정협상 과정에서 독도 기점론을 명확히
하며 동해 수역에서 독도-오키 중간선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44) 그러나 일본은
그 대응으로 곧바로 토리시마 기점론을 주장하고 나섰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45)

2) 중국 요소의 고려
한국은 중국과 동일하게 오키나와 해구에 이르는 대륙붕을 주장하는 반면, 일본
은 중간선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점에 비추어 보면 협정 종료 후 한․일 관계는
현재 중․일 간 갈등 양상과 유사한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앞서
와 같이 한․일 간엔 단죠군도와 토리시마로 인해 중간선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다.
여기에 중국의 개입도 고려하여야 한다. 중국은 협정에 대해 초기부터 반대 입장
을 보여 왔다. 오늘날 협정상 공동개발구역 내에서 중국의 본격적인 탐사․개발 사례
는 달리 알려져 있지 않다.46) 이는 협정 체제가 사실상 억지효과를 갖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다. 협정의 종료는 이러한 사실상의 제한을 제거함으로써 중
국에게 현재 한․일공동개발구역 내 탐사․개발에 대한 부담을 한층 덜어줄 수 있다.
특히 현재 중국이 개발을 진행 중인 롱진(龍井) 가스전과 2008년 합의에 따른 중․
일 공동개발구역이 한․일공동개발구역 바로 남쪽에 인접해 있는 점은 중국의 현재
동중국해상 자원개발라인의 북진 가능성을 시사한다. 삼국 간 등거리점(tri-junction)
역시 현 공동개발구역 내 제4소구 수역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47) 중국이 현재
중․일 관계에서 보이고 있는 중간선 기준 자국 측 대륙붕에 대한 탐사․개발을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 하에 제4소구 남서쪽 일부 수역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셈이다.

43) 관련 설명은 박덕배, 전게서(각주 13), p.126; 정해웅, “EEZ 체제와 한․일어업협정”, 『서울국제법연구』 제6권
제1호(1999. 6), p.13.
44) 정인섭, “한․일간 동해 EEZ 경계획정분쟁에 관한 보도의 국제법적 분석”, 『저스티스』 통권 제126호(2011),
pp.156-157.
45) 상게논문, p.169.
46) 협정 발효 초기 중국이 공동개발구역 내 탐사시굴을 강행한 사례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관련 설명은 김영구,
『한국의 바다와 국제법(신판)』(21세기북스, 2004), pp.565-566; 이상면, 전게논문(각주 19), p.241.
47) 3국 간 등거리점(tri-junction)에 관한 문헌으로는 최수정․홍성걸, “동중국해 한‧중‧일 자원개발 경쟁”, KMI 해양
수산 현안분석 2008-14(2008. 5), p.4; 김선표, 전게논문(각주 27),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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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원 분포에 따른 구체적 갈등양상
더욱이 기존 탐사결과에 따르면 제2소구와 제4소구는 공동개발구역 내에서 상대
적으로 자원매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어 왔다. <그림 5>에서 굵은 선 박스
내 검은색/흰색 반원은 기존 탐사에서 일부 자원징후가 확인된 시추공 표시이다.
공교롭게 위 지점들은 현재 중국의 자원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핑후(平湖), 롱징
(龍井) 가스전의 북동쪽 연장선상 제주분지에 위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48)
이와 같이 제주분지에 대해서는 1970
년대부터 석유탐사가 시작되어 일부
시추공에서 자원 가능성이 인지된 바
있다.49) 비교적 최근의 한 연구에선
심층구조도를 사용한 3-D 석유시스템
모델링 결과 제주분지에 석유시스템이
작동하였거나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50) 이처럼 기존
탐사결과와 분석들을 감안할 때 중국
의 일방적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
스전 지대의 지질구조가 핑후, 롱징 가
스전을 거쳐 공동개발구역 내까지 일
정 부분 이어지는 것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제2소구와 제4소구는 자
<그림 5> 국내 대륙붕 광구현황 및 탐사(시추)실적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2014. 원적으로도 한․중․일의 이해가 첨예하게
9)에서 발췌, 굵은 선 박스 표시 필자 추가)
51)
대립될 수 있는 수역이다.

결국, 협정의 종료는 한․일 간 중간선 부근에서의 줄다리기 속에 중국의 개입 가
능성을 높이는 형국으로 이어질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특히 한․일 중간선에
대한 견해차는 위 삼자 구도에서 한․일 양국의 갈등 양상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소
48) 제주분지는 동중국해 대륙붕 분지의 북동부에 해당하며 제4광구, 제5광구, 제6-2광구, 그리고 한․일공동개발구
역에 걸쳐 위치해 있다. 손병국․이호영, “남해 대륙붕 제주분지의 3-D 석유시스템 모델링”, 『지질학회지』 제54
권 제6호(2018. 12), p.590.
49) 김성희․손병국, “남해 대륙붕 제주분지의 석유시스템 모델링”, 『지질학회지』 제49권 4호(2013. 8), p.474. 그
외 pp.485, 488.
50) 이 연구에서는 석유와 가스의 주 생성지역은 제4소구 서쪽 지역, 다음으로 제1소구와 제2소구가 접한 지역의
동쪽 부분이라 분석하였다. 손병국․이호영, 전게논문(각주 48), pp.587, 601.
51) 김선표 박사도 한국석유개발공사의 자료를 토대로 중국의 퉁다오(童島)나 일본의 토리시마(鳥島)를 기점에서 무
시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수역에 석유매장 가능성이 비교적 더 높다고 기술한 바 있다. 김선표, 전게논문(각
주 27), p.67 및 각주 48. 이 역시 위 제2소구, 제4소구의 자원매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 언급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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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자원분포 측면도 추가로 고려해 보면 현 공동개발구역의 제
2소구와 제4소구는 잠재적으로 자원개발을 둘러싼 한․중․일 3국의 각축장이 될 공
산이 커 보인다.

Ⅲ

규범적 접근: 협정 종료 후 일방적 자원활동 가능성

1.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
1) 규정의 소개
그렇다면 규범적으로 협정 종료 후 일방적 탐사․개발은 제한 없이 가능한가. 협
약은 제74조 제1항과 제83조 제1항에서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획정 원
칙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74조 제3항 및 제83조 제3항에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 적용될 연안국의 의무에 관한 두 조문을 마련해 두었다. 위 두 규정은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자원탐사․개발 문제에도 직접 적용된다.
제74조 대향국 간 또는 인접국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1. […]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은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
소 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3. 제1항에 규정된 합의에 이르는 동안, 관련국은 이해와 상호협력의 정신으로 실
질적인 잠정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며, 과도적인 기간 동안
최종 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약정은
최종적인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52)
제83조 대향국 간 또는 인접국 간의 대륙붕의 경계획정
[註: 위 제74조 각 항 규정과 내용은 동일하고 대상만 대륙붕으로 변경]

52) “Pending agreement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1, the States concerned, in a spirit of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shall make every effort to enter into provisional arrangements
of a practical nature and, during this transitional period, not to jeopardize or hamper the
reaching of the final agreement. Such arrangements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final
de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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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은 제3차 해양법회의 당시 최종 경계획정 이전에 연안국들이 취할 수 있
는 해양활동의 한계와 관할권의 범위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체로
등거리선․중간선 원칙을 주장하는 국가들은 경계획정 이전의 잠정적인 권리행사의
한계로도 등거리선․중간선을 관철하고자 하였다. 반면,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던 국
가들은 등거리선․중간선에 대한 언급 없이 별도 잠정약정을 통해 위 문제를 규율하
자는 입장이었다. 형평의 원칙을 지지하던 국가들은 경계획정 이전의 잠정경계로
중간선을 이용할 경우 사실상 중간선이 최종 경계획정에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을
우려하였던 것이다.53)
위 문제는 1974년 제2회기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를 다루던 제2위원회에서 경계
획정의 원칙 문제와 함께 처음 논의되었다. 최초 제안을 한 네덜란드는 등거리선․중
간선 원칙에 입각해 경계획정 이전에 위 선을 넘어 경계선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고 주장하였다.54) 반면, 형평의 원칙을 내세우던 아일랜드는 타국이 신의칙에 따라
주장하는 경계선 내에서 해당 국가의 동의 없는 탐사‧개발활동을 금지하는 안을 제
시하였다.55) 결과적으로 양측의 입장 간 타협의 산물로서 현재와 같은 규정이 도
출되었다.
제74조 제3항과 제83조 제3항에 규정된 두 가지 의무는 ① “실질적인 잠정약
정 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의무”(이른바 “협력의무”), ② “최종경계획정합
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의무”
(이른바 “자제의무”)이다.56) 동 규정은 일반국제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분쟁의 평
화적 해결 원칙이 투영된 것으로 설명된다. 특히, 위 규정에서 “in a spirit of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shall make every effort […] (이해와 상호
협력의 정신으로 […]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문구는 양 의무에 공통되는 것으로
양자 모두 “노력할 의무”, 즉 행위의무의 성격을 지닌다.
우선 전자, “잠정약정 체결을 위한 노력 의무”는 신의성실하게 교섭할 의무를 요
체로 한다.57) 연혁적으로 일반국제법상 “교섭의무(pactum de negotiando)”58)에
53) 동 규정의 성안 과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Rainer Lagoni, “Interim Measures Pending Maritime
Delimitation Agreement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78, No. 2 (April, 1984),
pp.349-354.
54) A/CONF.62/C.2/L.14 (July 19, 1974). 협약 성안 당시의 각종 문건은 유엔 외교회의 홈페이지 https://legal.
un.org/diplomaticconferences/1973_los 확인 가능(검색일: 2020. 11. 29). Official Records of 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상의 출처 면수 표기는 생략(이하 동일).
55) A/CONF.62/C.2/L.43 (August 6, 1974).
56) 위 의무들은 “obligation of cooperation”, “obligation of self-restraint”로도 불리며, 일본학계에서는 이를
번역해 “협력의무”, “자제의무”라 표현하기도 한다. 위 표현들이 제74조 제3항 및 제83조 제3항에 따른 의무
들의 세부내용을 모두 함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핵심적인 내용은 대체로 잘 표상하고 있는 것으로 사
료된다. 이 글에서는 동 의무의 요체가 “신의성실”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신의성실한”이란 수식을 추가해 양
의무를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로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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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을 두고 있는 동 의무는 공식조약이든 비공식적 합의든 불문하고 경계미획정
수역의 사용 문제에 실질적 해결(practical solution)을 제시할 수 있는59) “잠정약
정(provisional arrangements)”의 체결을 위해 연안국들이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어떤 결론을 도출할 필요는 없지만 수동적인 부작위 이상이 요구되는 것이다.
한편 후자, “최종합의 저해 금지를 위한 노력 의무”는 소극적 의무로서 최종경계
합의의 도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할 의무”이다.60) 이는 해양의 이용에
있어 국가 간 평화와 우호를 증진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61) “현상(status quo)의 유지‧존중” 의무와 연계
된다. 특히 동 의무의 핵심은 분쟁악화 방지와 현상의 존중, 최종경계획정 이전 모
든 행위를 무력화시키지 아니할 필요 사이의 균형에 있다.62) 이에 따라 통상 최종
경계합의의 도달을 손상시키지 않는 한 일정한 행위는 허용된다고 설명된다.63)

2) 일방적 자원활동에 대한 자제의무의 해석론
그렇다면 위 자제의무의 해석‧적용에 따를 때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어떤 행위는
57) In the Matter of an Arbitration between Guyana and Suriname, Award of the Arbitral Tribunal
(2007) (이하 “Guyana v. Suriname”), para. 461;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in the
Atlantic Ocean Case (Ghana/Côte d'Ivoire), Judgment, ITLOS Reports 2017 (이하 “Ghana/Côte
d'Ivoire”), paras. 603-605; Enrico Milano & Irini Papanicolopulu, “State Responsibility in Disputed
Areas on Land and at Sea”,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 öffentliches Recht und Völkerrecht, Vol.
71 (2011), p.613.
58) 이는 조약체결의무(pactum de contrahendo)를 창설한 것은 아니나 적어도 교섭에 임할 의무, 즉 교섭개시의
무를 예정한다. 일찍이 상설국제사법재판소는 리투아니아-폴란드 간 철도운송에 관한 권고적 의견 사건(1931)
에서 “교섭의무는 단지 교섭의 개시뿐 아니라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관점에서 가능한 교섭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을 의미하나 교섭의무가 최종합의에 도달할 의무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Railway

59)
60)
61)
62)
63)

Traffic between Lithuania and Poland (Lithuania v. Poland), Advisory Opinion, Series A/B No.
42(1931), p.116. 그 외 스페인-프랑스 간 Lanoux호 사건(1957), 그리스-독일 간 독일외채에 관한 중재사건
(1972)에서도 교섭의무에 관한 판시가 이루어진 바 있다. 해양법 분야에서 교섭의무는 북해대륙붕사건(1969)에
서 처음 언급되었다. ICJ는 위 사건에서 덴마크, 네덜란드가 경계획정 방식으로 주장한 등거리선 방식을 배척
하면서 대륙붕 경계획정을 위한 첫 번째 법칙으로 합의의 도달을 위한 교섭개시의무가 있음을 설시하였다.
North Sea Continental Shelf, supra note 7, para. 85. 이후 어업관할권사건(1974)에서도 관련 판시가 있
었다. Fisheries Jurisdiction (United Kingdom / Iceland), Judgment, I.C.J. Reports 1974, paras.
71-75.
Rainer Lagoni, supra note 53, p.358. 위 협약상 “실질적인”의 문구를 일본에서는 “실제적인 성질을 갖는
(実際的な性質を有する)”으로 번역한다.
Enrico Milano & Irini Papanicolopulu, supra note 57, p.616.
Guyana v. Suriname, supra note 57, para. 465.
Enrico Milano & Irini Papanicolopulu, supra note 57, p.616.
Myron H. Nordquist (ed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A Commentary,
Vol. 2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3), p.815.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2017)에서 백진현 재판관도
동 의무가 그 문언이나 교섭기록상 분쟁수역에서 국가들의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Ghana/Côte d'Ivoire, supra note 57, Separate Opinion of Judge Paik, para.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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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고 어떤 행위는 금지되는가. 이는 곧 관련국 간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대륙
붕에서 일방적인 자원활동이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국제법적 규율 문제와 직결
된다. 이에 관하여는 탄화수소 자원의 채취, 생산설비의 구축허가 등은 통상 해양
경계획정협상 과정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64)
특히 협약 제74조 제3항 및 제83조 제3항의 해석․적용 문제를 직접 다룬 사건은
아니지만 에게해 대륙붕 사건 잠정조치 사건(1976)이 반드시 언급될 필요가 있다.
터키는 1973년 자국국립석유회사에 그리스와의 중첩 대륙붕에 대한 석유탐사를 허
가하였고 이에 따라 터키 측 탐사선이 1976년 8월 양국의 중첩 대륙붕에 대한 지
진파 탐사를 수행하였다.65) 이에 그리스는 ICJ에 양국의 대륙붕 경계획정을 요청
하는 한편, 당사국의 동의 없이 해당 대륙붕에서 탐사를 삼가야 한다는 잠정조치도
신청하였다. 당시 터키의 탐사활동은 선박이 수중에 시간차를 두고 작은 폭발을 일
으켜 해저에 음파를 쏘고 그로부터 해저 하부의 지구물리학적 구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재판소는 ① 이러한 형태의 지진파 탐사가 해저나 하층
토 또는 그곳의 천연자원에 물리적 손상을 일으킬 위험을 포함하지 않는 점, ② 지
진파 탐사 활동이 일시적(transitory) 성격을 띠며 대륙붕의 해저 또는 해저상부에
시설 설치를 포함하지 않는 점, ③ 터키가 문제의 대륙붕에서 천연자원을 실제 개
발․이용하는 활동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터키의 활동은 그리스의 권
리에 대해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66) 이는 협
약 채택 이전의 사건이나 후일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에서 자제의무 위반의
판단기준으로 제시된 “해양환경에 대한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 기준에 큰 영향을
미쳤다.

2. 관련 판례의 검토
1) 가이아나-수리남 사건 (2007)
가이아나는 1998년 캐나다 회사인 CGX Resources Inc(이하 “CGX”)에 수리남
64) 대표적으로 R. Lagoni는 시험굴착과 같은 최종합의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으나
지진파 탐사와 같이 일시적 행위는 허용된다고 하였다. Rainer Lagoni, supra note 53, p.366. R.
Churchill과 G. Ulfstein도 분쟁수역에서 대륙붕 굴착은 신의성실에 반할 수 있다고 하였다. Robin Churchill
& Geir Ulfstein, Marine Management in the Disputed Areas: The Case of the Barents Sea
(Routledge, 1992), p.86.
65)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Greece v. Turkey), Interim Protection, Order of 11 September
1976, I.C.J. Reports 1976 (이하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para. 16.
66) Ibid., paras. 17, 30, 32, 33.

한‧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 종료 후 동중국해 질서에 대한 전망과 과제

21

과의 분쟁수역에서 석유탐사에 관한 양허를 부여하였다.67) 2000년 6월 3일 양국
간 분쟁수역 내(중재판정 결과 가이아나 측 수역으로 귀속, <그림 6>)에서 CGX의
석유굴착선이 핵심샘플 확보를 위한 시험공 굴착을 위해 해저에 지지대를 설치하던
중 수리남 공군의 출격과 해군함정의 퇴거명령에 따라 철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
다.68) 가이아나에 의해 협약 제7부속서의 중재재판에 회부된 위 사건에서는 양국
간 해양경계획정문제와 함께 CGX의 활동과 수리남 측의 퇴거조치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졌다. 결론적으로 재판소는 제74조 제3항과 제83조 제3항 위반 문제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판시를 제시하며 양측
모두에 동 규정 위반을 인정하였다. 이
중 일방적 시험굴착으로 나아갔던 가
이아나 측 위반 판단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재판소는 가이아나의 경우 시험굴착
행위로 들어감에 있어 단지 양허권자
인 CGX의 대외발표를 통한 언론 통지
만으로는 “잠정약정 체결을 위한 노력
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보았다.
재판소는 가이아나가 훨씬 일찍 수리
<그림 6> 사건 수역도
(Stephen Fietta, “Guyana/Surinam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02, No. 1
(Jan., 2008), p.121)

남과 굴착작업에 대해 협의하였어야
하며, 2000년 6월 2일의 대화 제안만
으로는 동 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동 의무

에 부합하는 조치로 ① 계획된 활동의 공식 통보, ② 계획된 활동 착수에 있어 협
력 모색, ③ 결과의 공유 및 상대국에 대한 관찰기회 부여, ④ 탐사활동으로 인한
재정적 이익의 공유 제의를 열거하였다.69)
한편 재판소는 “최종합의 저해 금지를 위한 노력 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분쟁수역
67) Guyana v. Suriname, supra note 57, para. 150. 위 사건에서 수리남은 N10°E 선을, 가이아나는 N34°E
선을 양국 간 해양경계선으로 주장하였다. Ibid., para. 162.
68) Guyana’s Notification under Article 287 and Annex VII, Article 1 of UNCLOS and the Statement
of Claim and Grounds on which it is based (February 24, 2004), para. 17.
69) Guyana v. Suriname, supra note 57, para. 477. CGX 사건 이전 가이아나의 일정한 협의 노력에도 불구
하고 이에 소극적으로 임하던 수리남에 대해서도 동 의무 위반이 인정되었다. 특히 수리남은 위 시험굴착 계획
이 알려질 무렵, 보다 적극적으로 가이아나와 협상을 시도했어야 하였고, 적어도 2000년 6월 2일 굴착작업 방
식의 논의를 위한 가이아나의 마지막 대화 제안을 수락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했어야 하였다. 재판소는 이때
대화의 참여 조건으로 시험굴착의 즉각 중단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수리남은 이러한 행
위 없이 퇴거조치로 나갔고, 그 결과 동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Ibid., para.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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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석유탐사‧개발과 관련하여 허용되는 것은 ① 잠정약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활동, ② 일방적으로 행해지더라도 최종경계합의의 도달을 방해하지 않는 활동의
두 가지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어 해양환경에 물리적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행위는
위 ②에 포섭되나, 물리적 변화를 초래하는 행위는 ①에 따라 당사국 간 합의에 의
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며, 그런 행위로 “석유와 가스 채취(exploitation of oil
and gas reserves)”, 그렇지 않은 행위로 “지진파 탐사(seismic exploration)”를
예시하였다. 이어 재판소는 에게해 대륙붕 잠정조치 사건을 선례로 언급하며 특정
행위가 최종합의의 도달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는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으로
“해양환경에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permanent physical impact on the marine
environment)” 여부를 제시하였다. 결국, 재판소는 “시험굴착(exploratory drilling)”
은 해양환경에 대한 영구적인 물리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70) 가이아
나의 일방적 시험굴착 허가에 대해 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71)

2)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 (2017)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역시 해양경계를 획
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2007년

주빌리

(Jubilee) 유전이 가나 측 수역에서 발견된
후 가나는 동 유전으로부터 더욱 코트디부아
르 쪽으로 들어온 지점에서 TEN 유전을 추
가로 발견하였다. 그 결과 2009년부터 2014
년 사이 TEN 유전72)에서 가나의 일방적 허
가 아래 34개의 탐사‧개발공이 굴착되었다.73)
<그림 7> 가나의 석유탐사개발
․
현황
(Counter-Memorial of Côte d'Ivoire,
p.59, SKETCH-MAP 2.3)

양국은 2014년 12월 특별협정에 따라 국제
해양법재판소 특별재판부(이하 “재판소”로 통
칭)에 양국 간 해양경계획정과 함께 제83조

70) Ibid., paras. 465-470, 479-481.
71) 수리남의 경우 위 사안에서 평화적 해결 수단을 가지고 있었다. 가이아나와 관련 교섭을 개시할 수 있었으며
동 교섭이 실패할 경우 협약 제15부의 강제분쟁해결절차에 의존할 수도 있었다. 그 과정에서 잠정조치를 요청
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재판소는 수리남의 대응조치 또한 분쟁수역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인 동시
에 최종합의의 도달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Ibid., paras. 483-484.
72) <그림 7>에서 육상경계의 끝점에서 남남서 방향으로 그어진 선은 가나가 주장한 해양경계선(잠정등거리선), 남
남동 방향으로 그어진 선은 코트디부아르가 주장한 해양경계선(각의 이등분선)이다. Counter-Memorial of
Côte d'Ivoire (April 4, 2016), p.59. SKETCH-MAP 2.3: Status of oil activities in the west of the
offshore oil area delimited by Ghana, December 2014.
73) Ibid., paras. 2.83.-2.95.

한‧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 종료 후 동중국해 질서에 대한 전망과 과제

23

제3항 위반 여부를 포함한 가나의 일방적 자원활동의 적법 문제를 회부하였다. 재
판소는 2015년 4월 가나의 새로운 굴착 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를 발령하였고,74)
2017년 9월 최종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코트디부아르는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을 적극 원용하며 가나
의 일방적 개발이 의무 위반임을 주장하였다. 즉, 가나의 굴착행위가 이루어진 수
역이 경계획정 결과 코트디부아르에 귀속되지 않더라도 규정 위반이 인정될 수 있
다는 것이었다. 반면, 가나는 수년 동안 굴착활동을 평화적으로 계속해 왔으며 현
상유지 측면에 어떠한 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특히 제83조
제3항이 “특정 유형의 행위”를 자제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가이아나-수
리남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일정 기간 그 행위가 지속된 사안임을 강조하였다.75)
즉, 가나의 행위는 “현상”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현상”이란 취지였다.
결론적으로 재판소는 가나의 의무 위반을 부정하였다. 우선 “잠정약정 체결을 위
한 노력 의무” 위반 문제에 관해 코트디부아르가 가나에 관련 활동의 자제를 요구
하였을 뿐 “잠정약정의 체결을 요구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다. 재판소는 코트디부
아르가 잠정약정의 수립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협상을 개시하여야 했다고 보았다.
이는 가나의 활동이 수년에 걸쳐 지속되었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활동이 코트디부아르에 의해 묵인된 것은 아니라도 양국 간 관계 평가에 있어서는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76) 다음으로 “최종합의 저해 금지를 위한 노력 의무” 위
반 문제에 관해서는 ① 분쟁수역에서 새로운 굴착의 금지를 명한 2015년 4월 25
일자 잠정조치 명령에 따라 가나 측이 관련 활동을 정지한 점, ② 가나가 재판소의
경계획정 결과 자신의 수역으로 귀속되는 수역에서만 관련 행위를 수행하였다는 점
을 근거로 코트디부아르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코트디부아르의 청구취지 (2)(iii)은
“코트디부아르의 수역에서(in the Ivorian maritime area)” 가나에 의해 일방적
으로 수행된 행위들이 의무 위반임을 판결‧선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77) 재판소는
가나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코트디부아르의 수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위 청구
가 성립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78)
74)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in the Atlantic Ocean Case (Ghana/Côte d'Ivoire),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25 April 2015, ITLOS Reports 2015, para. 108.
75) Ghana/Côte d'Ivoire, supra note 57, paras. 618-619.
76) Ibid., para. 628.
77) 코트디부아르의 이 부분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다. Ibid., para. 63.
(2) to declare and adjudge that the activities undertaken unilaterally by Ghana in the Ivorian
maritime area constitute a violation of: […]
(ⅲ) the obligation not to jeopardize or hamper the conclusion of an agreement, as provided
for by article 83, paragraph 3, of UNCLOS; [이하 생략] *밑줄은 필자 추가, 이하 이 글에서 동일.
78) Ibid., paras. 63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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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
(1) 어느 사건에 선례로서 가치를 두어야 하는가
위 두 사건은 유사한 자원탐사‧개발의 적법성 문제가 다투어졌지만 그 결론은 판
이하게 달랐다. 특히 자제의무 위반 문제와 관련하여 가이아나-수리남 사건에서 가
이아나의 일방적 행위가 수행된 수역은 경계획정 결과 가이아나에 귀속되었음에도
가이아나의 동 의무 위반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에서의 판단
은 달랐다. 가나의 행위가 문제된 수역 또한 최종적으로 가나에 귀속되었다는 점에
서는 가이아나-수리남 사건과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가나의 지속적인 유전탐사‧개발
은 가이아나의 시험굴착보다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 측면에서 그 정도가 결코 가볍
지 않다. 그런데도 가나의 의무 위반은 부정되었다. 너무나 상이한 위 결론 중 어느
판단에 선례의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아래와 같은 점에서 가나-코트
디부아르 사건에서의 판단은 상대적으로 문제가 다분하였다고 판단된다.
우선 재판소가 가나의 자제의무 위반을 부정한 첫 번째 근거는 잠정조치 명령
후 새로운 굴착이 없었다는 점이다. 재판소가 이러한 근거를 제시한 배경은 가나에
대해 자제의무의 적용이 개시되지 않았다는 인식에서 찾을 수 있다.79) 즉, 재판소
는 가나에 대한 자제의무의 적용개시 시점을 양국 간 경계획정분쟁의 소송사건화에
따른 잠정조치의 신청 또는 발령 시점으로 잡은 것이다. 물론 코트디부아르의 적극
적인 권리주장이 없었거나 가나의 활동에 대한 항의가 없었다면 이런 논리도 성립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코트디부아르가 수차례 가나에 항의하며 자국이 생각하는
경계선을 제출한 상황에서 재판소의 판단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80)
두 번째, 문제된 수역이 코트디부아르에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의무 위반이 성
립되지 않는 근거로 제시한 점은 가이아나-수리남 사건의 판단과 결정적으로 차이
를 보인 부분이다. 이러한 차이는 청구취지 구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가이아나79) 재판소는 동 의무가 적용되는 “과도적 기간”의 의미를 “해양경계획정분쟁이 발생하여 최종경계획정의 합의 또는
판결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기”로 규정하였다. Ghana/Côte d'Ivoire, supra note 57, para. 630. 이어서 자
제의무는 코트디부아르가 문제된 수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가나가 인식한 후에(after
realizing that that area was also claimed by Côte d'Ivoire) 비로소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Ibid., para. 631.
80) 위 다수의견에 대해서는 비판적 견해로는 백진현 재판관의 개별 의견 참조. Ghana/Côte d'Ivoire, supra
note 57, Separate Opinion of Judge Paik, paras. 13-16. N. Bankes 교수와 R. Churchill 교수 역시
자제의무가 잠정조치 발령 이전부터 작용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다수의견은 설득력이 없다고 평하였다. Nigel
Bankes, “ITLOS Judgment in the Maritime Boundary Dispute between Ghana and Côte d'Ivoire”(27
October 2017). 노르웨이 해양법센터 블로그 https://site.uit.no/nclos/2017/10/27/itlos-judgment-in-themaritime-boundary-dispute-between-ghana-and-cote-divoire (검색일: 2020. 11. 29); Robin Churchill,
“Dispute Settlement in the Law of the Sea: Survey for 2017”,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Vol. 33, No. 4 (November, 2018), p.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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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남 사건에서 가이아나는 “분쟁수역에서(in a known disputed maritime
area)” 가이아나의 탐사공 굴착 허가가 규정 위반임을 판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
다.81) 반면, 코트디부아르는 그 청구취지 (2)(ⅲ)에서 “코트디부아르의 수역에서(in
the Ivorian maritime area)” 이루어진 가나의 행위들이 규정 위반임을 판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각주 77). 재판소의 경계획정 결과를 기계적으로 위 청구취지
(2)(ⅲ)에 대입해 보면 위 청구대로 주문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일견 곤란한 측면이
있어 보이기도 한다. 이에 다수 의견은 위 청구취지를 언급하면서 “가나의 활동이
코트디부아르의 수역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의 활동은 코트디부아르의
관련 청구취지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판결문 제633단락)82)고 지적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백진현 재판관 역시 가나 측 행위의 적법성에 유보를 달겠다고
하면서도 판결문 제633단락에서 지적된 점으로 인해 다수의견의 주문에 찬성하였
음을 밝히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형식적(formalistic)” 이유란 표현을 통해
재고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83) 결국 재판소의 청구기각의 결정적 원인은 코트디부
아르의 청구취지 구성에 있었다.84) 이를 “분쟁수역에서(in the disputed maritime
area)” 정도로 하였더라도 재판소의 고민은 분명 더 깊었을 것이다.85)
이처럼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의 다수의견은 몇 가지 결정적인 문제점이 엿보
인다. 코트디부아르가 소 제기 전 별다른 항의나 주장을 하지 않은 것과 같이 판단
한 대목과 단순히 청구취지에 기초한 형식적 판단에 그친 점은 이 사건의 다수의
견에 대해 선례로서 가치를 상당 부분 상쇄시키는 대목이라 볼 수밖에 없다.

(2) 자제의무 해석론의 현주소
물론 가이아나-수리남 사건에서의 해석론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자제
81) “[…] Guyana breached its legal obligations to Suriname under Articles 74(3) and 83(3) […], by
authorizing its concession holder to drill an exploratory well in a known disputed maritime area
thereby jeopardizing and hampering the reaching of a maritime boundary agreement.” Guyana v.
Suriname, supra note 57, para. 161. 2(C).
82) Ghana/Côte d'Ivoire, supra note 57, para. 633.
83) Ghana/Côte d'Ivoire, supra note 57, Separate Opinion of Judge Paik, para. 1.
84) 유사한 비판으로 Nigel Bankes, supra note 80; Youri van Logchem,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States in Disputed Maritime Areas: What Lessons Can Be Learned from the Maritime Boundary
Dispute between Ghana and Côte d'Ivoire?”,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ol. 52,
No. 1 (March, 2019), p.172.
85) 同旨. Natalia Ermolina & Constantinos Yiallourides, “State responsibility for unilateral hydrocarbon
activities in disputed maritime areas: The case of Ghana and Côte d'Ivoire and its implications”
(November 23, 2017). 노르웨이 해양법센터 블로그 https://site.uit.no/nclos/2017/11/23/state-responsibilityfor-unilateral-hydrocarbon-activities–in-disputed-maritime-areas-the-case-of-ghana-and-cote-divoireand-its-implications (검색일: 2020.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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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위반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해양환경에 대한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 기준도
완전한 기준이라고 보긴 어렵다. 예컨대, 어느 정도 수준의 영향이 있어야 영구적
인 물리적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86) 에게해 대륙붕 잠정조치 사건(1976)에
서 잠정조치 발령요건으로 다루어진 “회복 불가능한 손해” 요건의 판단기준을 협약
제74조 제3항 및 제83조 제3항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곧바로 차용할 수 있는
가, 태생적으로 중첩 대륙붕에서의 행위규범으로부터 유래한 기준을 어업 등 배타
적 경제수역 체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다.
백진현 재판관도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2017)에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
이 자제의무 위반의 중요 기준이 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와 함께 해양환경에
대한 영구적인 물리적 변화를 초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훨씬 덜 공격적인 행위라
도 당사국 간 심각한 긴장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최종합의를 위태롭게 할 수 있
음을 지적하였다. 결국 해양환경에 대한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 역시 여러 고려요소
중 하나일 뿐이란 취지이다. 이와 함께 “행위의 유형, 성격, 위치, 시간, 수행방식
등 여러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87) 위 지적과 같이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더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다만 협약 제74조 제3항과 제83조 제3항상 자제의무의 해석․적용 문제와 관련하
여 그간 논자들은 경계미획정의 대륙붕에 대해 굴착 이상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고
지진파 탐사 정도는 허용된다는 설명을 주로 해왔다. 에게해 대륙붕 잠정조치 사건
(1976)의 판시나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에서 “해양환경에 대한 영구적인 물
리적 영향” 기준도 기본적으로 위 설명과 맥을 같이한다. 초기 해양경계획정 문제
가 대륙붕 제도와 함께 대두되었음을 감안할 때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행위를 규
율하는 법원칙의 원류는 해양법상 대륙붕 제도의 보편화와 맞물려 있을 것임을 짐
작할 수 있다. 1958년 대륙붕협약 제6조는 대향‧인접국을 불문하고 “합의”에 의한
대륙붕 경계획정 원칙을 규정하고 있었다.88) 여기서 “합의”는 곧 신의성실한 교섭
의무를 전제하는 것으로 대륙붕 경계획정에 있어 교섭의무는 북해대륙붕사건(1969)
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각주 58). 이때 교섭의 결과를 저해할 수 있는 분쟁상태의
대륙붕에 대한 일방적 굴착은 경계획정 교섭에 있어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경계획정 결과 타국에 귀속될 수 있는 대륙붕에 대한 굴착은 해당 국가의
86) 대륙붕에 대한 시험굴착의 경우 해저에 대한 탐사공 굴착이 수반되지만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하지 않은 한 영
구적인 영향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 유사한 평가로는 Ibid.
87) Ghana/Côte d'Ivoire, supra note 57, Separate Opinion of Judge Paik, paras. 7, 10.
88) 제1항은 대향국 간 대륙붕 경계획정 원칙, 제2항은 인접국 간 대륙붕 경계획정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위 제1
항 및 제2항 공히 각각 제1문에서는 “당사국 간 합의에 의해 경계선이 획정되어야 한다([…] shall be
determined by agreement between them).”고 규정하고 있다. 각 제2문은 합의가 없을 시 중간선‧등거리
선 원칙에 따른 경계선 획정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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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여기에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악화 방지라는
법원칙이 결합됨으로써 곧 경계미획정의 대륙붕에서 일방적인 탐사‧개발을 삼가야
한다는 원칙이 도출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89) 다만 지진파 탐사는 해저나 자원
자체에 물리적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에게해 대륙붕 잠정조치 사건이나 여타 논자
들로부터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한 행위로 분류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가이아나-수리남 사건에서 설시된 자제의무 위반 판단기준의 원류는 “대
륙붕” 경계획정의 문제가 존재하는 수역에서 연안국 간 경계획정 교섭을 악화시키
는 일방적 행위를 자제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자원탐사․개발을 위한 과학기
술의 발달로 해양경계획정의 합의 도달을 저해하는 행위들에 대한 시각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예컨대 스티븐 피에타(Stephen Fietta) 변호사는 2008년 논문에서
에게해 대륙붕 사건 후 30여 년이 훌쩍 지난 기술 수준에서 일방적 탐사는 연안국
간 정보 수준의 현상을 현저히 변경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90) 단적으로 에게
해 대륙붕 잠정조치 사건(1976)에서 면죄부를 받은 지진파를 이용한 자원탐사의
경우도 오늘날의 시각에서는 자제의무 위반이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협약 역
시 무생물자원의 탐사․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국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해
서는 연안국에 그 동의를 거부할 재량을 인정한다(제246조 제5항(a)). 가이아나-수
리남 사건에서 제시된 “해양환경에 대한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 기준을 토대로 경
계미획정 수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분하였던 데이비드 앤더
슨(David Anderson)과 유리 판 로켐(Youri van Logchem)의 분류에서도 자원과
관련 있는 조사행위는 허용가능한 행위로 분류되지 못하였다.91)
물론 위와 같은 논자들의 분석이 오늘날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일방적인 자원
활동에 관한 법규범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
달이 연안국의 해양활동 범위와 수준을 증대․심화시켜 온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그
허용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변천하고 있을 것이라는 방향성은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다. 결국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광물자원의 탐사․개발 문제는 큰 틀에서 대륙붕
규범에 기원을 둔 종전 기준론이 유효하게 작동하는 가운데, 그 허용가능 행위의
척도가 더 엄격해지는 일로(一路)에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

89) Robin Churchill & Geir Ulfstein, supra note 64, pp.85-87.
90) Stephen Fietta, “Guyana/Surinam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02, No. 1
(January, 2008), p.127.
91) David Anderson & Youri van Logchem, “Rights and obligations in areas of overlapping maritime
claims,” in S. Jayakumar, T. Koh & R. Beckman (eds.), The South China Sea Disputes and Law
of the Sea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2014), pp.21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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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정 종료 후 동중국해에의 적용
1) 원칙적 상황
이와 같이 자제의무의 해석론은 대체로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자원활동에 대해
그 허용가능성을 엄격히 보는 경향이 강하다. 본격적인 자원채취는 물론, 이를 위
한 시설물 설치나 시험굴착과 같은 활동은 해양환경에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고 본다. 위치 등 여타 요소를 고려할
때 자국 연안에 인접한 수역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타국과 다툼 있는 수역에서의
일방적 개발은 더욱 허용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협정 종료 후 한국이 현 공동개발
구역 내에서 독자적으로 자원개발을 진행할 만한 수역은 냉정하게 거의 없을 것으
로 판단된다. 예컨대 비교적 한국 연안에 가까운 공동개발구역의 북서면 경계선 이
남(以南)의 1, 2, 4소구도 한․일 간 중간선에 대한 인식 차 속에 일본의 권리주장이
미치고 있다. 현재 동 의무의 해석론상 일반적으로 이러한 수역에서 일방적 개발이
허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이러한 제약은 일본이나 중국에도 동일하게 적용
된다. 따라서 한․중․일이 동 의무를 성실히 준수한다면 공동개발구역 내 대부분의
수역에서 주변국과 충분한 협의 없는 일방의 본격적인 대륙붕 개발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가이아나-수리남 사건 식의 접근법을 협정 종료 후 동중국해의 현실에
적용해 본다면 오키나와 해구에까지 이르는 대륙붕에 있어 시험굴착 이상의 자원활
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힘들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아울러 행위태양 측면에
서 본격적인 개발에 미치지 못하는 지진파를 활용한 자원탐사도 에게해 대륙붕 잠
정조치 사건 당시와 달리 더 엄격한 잣대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
다. 결국, 관련국이 이러한 규범을 충실히 준수한다면 협정 종료 후의 동중국해는
그 어떤 국가도 함부로 자원활동으로 나서기 힘든 동결의 시대를 맞을 것이다.

2) 등거리선․중간선에 따른 공간적 접근법의 적용
위 예상은 한․중․일이 철저히 규범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펼쳐질 상황이다. 그러
나 규범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난립하거나 현상의 주도권을 잡
은 국가가 독자행보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
(2017)에서 제시된 다수의견의 결론은 이러한 독자행보에 법적근거로 원용될 가능
성도 없지 않다. 주목할 만한 것은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에서 다수의견의 판단을

한‧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 종료 후 동중국해 질서에 대한 전망과 과제

29

두고 논자들 사이에선 신의성실하게 주장된 등거리선‧중간선 내에서의 일방적 활동
은 그 행위태양이나 성질을 불문하고 허용 가능한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92) 위 사건에서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과 달리 구체적인 활동의 성격
을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은 등거리선을 경계로 가나 측 수역에서 일정한 실행이 형
성되어 오던 분쟁의 맥락을 고려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93) 이러한
시각들은 위 사건을 기존 행위태양 중심의 구분론과 달리 (ⅰ) “등거리선‧중간선”을
기준으로 한 (ⅱ) “실행”의 지속성 측면에서 일방적 행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것
으로 인식한다.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의 결론 자체만을 놓고 보면 위와 같은 평가들이 제기되
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논자들의 평가는 지나치게 나아간 것이
라 판단된다. 등거리선․중간선에 따른 관할권의 공간적 배분 현상이 일반적 관행으
로 평가되고 이에 법적 확신이 갖춰진다면 이론상 제74조 제3항과 제83조 제3항
의 규정을 보완하는 관습법의 출현도 가능하다. 이렇게 새롭게 확립된 관행은 실질
적으로 조약해석에 관한 “추후 관행(subsequent practice)”의 형태로 제74조 제3
항과 제83조 제3항의 해석․적용에 관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추후 관행은 조
약해석에 관한 당사국의 합의를 확정하는([…] which establishes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regarding its interpretation) 것이어야 한다(「조약법에 관한 비
엔나협약」 제31조 제3항(b)). 그러나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권원을 주장하며 형
평의 원칙에 따른 대륙붕 경계획정의 입장에 있는 국가들도 존재한다. 배타적 경제
수역에 관하여도 등거리선‧중간선에 따른 경계획정과 다른 입장에 있는 국가도 있
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등거리선․중간선에 따른 관할권 배분에 여하한 법적 확신이
부여됐다거나 추후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제74조 제
3항과 제83조 제3항의 해석론으로도 등거리선․중간선에 따른 공간적 접근법을 확
대 적용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그 이론적 평가를 별론으로 하고 개별 국가들이 정책적으로 위와 같은
해석론을 취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의 결론을 위와 같
이 이해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타국의 항의가
부재한 상황 속에 등거리선․중간선에 이르는 수역까지는 단독탐사․개발이 정당화될
수 있다. 둘째, 자국에 유리한 현상 구축을 위해 가급적 선제적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타국의 공격적 활동을 맞닥뜨리게 될 경우 수역의 현상에 대

92) Nicholas A. Ioannides, “The Legal Framework Governing Hydrocarbon Activities in Undelimited
Maritime Area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68, Iss. 2 (April, 2019), p. 366.
93) 西本健太郞, “境界未画定海域における自制義務”, 『国際問題』, 第674号(2018. 9), p.19.

제
1
장

30 국제법 정책연구

한 용인으로 비추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항의가 필요하다. 동중국해에서 한․중․일
의 입장 차를 놓고 볼 때 중간선의 입장을 취하는 일본이 이러한 논리를 정책적으
로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동북아의 현실에서
도 향후 협약 제74조 제3항과 제83조 제3항의 해석론과 관련 판례의 추이를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

Ⅳ

한․일 협력체제의 지속가능성과 한국의 과제

1. 한․일 협력체제의 지속가능성
그렇다면 다시 서두에 언급한 문제로 돌아가 보자. 일본은 현 협정 체제를 2028
년 부로 종료시킬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위해선 앞서 동중국해의 미래에
대한 현상적‧규범적 전망에 더해 일본의 전략적 입장을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한․일, 중․일 관계를 비교해 볼 때 일본은 동중국해의 자원개발에 다소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일본의 속내를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다면 향후 한국의 선택지에 대한 판단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중간선에 기초한 단일경계획정 주장
일본 학계에선 그간 협정 종료 후 한․일 간 중간선을 토대로 한 단일경계획정 방
안이 언급되어 왔다. 일본이 현 국제규범하에서 당연히 협정의 종료를 기다리며 미
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선 우선 종전 익숙하던 국제법적
관점에서 일본의 위 경계획정 주장의 타당성을 간략히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실제 국제판례상 북해대륙붕사건(1969) 이래 경계획정에 있어 해저의 지질․지형
학적 특성에 대한 고려는 제한적인 추세이다. 대표적으로 앞서 살핀 리비아-몰타
사건(1985)에서는 양안 간 400해리 미만 수역에서 해저의 지질․지형학적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중간선을 토대로 경계획정을 하였다. 특히 위 사건에서 취한 잠정
중간선의 설정 후 관련 사정을 고려해 조정을 거치는 접근법은 이후 이른바 3단계
접근법으로 발전해 오늘날 국제재판에서 널리 통용되는 경계획정의 방법론으로 정
착하였다.
해저‧하층토와 상부수역에 대한 통일적 규율이 갖는 편의로 인해 배타적 경제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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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륙붕의 단일경계획정의 실행 또한 확대되고 있다. 호주는 그간 인도네시아, 동
티모르와의 관계에서 육지영토의 자연연장을 주장해 왔다. 특히 호주와 인도네시아
간에 체결된 티모르해에 관한 일련의 합의들은 해저와 어업 문제에 있어 별도의 경
계선을 설정한 사례로 유명하였다.94) 그러나 2018년 체결된 동티모르-호주 해양경
계조약95)은 호주의 자연연장 주장이 반영된 기존 공동개발체제를 종료시키고 중간
선을 토대로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를 단일하게 설정하였다. 이는 자연연
장론의 퇴조가 투영된 중간선에 따른 단일경계획정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이처럼 오늘날 경계획정에 관한 국제판례와 국가실행의 흐름은 일본의 입장에
기울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즉, 일본이 협정의 종료와 함께 중간선에 입각한
경계획정을 주장할 실익은 충분한 것이다.
여기서 일본이 실제 국제규범의 변화에 따라 협정의 이행에 소극적일 것이란 가
정을 더욱 공고히 하려면 한 가지 더 검증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일본이 그간 협정
에 따른 공동탐사․개발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며 내세운 이유는 자원개발의 경제
성 부족이었다. 그렇다면 일본은 자원매장 가능성 또는 채산성 측면에서 현 공동개
발구역 내 탐사․개발에 별 관심이 없는 것 아닐까 하는 점이다.
그러나 앞서 중․일 간 갈등양상에 비추어 보면 일본이 동중국해 자원개발 자체에
관심이 없다고 평가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중국의 중간선 부근에서의 자
원개발에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중국의 춘샤오 가스전 개발로부터 촉발
되어 2008년 중․일합의를 도출한 것도 일본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기인한다. 돌이켜
보면 한․일 공동개발체제 역시 한국의 제7광구 설정에 자극받은 일본의 선(先) 제안
으로 협상이 개시되었다. 이처럼 일본은 주변국의 자원활동을 주시하며 견제해 왔
다. 이는 일본 역시 동중국해에서 일정한 자원적 손익을 따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확언은 어렵지만 현 한․일 공동개발구역에 대한 일본의 경제성 부족 주장 역시
그다지 진실하게 느껴지진 않는다. 우선 앞서 중․일 관계에서 동중국해 자원개발 문
94) J. I. Charney & Lewis M. Alexander, International Maritime Boundaries, Vol. 2 (Martinus Nijhoff,
1993), p.1208 이하. 양국 간 1971년 해저경계협정 및 이를 보완하는 1972년 티모르해 및 아라푸라해의 해
저경계협정은 인도네시아 연안에 가까운 티모르 해구에 치우쳐 경계선이 설정된 자연연장론에 입각한 산물이었
다. 그러나 양국은 어업에 관해서는 1981년 양해각서를 통해 중간선을 기준으로 잠정감시집행선(Provisional
Fisheries Surveillance and Enforcement Line)을 설정하였고, 이후 1997년 양국 간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협정(이른바 “퍼스조약”) 역시 위 잠정감시집행선을 이어받았다. 다만 위 1997년 협정은 당시 수하르토 정
권의 붕괴로 이어진 인도네시아의 정치 상황 속에 비준 불발로 발효되지는 못하였다. 양국 간 일련의 조약은
DOALOS 홈페이지 - Maritime Space란 https://www.un.org/Depts/los/LEGISLATIONANDTREATIES/
STATEFILES/IDN.htm 참조(검색일: 2020. 11. 29).
95) Treaty betwee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imor-Leste and Australia Establishing their Maritime
Boundaries in the Timor Sea (March 6, 2018). 전문은 In the Matter of a Conciliation betwee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imor-Leste and the Commonwealth Australia, Report and
Recommendations of the Compulsory Conciliation Commission (May 9, 2018), Annex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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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일본의 태도를 볼 때 일본이 한․일 공동개발구역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보긴 힘들 것 같다.

한․일 공동개발구역에서는

1970~1980년대 공동탐사 결과 일부 자원징후가 확인된 곳도 있었으며, 2000년대
들어 공동탐사에서도 유망구조가 확인되었다. 과거엔 경제성 부족으로 철수하였지
만 기술력이 더욱 향상된 현시점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2008년 중․일
합의에 따라 설정된 공동개발구역의 위치 역시 상당히 의심스럽다. 위 구역은 한․일
공동개발구역과 1㎞도 채 떨어지지 않은 수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처럼 한․일 공동
개발구역 바로 목전에 중․일 공동개발구역을 설치한 정황은 일본의 한․일 공동탐사․
개발에 소극적인 태도가 실제 전면적인 경제성 부족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 보긴
어렵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96) 달리 말해 일본 역시 현 공동개발구역의 개발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2) 동중국해의 큰 그림: 일본의 현상유지 이익
일본은 동중국해 대륙붕의 개발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일정 선을 유지하며 주변
국의 독주를 견제하는 데 정책 방향성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일종의 현
상유지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일본은
동중국해 이외의 대륙붕에 대한 개발도 가능하다.97) 따라서 일본은 동중국해에서
주변국들의 자원독식을 견제하며 자신의 권리주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굳이 동중국
해에서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는 활동 자체를 감행할 유인이 떨어질 수 있다. 더욱
이 첨각제도․조어도 문제를 고려한다면 일본 입장에선 동중국해의 현상유지를, 중국
입장에선 현상 흔들기를 추구해야 할 입장이란 점도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
이 지점에서 동중국해의 구도를 단지 한․일 간 양자 구도가 아니라 더 넓게, 특
히 한국 입장에서 놓치기 쉬운 중․일 간 대립의 틀에서도 좀 더 살필 필요가 있다.
비록 자원개발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나 다음 예를 살펴보자.
<그림 8>은 일본의 해상보안보고서(海上保案レポート) 2019년판에 실린 2015년
96) 양희철 박사도 한․일공동개발구역과 중․일공동개발구역의 지리적 근접성, 지질학적 연계 가능성, 일본의 중국에
대한 강한 개발추진 의지 표명 등을 고려할 때 일본의 공동개발에 대한 소극적 태도는 이율배반적이라고 평가
한다. 양희철, 전게논문(각주 28), p.48.
97) 박창건․안도준코는 2001년 12월 중․일 간 공동개발 교섭이 중단된 직후 일본이 한국 측과 공동개발구역의 공동
탐사에 의도적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춘샤오 가스전의 독자개발 사실을 공포하였다고 하면서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는 2008년 합의를 이끌어 냈음에도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협정 체제를 동결시켜 놓은 것
은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라 평가한다. 여기에는 태평양이나 동해 쪽의 자원매장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쟁 가능성이 있는 동중국해 대륙붕 개발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없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평한다. 박창건‧안도준코, “동북아 근해협력으로서의 한․일대륙붕협정: 공동개발협력레짐의 구축을
향하여”, 『일본공간』 제20권(2016. 12), 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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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외국 해양조사선의 특이행동 지점을 표시한 그림을 옮
긴 것이다.98) 그림 왼편에 중․일 양국을 가르는 선은 일본이 중국과 해양경계로 인
식하는 중․일 중간선으로, 이 선을 기준으로 동쪽은 일본 입장에서 자국 수역에 해
당한다. 따라서 외국 선박이 동 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엔 일
본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중국이 동 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엔 2001년 수립된 중․일 사전통보제99)에 따라 일본 측에 사전통보가 필요하다.

<그림 8> 외국 해양조사선의 특이행동 현황 (2015년-2019년 3월 31일, 각주 98)
[Senkaku/Diaoyu, Okinotorishima, Dokdo 표시는 필자 추가]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본의 인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는 양국의 해양경계
에 대한 견해차로 인해 중국은 일본이 주장하는 중․일 중간선 이동(以東) 수역에서

98) 해상보안보고서(海上保案レポート) 2019년판 중 “특집: 증대하는 위기에 대처하다(増大する危機に立ち向かう)”
-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정세와 해상보안체제강화(我が国周辺海域の情勢と海上保安体制強化)”, https://www.
kaiho.mlit.go.jp/info/books/report2019/html/tokushu/toku19_01.html#zh007 부분 참조(검색일: 2020.
11. 29). 참고로 일본 해상보안청 홈페이지의 “해상보안보고서(海上保案レポート)”란 https://www.kaiho.mlit.
go.jp/doc/hakkou/report/top.html (검색일: 2020. 11. 29)은 1997년부터 2019년까지 발간된 보고서를 수
록 중이다. 동 보고서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는 “해상보안백서”란 이름으로 발간되었다.
99)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 해양조사선의 동중국해 해양조사가 빈번해지면서 중․일 양국 간엔 경계미획정 수역에
서 해양과학조사 문제가 외교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양국은 2001년 2월 13일 북경에서 주중일본대사관과
중국 외교부 간 구상서 교환을 통해 다음 날부터 해양조사활동의 상호 사전통보제 실시에 합의하였다. 위 사전
통보제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은 三好正弘,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調査活動”, 栗林忠男․杉原高嶺編,『日本にお
ける海洋法の主要課題』(有信堂, 2010), pp.17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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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전통보 없이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며 심지어 동 수역에서 일본 조사선에 퇴
거요구를 하기도 한다.100) 아울러 중국은 첨각제도․조어도에 대한 영유권이 자국에
귀속된다는 전제하에 동 도서 주변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있어서도 일본에 사
전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101) 실제 위 그림을 보면 중․일 중간선 이동 수역 중 첨
각제도․조어도(Senkaku/Diaoyu 표시) 주변수역에 중국의 특이행동 표시가 집중되
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은 일본이 주장하는 중․일 중간선 이동 수
역 및 첨각제도‧조어도 주변수역에서 사전통보의 틀을 무색케 하면서 해양과학조사
를 실시해 오고 있다.
사실 해양과학조사 자체는 자원개발에 비해 해양에 직접적인 물리적 변화를 초
래하지 않는 비교적 온건한 활동이다. 그러나 자원개발과 관련성을 갖거나 군사
목적의 조사도 있으며 그로 인해 오늘날 외국의 해양조사활동에 대해 연안국은 상
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실이다.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세(勢) 확장 과정을 빗
대어 세간에선 “해양조사선이 다녀가니 군함이 오더라.”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였
다. 이를 상기하면 지금은 해양조사선의 활동에 불과하지만 향후 해상시설물의 설
치나 자원개발 라인의 확장 같은 후속 행위가 뒤따를지 모른다는 우려도 기우(杞
憂)가 아닐 수 있다.
그러면 일본이 춘샤오 가스전 사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국과의 관계에서 동
중국해 공동개발에 그렇게 집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온 이유는 무얼까. 이 역시
표면적으론 자원적 손익에 대한 계산이 자리하고 있지만 큰 틀에선 중국의 자원개
발 견제를 통한 현상유지의 목적도 깔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9>와 같이 중
국은 이미 오랜 기간 일본이 주장하는 중․일 중간선 근방에서 자국의 개발라인을
확장시켜 왔다. 위 개발라인이 아직 일본이 주장하는 중간선 이동(以東)으로 넘어오
진 않았으나, 앞서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갈등상황에 비추어 보면 위 라인의 동진
(東進)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일본에게 첨각제도․조어도 문제는 항
상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동남아국가들을 상대로 보였던
공격적인 행보가 동중국해에서 되풀이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일본 입장에서 중국
의 자원개발라인은 중국의 동중국해에서 세력 확장과 첨각제도․조어도에 대한 도전
100) 관련 사례는 森征人, “東シナ海における外国公船への対応について”, 『平成22年度 海洋権益の確保に係る国
際紛争事例研究(第3号)』 (財團法人 海上保安協會, 2011. 3), pp.44, 50.
101) 관련 사례로는 일본 외무성 보도발표: “중국해양조사선 「동팡훙 2호」에 의한 해양조사활동(中国海洋調査船「東
方紅2号」による海洋調査活動)”(2007. 2. 4).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press/
release/19/rls_0204a.html 참조(검색일: 2020. 11. 29). 위 사건 당시 중국 외교부는 첨각제도·조어도 주
변수역에서 중국 선박의 해양과학조사는 중국의 정당한 주권행사이며 사전통보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
을 분명히 밝혔다. 2007년 2월 8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장위(姜瑜)의 언론 브리핑 답변 참조. Foreign
Ministry Spokeswoman Jiang Yu's Regular Press Conference on February 8, 2007. 주미중국대사
관 홈페이지 http://www.china-embassy.org/eng/fyrth/t296526.htm (검색일: 2020.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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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초(前哨)일 수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
2008년 합의의 의미는 무엇일까. 필
자의 소견으론 동중국해 대륙붕에 대
한 중국 입장을 미루어 볼 때 중국이
굳이 일본과 중․일 중간선에 걸친 위
치에 공동개발구역을 설치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2008년 합의의 대상
수역엔 중국의 200해리 이원의 대륙
붕 주장은 그다지 반영되어 있지 않
다. 중국이 요구해 온 첨각제도․조어
도 주변수역에서의 공동개발 요구가
<그림 9> 중일
․ 중간선 부근 중국 해상시설물 위치도

반영된 것도 아니다. 즉, 현 중․일공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각주 39)

동개발구역에는 일본 측 주장만이 주

로 반영되어 있다. 단독탐사․개발능력을 갖춘 중국이 굳이 자국에 유리하게 설정된
것도 아닌 공동개발체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점을
감안해 보면 2008년 합의는 중국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일본의 공동개발요구에 마
지못해 응해 주는 외관 형성을 통한 일종의 시간 끌기, 또는 여타 수역에서 단독개
발의 안정화를 위한 도구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나마 유의미한 의
의를 추가로 찾는다면 혹시나 모를 한‧일 공동개발구역에 대한 견제 내지 향후 침
투를 위한 포석의 의미 정도를 떠올려 볼 수 있을 뿐이다. 2008년 합의가 법적 구
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점이나 실제 공동개발을 위해 후속
합의의 체결이 요구되는 점도 이러한 일련의 추론을 뒷받침한다. 일본의 끈질긴 후
속 조약체결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는 현실도 마찬가지이
다. 결국, 2008년 합의는 동중국해에서 새로운 현상을 구축하고자 하는 중국과 기
존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일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만들어 낸 기묘
한 접점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이면, 동북아의 해양문제를 바라볼 때 일본의 관심 초점은 한국보다는 중국
에 주로 맞추어져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이는 아무래도 첨각제도․조어도 문제에 대
한 일본의 민감성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사료된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매년 발간하
는 해상보안보고서(海上保案レポート)에는 중국관공선의 첨각제도․조어도의 영해․접
속수역 침입 현황과 외국어선의 활동상황 및 그 대응을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고위급해양협의102) 같은 해양 관련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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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역시 지속하여 개최해 오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정작 한국과는 공동개발을
위한 협의는 물론, 최근 들어 어업공동위원회 협의조차 파행103)을 겪고 있는 것과
는 사뭇 대조적이다. 이는 그러한 협의체의 유지 필요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처럼 동중국해의 구도를 곱씹어 보면 중․일 간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 속에 한국이
운신의 폭을 더 넓게 가져갈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도 갖게 된다.

3) 일본의 협정파기 실익
그렇다면 일본은 협정의 종기에 맞춰 당연히 협정을 종료시킬까. 필자의 판단으
로는 일본에게 협정의 일방파기에 따른 실익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다.
첫째, 일본 입장에서 협정 체제가 갖는 현상유지의 이점을 고려해 봐야 한다. 한․
일 공동개발구역 내 중국의 침투가능성은 일본에게 결코 반가울 리 없다. 중국은
그간 협정 체제에 반대해 왔으나 오늘날 공동개발구역 내에서 단독으로 자원탐사‧
개발을 수행하였다는 보고는 알려진 바 없다. 이는 협정 체제가 사실상 억지효과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일 간 협정의 끈마저 사라지는 순간 한․
일 공동개발구역 내 중국의 침투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부수적이긴 하나 그
간 협정 체제는 선도적인 공동개발협정 사례로 회자되며 국제적으로 그 대상 수역
이 한․중․일이 아닌 한․일 간 중첩 수역이란 이미지 형성에도 적잖이 기여하였다.
둘째, 일본의 해양경계획정정책 측면에서도 협정의 종료가 일본에 특별히 유리할
건 없다. 협정이 종료된다 하여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한국과 중간선을 중심으로 한
경계획정이 손쉽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 중국을 포함한 3국 간 협상체
제가 구축되면 일본이 원하는 중간선에 따른 경계획정은 더욱 요원하다. 오히려 자
연연장론의 입장인 한국과 중국의 논리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부담만 늘게 된다.
한․중의 강제분쟁해결절차 배제선언으로 인해 국제재판을 통한 경계획정도 곤란하
며, 강제조정 절차의 활용도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
셋째, 일본의 단독탐사‧개발 측면에서도 협정의 종료가 큰 유인을 갖는 것은 아니
다. 협정 종료 후 일본이 한․일 중간선을 기준으로 본격적인 단독탐사․개발에 들어갈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현재 공동개발구역 내 일본 연안에 가까운
수역은 상대적으로 자원매장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진 않는다. 그렇다고 제2소구, 제
102) 양국은 2012년 5월부터 고위급해양협의(高級事務レベル海洋協議)를 개최하고 있다. 비교적 최근인 2019년
제11회 회의결과는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press/release/press6_000586.
html 참조(검색일: 2020. 11. 29).
103) “한․일 어업협상 이달 담판 … 갈치문제 풀릴까”, 『서울경제』, 2016. 11. 30; “성난 어민 해상시위 – 2년 표
류 한․일어업협정 타결하라”, 『한국일보』, 2018. 4. 4; “문성혁 해수부장관, 교착상태 한․일어업협정 논의 재
개하자”, 『서울경제』, 2019. 4.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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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소구를 대상으로 단독탐사․개발을 시행하기엔 한국과의 중간선에 대한 인식 차 때
문에 갈등의 소지가 다분하다. 오히려 인근 롱진(龍井) 가스전을 가동 중인 중국이
개입하기에 좋은 빌미만 제공해 줄 수 있다. 협약 제74조 제3항과 제83조 제3항의
해석론에 따르더라도 대륙붕에 대한 일방적 자원개발은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허용
되기 어렵다. 더욱이 일본 입장에서 동 규정들에 따른 엄격한 해석론을 완전히 무시
하기도 쉽지 않다. 중․일 중간선 이서(以西) 수역에서 중국의 자원활동 견제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원매장의 불확실성과 주
변국의 견제, 국제규범 위반의 논란과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일본이 무작정 일방적
자원활동을 감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현상유지 관점에선 당분간 협정
체제를 유지함이 한국의 독자적 자원활동을 견제하는 데에도 용이하다.
넷째, 한국과의 협정 체제 유지가 일본의 경계획정 입장에 반할 수 있으나 법적
으로 일본에게 결코 수용하기 힘든 부담일까. 협약에 따르면 잠정약정 체제는 최종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74조 제3항 제2문, 제83조 제3항 제2문). 협
정 역시 공동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적 권리문제를 결정하는 것으
로 볼 수 없으며,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당사국의 입장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
정한다(제28조). 일본은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400해리 미만 수역에서 200해리 이
원의 대륙붕이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가 국제법상 확립된 것이라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더불어 협정에 따른 공동개발구역에는 한국의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주장이 반영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단죠군도와 토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중간선 주장도 반영되어 있다. 결국, 협정 체제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일본에
극단적으로 불리한 효과를 주는 것은 없다는 논리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이상의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일본에게 협정 체제를 단번에 종료시킬 실익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한국과의 협상에서 자국에 유리한 경계획정이나 공동개발
체제의 수립을 도모하면서 현 상태를 끌고 가는 것이 더 유리한 선택지일 것이다.
달리 말해 협정 체제의 유지를 일본이 택하지 못할 방안은 아니란 것이다.

2. 한국의 선택과 과제
1) 한국의 선택
그렇다면 한국에겐 어떠한 선택지가 있을까.
첫째, 2028년 이후 동중국해의 질서를 예상해 볼 때 최선의 길은 한․중․일 3국
간 경계획정합의에 도달하거나 조화로운 잠정약정 체제를 수립하는 것임은 의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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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3국이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그와 같은 합의에 도달할 수 있
다면 더할 나위 없다. 한국이 그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동북아 3국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 가면서 한국의 국익도 확보하는 게임 체인저로서 역
할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복잡다기한 동북아의 역학
구도와 이해관계의 대립 속에 그러한 합의가 쉽사리 성사될 수 있을지는 확답하기
어려우며 다분히 이상적인 구상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둘째, 더욱 현실적인 시각에서 그 성사를 장담할 수 없는 3자 협력을 추구하기
보다 일본이나 중국 중 어느 쪽과 손을 잡아 동중국해의 새로운 미래를 도모하는
방안이다. 협정 종료 후의 불안정성을 감안할 때 독자행보의 모색보다 일정한 협력
체제의 구축을 통한 실질적인 자원개발 도모가 더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임은
분명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서 일본의 협정파기 실익에 대한 검토에서 보듯이
한국이 협정의 운명을 불가피하게 수용해야만 하는 입장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누구와 제휴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제법의 관점에서만 손쉽게 결정될 문제는
아니다. 여기엔 한․일, 한․중관계 등 정치외교 차원에서 전략적인 고민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동중국해의 그림을 한․중․일의 관계를 넘어 미․중 간 대립구도
맥락에서 살필 경우, 협정 체제의 운명에 대해서는 또 다른 평가도 가능할 수 있
다. 미국 입장에서 협정 체제는 동북아에서 중국의 해양진출을 견제하는 한․일 간
결속체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이해가 일본 측에 작용한다면 협정 체제의 유지
는 훨씬 수월할 여지도 있다. 다만 한국 입장에선 대미․대중․대일관계 등에 대한 복
잡한 고려가 수반될 것이다. 다시 말해 협정의 운명이 일본의 경계획정에 관한 입
장에 따라 좌우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고, 한국이 일본이냐 중국이냐를
능동적으로 고를 선택지를 손에 쥘 수도 있다.
한편 약간 다른 측면에서 중국과 일본이 손을 맞잡고 한국이 소외되는 사태도
상정 가능할 것이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현재 한․일 공동개발구역의 일부가 중․일
공동개발구역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다만 동중국해에서 그간 중․일의 갈등상황이
나 양국의 대륙붕에 관한 입장을 조망해 볼 때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지는 다
소 의문이다. 중․일 양국은 매년 정상 간 회담이나 관련 협의체 등을 통해 2008년
합의의 이행 논의를 해오긴 하나 정작 실질적인 후속협정 체결은 성사시키지 못하
고 있다. 이는 양자 중 일방의 공동개발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또한 현재
일본 입장에서 중국의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권원을 인정해 주는 것은 1970년대
한국의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권원을 인정해 준 것과는 또 다른 맥락과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유엔해양법협약 체제가 공고화된 현재 일본이 중
국의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주장을 받아주는 것은 기존 한․일 협정 체제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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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한국의 200해리 이원 대륙붕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부담이 클 수 있
다. 더욱이 일본이 중․일 중간선 이동(以東) 수역에 중․일 공동개발 체제를 인정하는
것은 동중국해에서 그간 이루어졌던 중국의 일방적 자원활동을 승인해 주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이는 중국의 동진(東進)을 막고 동중국해의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일본의 입장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처럼 한국은 스스로 소외 가능성을 줄인다
는 측면에서도 일본에 대한 설득 논리를 갖고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한국의 과제
그렇다면 큰 틀에서 한국의 과제는 자신이 소외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현 협
정 체제하에서 일본과 협력을 도모하되, 넓게는 협정 종료 후 중국 또는 일본과의
양자 제휴가능성에 대한 고민 속에 한․중․일 3국의 협력을 모색해 나가는 것으로 정
리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한국의 구체적인 선택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해야 할 점은, 3국의 대륙붕 주장이 광범위하게 중첩되는
동중국해에서 3자 협력체제가 수립되지 않는 이상 소외된 국가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이는 곧 양자 협력체제의 운용상 한계 또는 대상 수역의 축소로 연결될 가능
성도 있다는 점이다. 즉, 원론적으로 동중국해에서 양자 협력체제에도 일정한 한계
나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을 인식하고 3자 협력체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실 동북아 국가들은 영토분쟁, 민족주의 감정, 과거사
문제 등 여러 해양법 외적 문제로 인해 해양에서의 협력을 제대로 일구어내고 있
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협정의 종료는 3자 협력에 관한 논의들을 본격
적으로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협정 종료에 즈음해 새로운 3자 협력체제
의 모멘텀을 만들어 자원문제뿐 아니라 어업, 해양과학조사 등 여타 분야도 아우르
는 공동 협력체제 또는 지역 기구의 수립을 도모해 보는 것이 성사만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길이라는 점엔 의문이 없다. 따라서 향후 협정의 처리에 관한 각종 논의
과정에서 3자 협력에 관해서도 의사교환을 해나갈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한다.
다만 이하에서는 3자 협력의 성사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일본의 협정파기 실익이 크지 않다는 앞서 논의의 연장선에서 2028년 이후 일본과
의 협정 체제 유지를 도모하는 입장에 입각해 한국의 과제들을 추가로 짚어 본다.

(1) 협정 체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한국이 협정 체제의 유지를 희망한다면 무엇보다 한국은 일본의 현상유지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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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일협력 유지의 충분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일 협력체제의 종료가 일본에 득이 될 것이 없으
며, 그 과실은 중국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케 하여야 한다.
가) 협정 이행을 위한 협의 촉구
한국 입장에서 향후 설령 협정이 종료될지라도 협정 체제에 따른 일본과의 공동
탐사․개발을 시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공동탐사․개발의
실행에 이르면 좋을 것이나 반드시 그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현 공동개발구역 내에 가능한 한 자원정보의 수집․분석을 최대한 수행해 둘
필요가 있다. 뒤에 더 상술하겠으나, 협정 체제가 종료될 것을 가정한다면 이는 더
욱 긴요하다. 향후 경계획정협상에서 자원에 대한 정보의 우위는 전략적으로 운신
의 폭을 넓혀 주기 때문이다. 예컨대 수역의 면적만이 아니라 자원매장 가능성이
높은 수역을 우선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경계획정을 추진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덤으로 일본의 속내를 조금이나마 간파하고 향후 한국에 유리한 명분 쌓기도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이다. 협정 체제의 재개를 위한 일본과의 협의 과정에서 자연스
럽게 일본의 의중을 추단할 수 있는 단서들이나 일본의 전략적 요소들이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한국의 적극적 태도와 함께 일본이 협정 이행에 소극적이었
던 정황은 협정 종료 후 한국의 행보를 더 가볍게 해줄 수 있다. 예컨대, 일본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공동개발에 미온적이었다가 협정 종료 후 일방적으로 단독
탐사․개발을 감행한다면 협정 이행을 고의적으로 해태했다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행
위했다는 심증을 강하게 해줄 것이다. 아울러 한국이 협정의 존속 기간부터 일본과
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온 정황은 협정 종료 후 설령 한국이 단독탐사․개발
로 나아가더라도 일본의 항의를 궁색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첫 단계는 한국이 자국 측 조광권자를 지정하고
일본 측에 공동탐사․개발의 참여를 요청하는 동시에 한․일공동위원회의 개최 등을
통한 협의를 촉구하는 것이다. 이미 한국 정부는 2020년 1월 한국석유공사를 조광
권자로 지정하고 일본 정부에 관련 협의를 요청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각주 2).
특히 자원매장 가능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제2소구,
제4소구에 대해 조광권을 부여한 점은 2028년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
탐사․개발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면서 협정 종료 후 해당 수역에 대한 자원 관련 정
보의 취득 측면에서도 유리한 선택이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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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논리 및 여타 고려사항
협정의 기저에 흐르는 협력의 취지와 정신은 존중되어야 한다. 협정의 기본취지
는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대륙붕 개발을 위한 양국 간 협력체제의 수립에 있다. 그
러나 협정은 양측 모두의 조광권자 지정이 없으면 공동탐사․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이다. 다만 일방의 조광권자 지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대륙붕에 대한 여하한
탐사․개발을 전면 금지하는 결과를 용인하는 것이 협정의 취지와 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즉, 협정은 공동개발구역 내에서 양국이 일방적인 자원활동을
자제하고 공동탐사․개발을 추진하도록 하나 작금과 같이 일방의 조광권자 부재로
인해 타방의 해양활동 역시 동결시키는 상황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도
가능하다. 협정 전문은 “양국 간 우호관계의 증진”을 희망하고, “석유자원의 탐사․
채취를 공동으로 수행함이 공통된 이익임을 고려”하며, “자원개발 문제의 최종적이
고 실제적인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 협정 체결에 이르렀음을 명시하고 있다. 일방
의 조광권자 부재로 인한 협정의 동결상태가 양국의 우호관계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협정을 통해 달성코자 하였던 공통의 이익도 실현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자원
문제에 대한 최종적․실제적 해결과 거리가 먼 것임엔 의문이 없다. 즉, 협정의 대상
과 목적은 양국의 조화로운 공동탐사․개발의 촉진에 있을 뿐, 공동탐사․개발이란 족
쇄를 통해 타국의 해양활동까지 차단함에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공
동탐사․개발에 대한 압박이 될 뿐 아니라,104) 한국의 단독탐사․개발105)에 대한 명
분 쌓기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향후 협정의 개정 문제로 논
의를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자원 측면의 유인이 가미되면 협력의 동력은 더 커질 수 있다. 이상적으로
는 현 협정 체제에서 상업성 있는 자원매장이 확인되어 공동개발의 실행이 형성되
104) 협정에 따른 “조광권자”는 “당사국이 자국의 법규에 의해 공동개발구역 내 천연자원의 탐사‧개발을 허가한
자”(제1조 제2호)로 정의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현행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
부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석유 및 가연성천연가스자원의 개발에 관한 특별조치법」(日本国と大
韓民国との間の両国に隣接する大陸棚の南部の共同開発に関する協定の実施に伴う石油及び可燃性天然ガス資
源の開発に関する特別措置法)(1978년 법률 제81호로 제정, 현행법은 2016년 법률 제51호, 2017년 5월
30일 시행) 제9조는 “일본의 국민 또는 법인이 아니면 특정광업권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조약에 특별한 규정
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이 조광권자 신청이 없
어 공동탐사․개발이 곤란한 경우에도 양국의 협력하에 일본 측 조광권자 신청방안을 충분히 강구해 볼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105)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8년 한국석유공사가 단독탐사․개발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당시 해저광물자원개발 심의
위원회의 재검토 권고에 따라 무산된 사례가 있었으며, 당시 주무부처는 협정상 단독탐사는 불가능하다는 입
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유公, 한․일공동지역 대륙붕 단독탐사 무산”, 『머니투데이』, 2008. 8. 21.
협정에 따라 단독탐사가 전면금지될지 여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나, 협정의 틀 밖에서 단
독탐사에 관한 별도 합의를 통해 이를 이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이 조광권
자 지정 불가로 인해 공동탐사를 추진하지 못한다고 할 때 일본의 동의하에 한국이 단독탐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기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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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여의치 않다면 현 공동개발구역 외측 한국 측 수역
에서의 자원개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춘샤오 가스전에 대한 중국의 개발은 일본
에게 중간선 이동(以東)에 대한 자원잠식 우려를 낳았고, 이는 일본이 중국과의 공
동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선 계기가 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현 공동개발구역 북서면
경계 바로 위의 한국 측 수역에서 자원개발에 성공한다면 일본이 이를 지켜보고만
있기는 어려울 것이다. 해당 수역의 지질구조가 공동개발구역 내로 이어질 경우 북
서면 경계 바로 밑의 제1․2․4소구의 자원에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그렇다면 일본
은 자원손실 방지를 위해 한국과의 공동개발에 적극성을 보일 수도 있다. 관건은
북서면 경계 위 한국 측 수역에서 자원개발에 성공할지 여부이다. 유관기관 간 협
업을 통해 실현가능성을 따져볼 문제이다.

(2) 실질적인 잠정약정 체제 수립을 위한 노력
한․일 양국이 2028년 이후에도 동중국해 대륙붕에 관한 협력체제의 유지에 큰
방향성에 있어 일치를 이룰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과제는 남는다. 기술적으로 협
력체제의 유지는 현재 협정의 존치 또는 개정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문제는
양국이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정 체제의 변화를 희망할 것이란 점이다.
가) 공동개발구역의 조정 문제
우선 공동개발구역의 조정문제가 있다. 한국은 당연히 현재 공동개발구역의 유지
‧확장을 그 목표로 할 수 있다.106) 반면, 일본은 양안 간 400해리 미만 수역에서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권원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협력체제를 유지하더라도
거리기준에 따라 양국이 인식하는 한․일 중간선 부근으로의 구역조정을 선호할 것
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현재 한․일어업협정상 제주남부 중간수역과 유사하
게 공동개발구역을 축소하는 안이다.
협정 체결 후 협약 체제의 도래와 함께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국제판례는 한
국에 불리한 방향으로 변천해 왔다. 그만큼 현 공동개발구역의 유지엔 어려움이 따
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기존 공동개발구역의 유지․확장 논리가 법리적으로 그
106) 협정상 공동개발구역의 일본 연안 쪽 경계선은 1970년대 제7광구 설정 당시의 좌표를 기초로 설정되었다. 그
러나 2012년 12월 한국 정부가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CLCS)에 제출한 동중국해 방면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한계정보에 따르면 한국의 대륙붕 외측 한계는
현 공동개발구역의 동쪽 한계선을 넘어간 지점으로 설정되어 있다. 즉, 한국의 자연연장에 따른 대륙붕 주장
을 최대한 반영할 경우 현 협정상 공동개발구역보다 그 범위가 더 확장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한국
이 2012년 12월 제출한 동중국해 방면 대륙붕한계정보 요약서면(Executive Summary)은 CLCS 홈페이지
https://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submission_kor_65_2012.htm 참조(검색
일: 2020.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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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긴 어렵다. 무엇보다 양안 간 400해리 미만 수역에
서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권원이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이 확립된 것이라 보긴
쉽지 않다. 협약 제76조 제1항은 대륙붕의 기준으로 지질학적 기준과 거리 기준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각자 요건에 따라 연안국의 대륙붕 권원은 독자적
으로 성립하며, 양안 간 400해리 미만 수역에서 어느 하나의 적용이 제한된다거나
양자가 경합할 경우 어느 하나가 우월하다는 식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107) 더
욱이 설령 등거리선․중간선 입장이 오늘날 경계획정의 주류적 태도라 하더라도 200
해리 이원의 대륙붕 권원의 인정 문제는 경계획정과는 법적으로 무관하다.108) 물론
CLCS는 일국이 제출한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한계 정보에 대해 관련국으로부터
“분쟁”의 원용이 있을 경우 통상 절차규칙 제1부속서 제5조(a)109)에 따라 그 심사
를 보류하고 있다. 그러나 400해리 미만 수역에서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주장이
있다고 하여 심사를 부정하는 규정은 없다. 더욱이 제5조(a) 단서에 따르면, 분쟁
이 있는 수역이라도 관련국의 동의가 있으면 그 심사는 가능하다. 즉, 400해리 미
만 수역이라 하여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주장이 배제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결국, 새로운 공동개발체제의 수립은 기존 공동개발구역의 유지․확장 입장과 중
간선 중심의 축소 입장 간에 적절한 접점을 찾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다만 여
기서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주장을 유지하더라도 오늘날 경계획정 판례와 실행의
추세를 감안할 때 한국 정부로서는 일정한 희생을 감수할 필요도 있다. 예컨대 수
역별 수익비율을 단계화하여 원거리수역이나 일부 자원유망수역의 수익을 양보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수역의 면적을 취하는 대신 자원이나 수익 측면의 유인을 제공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개발체제 내의 제도적 균형관계를 통해 실질적인 수역 측
면에서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유연한 접근도 열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기존
공동개발구역을 유지하더라도 법적으로 일본의 대륙붕에 관한 입장이나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현행 협정 제28조와 유사한 조항(disclaimer clause)의
삽입도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상대논리의 취약성을 적절히 공략할 수 있다면 이
107) 보다 정치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양안 간 400해리 미만 수역에서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인정 문
제가 협약의 성안과정에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08) 제76조 제1항부터 제9항까지 규정된 200해리 이원의 외측한계 설정에 관한 규정들은 대륙붕 경계획정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제76조 제10항). 대륙붕한계위원회의 행위도 경계획정과 관련된 사항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2부속서 제9조).
109) Annex I: Submissions in case of a dispute between States with opposite or adjacent coasts or
in other cases of unresolved land or maritime disputes
5. (a) In cases where a land or a maritime dispute exists, the Commission shall not consider
and qualify a submission made by any of the States concerned in the dispute.
However, the Commission may consider one or more submissions in the areas under
dispute with prior consent given by all States that are parties to such a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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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도움이 될 것이다. 일례로 단죠군도와 토리시마 기점론을 적절히 공략할 수
있다면 한국 측은 현 공동개발구역과 유사하게 일본이 인식하는 중간선 주장을 수
용하는 대신 반대급부로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권원을 최대한 관철시켜 보는 것
도 상정해 볼 만하다. 실리 위주의 전향적 사고와 유연한 접근이 중요하다.
나) 현상동결 수단으로의 악용 방지장치 마련
실질적인 탐사․개발이 가능한 제도 설계 역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현 협정상으
로는 일국이 공동탐사․개발에 소극적일 경우 탐사․개발에 의욕을 보이는 타국 역시
탐사․개발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개발협정은 운영의 측면에서 크게 다음 세 유형으로 분류된다. ① 한 국가가
주도적으로 탐사‧개발을 진행하고 다른 국가는 이익분배에 참여하는 단일국가모델
(single state model), ② 관련국이 동등하게 공동으로 탐사‧개발에 참여하는 공동
벤처모델(joint venture mode), ③ 관련국이 공동으로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여 해
당 기구를 중심으로 탐사‧개발을 진행하는 공동기구모델(joint authority model)이
다.110)
현재 협정은 이 가운데 공동벤처모델의 전형적인 예로 평가된다.111) 이 모델은
양국 정부에 대륙붕 탐사‧개발에 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양
국의 정치‧외교 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112) 또한 양
국 정부가 사실상 자원탐사‧개발의 과정에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어 현재 협정과 같
이 양국의 실질적 참여 없이는 공동탐사‧개발이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에 노정할 수
있다.113) 협정상 공동위원회가 공동개발을 둘러싼 갈등해결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
는 것 역시 이러한 공동벤처모델의 구조적 문제점에서 나온 결과로 이해된다.114)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일방의 조광권자 미지정 여타 비협조 시 자원활동에
의지를 보이는 타방 역시 탐사․개발로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공동벤처모델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수정을 도모해 볼 수 있다. 예컨대 단독탐사․개
발도 일정 경우 허용하되, 수익은 공동분배하고 이에 참여하지 않은 타방의 비용부
담은 최소화하는 것과 같은 제도 보완을 들 수 있다. 또한, 현 공동벤처모델에서 공
동기구모델로 전환하는 것도 모색해 볼 수 있다. 공동기구모델은 당사국과 분리된
110) 공동개발협정의 유형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은 이석용, “해저자원 공동개발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한․일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56권 제2호(2015), pp.112-115.
111) 상게논문, p.113.
112) 상게논문, p.116.
113) 상게논문, p.120.
114) 상게논문,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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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기구를 통해 독립적인 사업을 진행하므로 더 원활한 제도 운용이 가능하다.
다) 중국과의 마찰 최소화
2028년 이후 새로운 잠정약정 체제의 수립에 있어 가장 고민이 될 수 있는 부
분은, 공동개발구역의 조정 문제와 함께 실제 그 운용에 있어 중국과의 마찰을 어
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현재 공동개발구역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탐사․개발지점
의 설정이나 방법 등에 있어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한적인 접근이 불
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3국 간 등거리점을 기준으로 중국 측에서 이해관
계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 제4소구 일부는 탐사․개발지점에서 실질적으로 제외하는
방안, 중국의 연안으로부터 비교적 원거리수역 중 자원매장 가능성이 높은 수역을
대상으로 탐사․개발을 시작해 나가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문제를 고려할 때 향후 협정의 미래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3자 협력체제에
관한 구상 및 의사타진 가능성도 열어 둘 필요가 있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예컨대 현행 공동개발구역을 유지하면서 양자 체제를 부분적으로 중국의 참여하에
3자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어렵긴 하지만 성사만 되면 새로운 동북아 평화협력
의 장밋빛 신호탄이 될지도 모른다.

(3) 협정 종료 후를 대비한 장기과제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협정이 종료된다고 하면 앞서 언급한 협력체제의 구상뿐
아니라 해양경계획정의 문제가 다시 필연적으로 부상하게 된다. 다소 기술적이긴
하지만 큰 틀에서 이에 관한 몇 가지 추가 과제를 덧붙인다.
가) 자원에 관한 자료수집 및 평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면 선택을 해야 하고 선택을 하려면 정보가 필요하다.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이러한 선택의 지점은 자원 또는 수역의 선택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현 공동개발구역에서 한국이 확보하고 있는 지질구조자료, 탐
사․시추 결과 등을 종합 분석하여 자원매장 가능성이 높은 수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협정의 존속기한 내에 가능하다면 공동개발구역 내 자원분포와 유망성에 관한 정보
를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간 협정의 대상 수역에 대해서는
2000년대 초반 양국의 일부 구역에 대한 공동탐사 후 현재까지 추가 탐사는 없었
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전의 자료들 역시 망라적인 것은 아니다. 진보된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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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한 신규탐사를 통해 새로운 평가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협정 종료
후 불안정 속에 단독탐사를 감행하기보다는 협정 체제에서 안정적인 공동탐사를 통
해 대상 수역에 대한 추가 자료 확보와 평가의 기회를 갖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유의미하다. 이처럼 남은 기간 동안 협력의 추동력 확보에 있어서도 기존 자료 분
석과 신규탐사 활동은 좋은 매개가 될 수 있다.
나) 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의 단일협상 대비
향후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관한 단일협상 체제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발효 후 이미 3년이 지난 한․일어업협정(1998)은 현재도 언제든지 일방이 폐기통보
를 할 경우 그 통고 후 6개월 후 종료될 수 있는 상태에 있다(제16조 제2항). 대
륙붕협정의 종료와 함께 어업협정 또한 파기될 경우 양국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
륙붕의 경계획정 문제 또는 잠정체제 설정 문제를 전면적으로 함께 논의해야 할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특히 2016년 이래 한․일 어공위 협상의 장기 교착상태(각
주 103)는 한국이나 일본의 어업협정 파기 유인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향후 대륙붕뿐 아니라 어업 등 한․일 간의 전체 해양질서를 새롭게 수립해야 하
는 과제에 직면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다) 해양경계획정 논리의 검토 및 정치화
최근 판례와 실행에 발맞춘 경계획정 논리의 정치화 작업은 계속 이루어져야 한
다. 더욱이 양국 간 경계획정은 “협상”의 문제라는 점에서 동중국해의 현실에 맞춘
유연한 논리 구성이 긴요하다. 예컨대 현 공동개발구역의 북서면 경계는 제주도 –
단죠군도/토리시마 간 중간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새로운 협상에서 위 기점론은
재차 문제될 수 있다. 특히 위 두 도서의 기점 인정 여부는 한․일 간 중간선을 기준
으로 한 관할권 배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세심한 접근이 필
요하다. 한국 입장에서 관련 사정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검토도
꾸준히 병행되어야 한다. 오늘날 국제판례는 해안선의 길이 이외의 요소를 관련 사
정으로 인정하는 데 인색한 인상이다. 그러나 해저의 지질․지형학적 요소뿐 아니라
차단효과 등 여타 관련 사정 주장도 발굴하고 동중국해의 현실에서 그 타당성을 짚
어 보아야 한다. 아울러 해저의 지질‧지형학적 요소 주장의 연장선에서 일본의 중간
선에 따른 단일경계론과 400해리 미만 수역에서 200해리 외측 대륙붕에 대한 부인
론에 대한 대응논리 역시 섬세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더 크게는 한․일관계뿐 아
니라 한․중, 한․중․일 경계획정 역시 염두에 두고 큰 틀에서 전략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에 있어 동중국해 문제는 그간 일본에 더 초점이 맞추어진 인상이 있으나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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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경계획정 역시 간과될 수 없다. 중국과의 황해뿐 아니라 동중국해에서의 경계
획정 문제도 일본과의 경계획정 문제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계획정 논리의 검토 및 정치화를 위해서는 비단 동시대의 지식을 흡수
하고 적용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과거 한국의 해양법 제도의 수용과정과 협약
채택 후 주변국가들과 협상 과정에서의 논리 등 과거의 기록과 연구성과들 역시
재검토되어 반영될 필요가 있다. 동북아 3국에 협약이 발효된 1996년 이후 이루어
진 일련의 경계획정협상 및 잠정체제 협상의 경험과 노하우, 관련 연구성과들은 이
제 세대를 달리하여 과거의 것이 되어 가고 있다. 물론 일선에서 제도화된 기억
(institutional memory)이 탄탄히 구축되어 왔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단지 캐비닛에 남겨진 지식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
억이 되어야 할 것이란 점도 간과되어선 안 된다. 앞서 언급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
도 이미 과거의 경험과 자료 속에서 상당 부분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라) 강제조정 문제
해양경계획정 그 자체는 한국의 협약 제298조 제1항(a)에 따른 배제선언에 따라
협약 제15부 제2절의 분쟁해결절차에서 다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동조 단서에 따
라 강제조정 절차 회부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간 협약 제5부속서의 조정을 통해
분쟁해결에 이른 사례는 동티모르-호주 티모르해 조정사건 한 건이 있었다.115)
조정은 조정위원회라는 제삼자적 기관이 분쟁해결과정에 개입하여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중개자”로서 그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조정은 사법적 해결에 비해 유
연하고 탄력적인 해결에 장점이 있다. 조정위원회의 보고서에는 구속력이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사법적 해결에 비해 그 부담이 덜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보고서에
조정위원회가 당사국의 입장에 반하는 법적 판단을 포함시킨다면 이는 사실상 해당
국가의 입장 약화라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절차규칙 작성 시 여타 절차에 해당
보고서가 활용될 수 없도록 하고 비공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으나, 이 역시 불리한 판단을 받은 국가의 입장 약화 문제를 완전히 해결
해 줄지는 의문이다. 특히 해양경계획정분쟁에 대한 강제조정의 경우 조정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기초로 당사자는 합의에 이르기 위해 교섭을 하여야 한다(제298
조 제1항(a)(ⅱ)). 이때 일정한 합의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교섭과정에서
도 보고서에 기재된 불리한 판단은 당사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양자 협상이 아닌 제삼자적 기관의 개입을 통한 경계획정 과정에 돌입할 경우

115) 이하의 설명은 국제해양법학회‧해양수산부, 전게해설서(각주 41), pp.555-556, 561-5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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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한국이 주장하는 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강제조정 절
차를 통한 경계획정 문제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국의 국익을 위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지만, 만약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회피할 논리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116)

Ⅴ

결론

한․일 양국은 유엔해양법협약 체제에 들어오며 상호 해양의 이용을 둘러싼 큰 혼
돈의 순간을 이미 겪은 바 있다. 일본 정부는 협약 발효와 함께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의 도입을 이유로 1965년 구(舊) 한․일어업협정을 일방 파기하였고 양국은
1998년 기존 어업협정을 대체하는 새로운 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당시 독
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됨에 따른 국내적 파장은 새로운 협정 체결 후로도 상당 기
간 지속되었다. 위 어업협정의 선례는 그 종료 가능 시점인 2028년을 몇 년 남기
지 않은 한․일 대륙붕협정 체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협정의 종료는 향후 대륙
붕에 대한 탐사‧개발 문제를 비롯해 동중국해에서 새로운 해양질서 수립이란 과제
를 한․중․일 3국에 던져 주며 동중국해의 현상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협정 종료 후 동중국해를 전망해 보면 현실적으로 동북아 국가들의 역학관계 속
에 자원을 둘러싼 잠재적 갈등의 증대를 예상해 볼 수 있다. 200해리 이원의 대륙
붕을 주장하는 한국과 중국, 특히 동중국해 남부에선 첨각제도․조어도, 그 북부에선
한․일협정 체제에 막혀 운신의 폭을 넓히지 못하던 중국에게 협정의 종료는 50년의
봉인을 열고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갈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간선 입장을 고수하며
현상유지를 중시하는 일본도 이러한 동중국해를 넋 놓고 지켜볼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펼쳐가는 자원개발라인, 삼국 간 해양경계에 대한 입장
차, 공동개발구역 내 자원분포 등을 고려하면 현 한․일 공동개발구역은 삼국의 자원
갈등이 충돌하는 전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116) 니시무라 유미(西村弓) 교수에 따르면, 동중국해에서 중․일 간 자원분쟁은 제298조 제1항(a)(i) 단서에 따른 강
제조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강제조정 회부를 위한 요건인 ① 협약 발
효 후에 발생한 분쟁이어야 하고, ② 영토문제가 결부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註: 첨각제도․조어도 분쟁을 의
미)는 점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강제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해도 이는 당사국 간 일정한
신뢰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분쟁해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보인다. 즉, 원만한 조정안의
도출과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당사국 간 일정한 신뢰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西村弓, “海洋分爭の解決
と法の支配”,『国際問題』 第666号 (2017), pp.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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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편으로 동중국해는 또 다른 동결의 시대를 맞을 수도 있다. 경계미획정
수역에 적용되는 행위제한 규범인 협약 제74조 제3항과 제83조 제3항에 따른 자
제의무의 해석론은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자원활동에 대해 그 허용가능성을 엄격
히 보는 경향이 강하다. 만약 한․중․일 3국이 경계미획정 수역에 적용되는 국제규범
을 성실히 준수하고 상호 견제의 기제가 작동한다면 그 어느 국가도 현 공동개발
구역에서 함부로 독자적인 자원활동을 펼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규범의 존재
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난립하거나 현상의 주도권을 잡은 국가가 독자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 현실이 어떠하든 일정한 협력체제를 통해
실질적인 자원개발을 도모함이 더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임은 분명하다.
현재 동중국해는 한․중․일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가운데 일본의 현상 유지
입장과 중국의 현상 흔들기 간의 대립국면을 보이고 있다. 아직 펼쳐지지 않은 미
래에 대해 하나의 정답을 제시하긴 힘들다. 그러나 적어도 한국은 이러한 현실 속
에 새로운 기회를 찾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특히 협정 종료 후 미래를 동중국해
전체 틀에서 본다면 일본의 협정파기 가능성을 당연하게 볼 것은 아니라 판단된다.
협정의 종료는 중국의 개입가능성을 확대시키는 동중국해의 현상 변경을 의미할 수
있다. 협정이 종료된다 하여 일본이 한․중과의 경계획정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쉽사리 단독탐사‧개발로 나가거나 타국의 자원활동에 대한 견제
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크지 않다. 결국, 일본 입장에선 현 협정에 따른
동결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과 협정의 처리 문제나 경계획정에 관한 의사교환
을 통해 자국에 유리한 결론 도출이나 상황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
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역설적으로 한국이 협정의 향후 처리나 동중국해의 미래
를 결정함에 있어 주도적인 위치에 설 수 있는 여지도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선택은 한국에 있다. 그간 동중국해를 지켜온 북해대륙붕사건의 적자(嫡子)
가 퇴장한 혼란의 시기에 과연 어느 쪽과 손을 잡을 것인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
하다. 일본과의 관계에서 현 협정 체제를 조금이라도 유지하고자 한다면 일본의 현
상유지 이익을 잘 파고들면서 한국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잠정약정의
체결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물론 3자 협력체제가 수립되지 않는 이상 소외된 국가
의 반발은 불가피하고 양자 협력체제의 운용에도 일정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양자 협력을 넘어 한국이 3자 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유도하는 것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방향이든 한․일공동개발협정이 단지 잊혀 가는 과
거의 영광이 아닌 새로운 동북아의 미래를 열고 한국의 국익을 위한 디딤돌로 재평
가될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다. 이 점을 인식하고 협정의 향후 처리 문제와 동중
국해의 미래에 관해 더욱 다양한 건설적 논의들을 시작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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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국적은 자연인과 소속 국가를 연결하는 법적 고리로서, 이에 관한 사회의 인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다. 봉건사회에서 신민(subject)이란 충성이라는 고리에 의하
여 군주(sovereign)와 연결된 자로서, 자신의 통치자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맹세하
는 자연인이었다.1) 17세기 사회계약설과 자연법주의에 따라 출현한 시민권
(citizenship)은 시민과 소속 공동체 간 상호적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대내적 연
결고리였다. 이와 달리, 18세기 프랑스에서 최초로 출현한 국적(nationality)이라는
개념은 국민과 국가 간 의무와 권리를 도출하는 대내적 연결고리인 동시에, 국가
간 관계에서 어떠한 자연인이 어느 국가에 소속되어있는지를 특정하는 지표로서 기
능하는바, 국적은 전통적으로 전시에 피아를 구별하고 어떠한 국가가 어떠한 자연
인을 자국민으로서 통치하고 보호할 수 있는지를 판별하는 법적 수단으로서 활용되
었다.2) 이에 따라 자연인을 국제법상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던 국제연맹 체제에서,
국적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자국민의 확보, 즉 항구적 인력과 군사력의 확보라
는 국가의 이해관계에 단순히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1945년 UN의 성립과 인권법
의 발달로 말미암아 오늘날 국제사회는 자연인이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서 국적을 인식하고 접근하기 시작하였으며, 세계인권선언 제15조가 선언하는 이른
바 ‘국적에 대한 권리(right to nationality)’는 다수의 조약과 국제문서에서 확인
되고 있다.3) 이처럼 인류의 역사에서 국가주권이 차지하는 위치가 변모하고 국제
법의 주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국적을 규율하는 국제법의 패러다임은 점차 변화하
고 있다.
본 연구는 인권으로서 국적이 가지는 개념과 기능을 논의하기 시작한 현대국제
법의 최근 이론과 동향에 그 배경을 두고 있다. 국적에 대한 권리는 국적이 가지는
양면성에 따라 두 맥락으로 구분된다 할 수 있다. 한편으로 국적은 자연인을 속박
하는 굴레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자연인의 국적은 혈통주의(jus sanguinis)와
출생지주의(jus soli)라는 두 원칙에 따라 선천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오로지 출
생이라는 요인에 따라 국적을 결정하는 이들 원칙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연
1) Brian Opeskin et al, Foundation of International Migration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p.94-95.
2) A. Edwards & L. Waas, Nationality and Statelessness under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p.12.
3) I. Ziemele & G. Schram, Article 15, in G. Alfredsson & A. Eide e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 Common Standard of Achievement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9), p.298.

국제법상 국적 취득의 권리와 자의적인 국적 박탈의 금지

61

인의 소속 공동체를 일방적·기술적으로 강제한다는 문제를 가지는바, 선천적 국적
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출생에 의해 씌워진 하나의 굴레로서 인식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찍이 고대 그리스·로마의 Socrates, Platon, Cicero에
서부터 18세기 그로티우스(H. Grotius), 20세기 라우터파하트(H. Lauterpacht)에
이르기까지, 당대의 석학들은 스스로 의사에 따라 소속 공동체를 포기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자연권을 주창한바, 이러한 고전적 자유는 현대국제법 체계에서 다
름 아닌 국적포기권(right of renunciation) 내지 국적변경권(right to change
nationality)으로 지칭되고 있다.4) 즉, 그 누구도 태어날 때 자신의 출생지 혹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바,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소속 국가를 스스로 선
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적은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권리이자 권원(權原)이다.
자연인은 국적을 보유함에 따라 ‘국적에 의한 권리(right of nationality)’, 즉 모
국 헌법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을 향유한다. 예컨대, 자국에 대한 출입국의 권리,
선거권, 참정권 같은 기본권은 오로지 그 나라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인권선언 제15조는 국적을 가질 권리(right to a nationality,
이하 ‘국적취득권’)와 자의적인 국적박탈의 금지(prohibition of arbitrary
deprivation of nationality, 이하 ‘국적유지권’)를 선언하고 있다.5)
이처럼 국적은 출생에 따라 개인과 국가를 강제로 연결하는 질곡인 동시에, 자국
민을 보호하는 모국의 보호막으로서 양면성을 띤다. 이 가운데 본고는 국적의 순기
능, 즉 후자의 측면에 착안하여 국적취득권과 국적유지권에 관한 논의를 다루고자
한다. 이에 제2부는 국제인권법이 출현하지 않았던 과거 전통국제법 체제에서 국적
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선결적으로 논의한 후, 세계인권선언 제15조의 출현과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제3부는 세계인권선언에 따른 국적취득·유지
권에 관한 일반적 논의를 개관하고, 이와 연관된 관련 조약 및 국제판례를 살펴본
다. 마지막으로 제4부는 국적취득·유지권에 관한 일부 국가의 입법례를 소개하고,
이러한 국내입법과 관련 조약을 근거로 대한민국 국적법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자 한다.

4)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필자의 다음 문헌 참조. 김효권, “국제법상 자연인이 가지는 국적포기(이탈)의 권리”,
『국제법학회논총』 제65권 제1호(2020), pp.51-52.
5) 세계인권선언 제15조 1.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
탈당하거나 그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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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적을 규율하는 국제법의 역사

1. 영구적 충성 이론
중세 시대 자연인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근거는 군주에 대하여 신하 혹은 신민이
가지는 충성(allegiance)이었으며, 신민이 자신의 군주를 저버리는 행위는 ‘한 번
신민은 영원한 신민(once a subject, always a subject)’이라는 당대의 법언에
의해 금지되었다.6) 1608년 Calvin 사건에서 영국 법원은 자연인이 가지는 신민의
지위는 그가 속한 영토를 지배하는 군주에 대한 충성에서 비롯되며, 그러한 충성과
복종은 자연법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라 판시하여, 이른바 ‘영구적 충성 이론
(doctrine of perpetual allegiance)’이라는 보통법상 법리를 확립하였다.
영구적 충성 이론 혹은 영구충성의 원칙에 따르면, 군주와 신하를 연결하는 유대
로서 충성은 개인의 의지에 의해 단절될 수 없는 불변성과 영속성을 가지는 것이
었다.7) 이를 집대성한 18세기 영국의 법률가 윌리엄 블랙스톤(William Blackstone)
은 국가(magistrate)에 대한 신민의 충성은 국가가 그들에게 베푼 시혜에 대한 보
답이며, 이러한 “마음의 빚(debt of gratitude)은 어떠한 시간, 장소, 상황의 변화
에 의해서도 박탈, 취소, 대체될 수 없다.” 하여 충성이라는 유대가 불변하다는 사
실을 강조하였다.8)
근대사회에 팽배하던 영구적 충성 이론은 국가들의 국적법 제정 과정에서 지대
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근대 유럽국가들은 출생지주의 또는 혈통주의에 입각하여
어느 한 국가의 국적을 부여받은 자연인은 당해 국가에 자국민으로 영구히 귀속된
다는 사실을 명문화하였다.9) 이러한 맥락에서 19세기 당시 국적은 국가에 대한 국
민의 충성과 다를 바 없었으며, 국가는 충성이라는 연결고리로 맺어진 자국민을 보
6) Guy S. Goodwin-Gill, International Law and the Movement of Persons between States (Clarendon
Press, 1978), p.7.
7) 영구적 충성 이론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참조. Spiro Peter, J., Dual Nationality and the
Meaning of Citizenship, 46 Emory Law Journal 1411(1997), pp.1419-1429.
8) William Blackstone, The Oxford Edition of Blackstone's: Commentaries on the Laws of England,
Book I of the Rights of Persons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p.247. 그러나 블랙스톤은 영구적
충성 이론을 주창하면서도 신민이 국가에 대해 가지는 충성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며, 충성은 국가의 권리인 동
시에 그의 신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낳는다고 지적하였다.
9) Jane McAdam, “An Intellectual History of Freedom of Movement in International Law: The Right
to Leave as a Personal Liberty”, 12 Melbourn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 (2011), pp.12-13;
M. McDougal et el., “Nationality and Human Rights: The Protection of the Individual and External
Arenas”, 83 Yale Law Journal 900 (1973), p.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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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함으로써 피지배자에 대한 통치를 정당화하였다.10) 영구적 충성 이론의 영향력과
파급력은 실로 지대하였는데, 국제연맹 총회의 위임을 받아 국적에 관한 국제법 성
문화 작업을 진행한 하버드 그룹은 1929년 ‘국적에 관한 하버드 협약 초안(Harvard
Draft Convention on Nationality, 이하 1929년 하버드 초안)’ 주석에서 19세
기까지만 하더라도 지구상의 “모든, 혹은 거의 모든(all, or nearly all)” 국가들이
영구적 충성 이론을 수용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한 바 있다.11)

2. 국제연맹 체제
1) 국가자치의 원칙
영구적 충성 이론은 18세기 사문화되었으나, 19세기에 들어서도 절대 다수의 국
가들은 자국법을 통해 출생에 따른 선천적 국적이 불변하다는 원칙을 여전히 고수
하였다.12) 국가들은 여전히 자국민으로 하여금 외국 국적의 후천적 취득을 금지하
였을 뿐만 아니라, 자국민을 귀화시키는 타국의 행위를 자신에 대한 심각한 적대행
위로 간주하였다.13)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연맹 창설 이후 국제법을 통한 국적의 규율 문제에 있어
가장 주요한 핵심은 국적의 취득과 상실을 결정하는 국가의 주권이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적은 국내법에 따라 부여·박탈되는 법적 지위이다. 어떠한 정치적 공
동체에 자연인을 귀속시키는 행위는 국제법이 태동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며, 이
는 근본적으로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사회 ‘내부’의 문제이다.14) 국적은 국
10) Opeskin, supra note 1, pp.94-95.
11) Research in International Law of the Harvard Law School, “Nationality: Responsibility of States;
Territorial Waters. Drafts of Conventions Prepared in Anticipation of the First Conference on the
Codification of International Law”,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3, Special
Supplement, p.46. [이하 1929년 하버드 초안 주석] 원문은 다음과 같다.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a century ago all, or nearly all, countries of the world held to the doctrine of indissoluble
allegiance.
12) 1929년 하버드 초안 주석 p.46; 이러한 국가로는 에스토니아, 이집트, 라트비아, 폴란드, 구 단치히 등이 존재
한다. Esthonia (Law of October. 271 1922, Art. 20); Egypt (in case real property is owned in
Egypt, Law of May 261 1926, Art. 15); Latvia (Law of June 2, 1927, Sec. 9); Poland (Law of
June 20, 1920, Art. 11, 2); Danzig (Law of May 30, 1922, Sec. 18).
13) Tiburcio Carmen, The Human Rights of Aliens Under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1), p.7; P. Spiro, “A New International Law of Citizenship”,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05, No. 4 (2011), p.714.
14) Kay Hailbronner, “Nationality in Public International Law and European Law”, in Baubock R. ed,

Acquisition and Loss of Nationality: Comparative Analyses, Policies and Trends in 15 European
Countries,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06),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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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구성요소인 인구를 확보하고 자국민에 대한 국가의 통치를 정당화시킬 뿐만
아니라, 납세·병역의 의무와 같이 국가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문제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있다.15) 이러한 의미에서, 어떠한 자가 자국의 국민이 되는지를 결정하는
문제는 응당 각 국가의 재량과 자율에 따른다는, 국적 문제에 관한 ‘국가자치의 원
칙(principle of state autonomy)’은 국제법상 보편적 원칙으로서 공고히 확립되
었다.16) 국적의 태생적 본질을 고려할 때, 이를 결정하고 규율하는 권한이 각 국가
에 있음은 마땅한 이치이다.17)

2) 단일국적주의
국가자치의 원칙과 더불어, 국제연맹 체제에서 국가들이 특히 강조한 원칙은 이
른바 단일국적주의이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한 국가의 국적만을 보유해야 한다는
단일국적주의는 1895년 케임브리지 선언에서 국제법학회(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에 의해 최초로 선언되었다. 이에 국제연맹 시절, 국가들은 단일국적주의를 관
철하기 위한 여러 시도와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국제문서는 다
음과 같다.
먼저, 단일국적주의는 국적 문제를 다룬 최초의 다자조약 1930년 국적법 저촉과
관련된 일부 문제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Certain Questions Relating to
the Conflict of Nationality Laws of 1930, 이하 ‘1930년 헤이그협약’)에서 명
시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협약 전문은 국제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모든 인간은 국
적을 가져야만 하고 또한 오로지 하나의 국적만을 가져야만 한다.”는 원칙을 모든
당사국이 승인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면서, 동 협약의 주된 목적이 이중국적의 폐
15) Aristide R. Zolberg, “The Exit Revolution” in N. Green & F. Weil ed, Citizenship and Those Who
Leave: The Politics of Emigration and Expatriation,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7), p.33.
16) 국가자치의 원칙은 J. Crawford를 비롯한 여러 학자에 의해 사용되는 강학상 표현이다.
17) 국가자치의 원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다음 문헌 참조. 김효권, “국적을 규율하는 현행국제법 체계의
구조적 이해”, 『국제법학회논총』 제62권 제4호, pp.71-72. 관련 원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국적 문제에
관한 국가자치의 원칙은) 다음의 국제문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첫째, 1929년 하버드 초안 제2조는 협약에 따
른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 한 “각 국가는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누가 그 국가의 국민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국적 문제를 다룬 최초의 다자조약 1930년 국적법 저촉과 관련된 일부 문제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Certain Questions Relating to the Conflict of Nationality Laws of 1930, 이하
‘1930년 헤이그협약’) 제1조는 “각 국가는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누가 그 국가의 국민인지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역시 “한 개인이 어떠한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관한 일련의 문제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동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다. 셋째, 상설국제사법
재판소(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이하 ‘PCIJ’)는 1923년 튀니지-모로코 국적 포고령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다. 어떠한 문제가 전적으로 한 국가의 관할권에 속하는지
여부는 본질적으로 상대적인 문제로서, 이는 국제관계의 발전에 달려 있다. 재판소의 견해로는, 국제법의 현 단
계에서 국적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국내관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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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18)
다음으로, 1930년 헤이그협약과 비교할 때, 1929년 하버드 초안은 단일국적주
의를 견지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동 초안은 이중국적의 문제
를 1) 선천적 이중국적과 2) 후천적 이중국적으로 구분하고, 전자의 종지를 위하여
혈통주의에 기초한 국적의 무제한적·일방적 부여의 금지, 상거소 등을 기준으로 만
23세가 되는 선천적 이중국적자에 대한 단일국적의 강제 등을 명시하였다. 또한,
동 초안은 1) 타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귀화의 금지, 2) 자국 영토에 거주하
는 외국인 미성년자에 대한 일방적 귀화의 금지, 3) 자발적으로 외국에 귀화한 자
의 경우 원국적의 자동적 상실 등을 규정함으로써 후천적 이중국적의 예방과 방지
를 꾀하였다. 요컨대, 1929년 하버드 초안은 선천적 이중국적을 사후 종료시키는
동시에, 후천적 이중국적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방지하는 방식을 통해 단일국적주
의를 관철시킨 것이다.19)

3. 국적에 대한 권리의 출현
이처럼 193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는 국적을 규율함에 있어 이를 결정
할 수 있는 국가의 주권을 강조하고 단일국적주의를 관철하는 등 지극히 국가중심
적인 접근방식을 취해 왔다. 국적의 문제를 인권과 결부하여 접근한 시도는 1929
년 하버드 초안 및 1930년 헤이그협약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1930년 헤이그협약이 체결된 지 불과 15년이라는 짧은 기간
사이 세계인권선언 제15조는 국적을 취득, 유지, 변경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를 선
언하였다는 점이다. 이처럼 국적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제인권법의 출현을 초래한 제2차세계대전 발발에 있다 할 것인데, 이 가
운데 세계인권선언 제15조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사건은 1930년대 유대계 자국
민을 대상으로 나치 정부가 시행한 대규모 국적박탈정책(denationalization)이다.
동 사건을 중심으로 세계인권선언 제15조의 출현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 헤이그협약 전문. 이중국적을 언급하는 전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BEING CONVINCED that it is in the
general intere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ecure that all its members should recognise
that every person should have a nationality and should have one nationality only; RECOGNISING
accordingly that the ideal towards which the efforts of humanity should be directed in this
domain is the abolition of all cases both of statelessness and of double nationality.
19) 1929년 하버드 초안, 1930년 헤이그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일국적주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헌을
참조. 김효권, “단일국적주의는 국제법의 원칙인가: 복수국적을 규율하는 국제법의 변화”, 『국제법평론』 제57호
(2020), pp.14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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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30년대 나치 독일의 국적박탈정책
히틀러가 총통으로 취임한 이후 나치 정부는 1935년 제국국적법을 개정하여 각
주(州)가 가지고 있던 귀화 및 귀화권의 박탈권한을 국가로 이양하였다. 이에 나치
정부는 1918년 11월 9일부터 1933년 1월 30일 사이 독일에 귀화한 자는 귀화가
적절치 않다고 간주되는 경우 그 효력이 철회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동 법에 관한
지침에서 귀화 부적격 대상으로 유대인을 명시하였다.20) 1941년 제2차세계대전
기간 중 나치 정부는 국내법을 재차 개정하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유대계
독일인의 국적을 박탈하였으며, 이들이 가진 국내 재산을 몰수하였다.21) 이처럼 역
사상 유례없는 국적박탈정책으로 말미암아 1933년 이전까지 독일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무국적자로 전락하였다.

2)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국제사회의 대응
(1) Levita 사건: 연합군 관리위원회법률의 소급적용
종전 이후 독일을 분할 통치하던 연합군과 독일로부터 해방된 주변국의 입장에
서 무국적자로 전락한 유대인의 법적 지위는 일종의 난제였다. 나치 체제의 청산을
위해 설립된 연합군 관리위원회는 1945년 관리위원회법률(Control Council Law)
제1호에 따라 국적법을 포함한 나치 정부의 입법을 폐지하였다.22) 주목할 점은, 연
합군은 초창기 관리위원회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나치 국적
법에 의해 국적을 박탈당한 유대인이 해당 국적을 일괄적으로 ‘재취득’한다는 사실
을 의미하였다.23)
1946년 스위스 연방법원이 판시한 Levita 사건은 이를 확인하고 있다.24) 당시
20) Lawrence Preuss, “International Law and Deprivation of Nationality”, 23 Georgetown Law Journal
250 (1935), pp.250-252. 유대계 독일인의 국적을 박탈하려는 독일 사회 내부의 기조는 이미 1920년부터
싹트기 시작하였다. 독일은 1920년 이른바 25개조 강령(National Socialist Program)을 통해 “지역과 상관없
이 오로지 독일 혈통만이 독일의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어떤 유대인도 국가의 구성원이 될 수 없
는바 (중략) 1914년 8월 2일을 이후로 독일에 이주한 비독일 혈통(non-German)은 즉시 제국에서 나갈 것이
강제될 것이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
21) Eleventh Regulation under the Reich Citizenship Law, November 25, 1941, Reichsgesetzblatt pt.
I, 722.
22) Control Council Law No. 1, of September 20, 1945, Official Gazette of the Control Council for
Germany.
23) Ruth Donner, The Regulation of Nationality in International Law (2nd Edition, Martinus Nijhoff,
1994), pp.167-168.
24) Dame Levita-Muehlstein c. Department fed~ral de justice et police, Schweizerisches Bundesgericht,
BGE 72 I 407(1946), Quoted in Silving Helen, “Nationality in Comparative Law”, The 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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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적법은 “외국인과 혼인한 자국민 여성은 - 국적 상실의 결과로 무국적자
가 되지 않는 한 – 당해 국가의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25) 동 사건
청구인은 유대계 독일인과 혼인한 스위스 여성으로, 혼인을 기점으로 스위스 국적
을 상실하였다. 스위스 정부는 청구인과 그의 부(夫)를 독일 국적을 가진 이른바 적
국 외국인(enemy alien)으로 규정하고 종전 이후 제정된 관련 입법에 따라 이들
부부의 재산권을 제한하였다. 청구인은 1941년 개정된 나치 국적법 시행에 따라
청구인과 그의 부(夫)는 이미 독일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무국적자인 자신은 스위
스 국적법 단서조항에 따라 스위스 국적을 회복한다고 주장하였다.26)
그러나 연방법원은 외국 국적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최종 권한은 각 국가에게 주
어진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인종을 근거로 유대인과 아리아인을 차별하고 있는
독일법을 승인하는 것은 평등과 정의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될 수 없는 것이
라 판시하였다.27) 이와 더불어 법원은 설령 외국법을 승인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
도 나치 국적법의 폐지를 규정하고 있는 관리위원회법률 제1호는 유대인 무국적자
에게 독일 국적을 ‘재부여(re-imposition)’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그의 부(夫)는
독일 국적을 여전히 유지하는 것이라 판시하였다.28)

(2) Terhoch 사건: 자연인 의사에 반하는 독일 국적 재부여의 금지
그러나 국적을 비자발적으로 박탈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박해하였던 국가
와의 유대를 재차 강제하는 것은 인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특히,
건국 이래 국적포기·변경권을 신봉하던 미국은 유대인 무국적자에 대한 독일 국적
의 집단적·강제적 재부여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관리위원회법률 제1호는 소급효과
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29) 1946년 미국은 동 법률을 기존과 달리 해석하
고 적용할 것을 영국·프랑스와 합의하였다.30) 이에 따라 유대인 무국적자에 대한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 5, No. 3(1956), pp.418-419.
25) The Swiss Federal Law of June 22, 1881, concerning Personal Capacity, Art. 10. 이러한 규정은
외국인과 혼인한 자국민 여성에 대한 국적의 자의적 박탈을 금지하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조에 합치하지 않는
다. 스위스는 1952년 국적법 개정을 통해 동 조문을 개정하였다.
26) Dame Levita-Muehlstein c. Department fed~ral de justice et police, Schweizerisches Bundesgericht,
BGE 72 I 407(1946), Quoted in Silving, supra note 24, p.407.
27) Dame Levita-Muehlstein c. Department fed~ral de justice et police, Schweizerisches Bundesgericht,
BGE 72 I 407(1946), Quoted in Silving, supra note 24, p.413.
28) Ibid. pp.418-419; Donner, supra note 23. p.167.
29) David Fraser and Frank Caestecker, Jews or Germans? Nationality Legislation and the Restoration
of Liberal Democracy in Western Europe after the Holocaust, Law and History Review Vol. 31,
No. 2(2013), p.403.
30) Response to Danish Military Mission in Germany, July 24,1946, ALP/452/20.801 (A) quoted in
Ruby, L'Évolution de la Nationalité Allemande, 258-59, Quoted in David Fraser and Frank

제
2
장

68 국제법 정책연구

독일 국적의 집단적 재부여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이들 가운데 독일 국적을 희망하
는 자만이 서면을 통한 개별 신청을 통해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31)
주목할 점은, 이로 말미암아 당시 수많은 유대인이 무국적 신분을 자발적으로 유
지하였다는 사실이다.32) 이는 국가들이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특정 개인집단
에게 ‘무국적자가 될 권리(a right to become stateless)’를 인정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33) 대규모 무국적자의 출현을 방관하는 것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당대의
시제법, 즉 1930년 헤이그협약과도 합치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이 무국적의 유지를 허용한 이유는 나치의 국적박탈정책이 홀로코스트를 자
행하기 위한 초석으로서 참혹한 인권의 유린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아렌트(H.
Arendt)는 인간의 필수적 권리로서 국적을 강조하면서도 나치의 정책과 입법이 유
대인에게 미쳤던 당시의 실질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종전 이후 유대인이 자발적
으로 무국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그들에게 부여된 권리이자 특혜
였음을 강조한 바 있다.34)
1947년 프랑스 법원은 Terhoch 사건에서 독일 국적을 원치 않는 유대인에게
해당 국적이 강제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35) Levita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
건의 주된 쟁점은 나치 국적법에 의하여 국적을 박탈당한 유대인 원고가 연합군
관리위원회법률에 따라 독일 국적을 재취득함으로써 적국 외국인의 지위를 가지는
가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31)
32)
33)

34)

35)

Caestecker, Jews or Germans? Nationality Legislation and the Restoration of Liberal Democracy
in Western Europe after the Holocaust, Law and History Review Vol. 31, No. 2(2013), p.403.
Ibid.
Ibid.
Silving, supra note 24, pp.425-427. 해당 논문에서 저자는 나치 정부가 자행한 유대인 국적 박탈 사건을
사례로 들면서, 무국적자가 될 권리는 허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향후 국제사회에서 인정될 수 있다는 논조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1956년 작성된 저자의 예견과 달리, 오늘날 무국적 방지의 원칙을 규정하는 협약 및 국
제문서에 따라 무국적자가 될 권리란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Arendt Hanna, “The Disenfranchised and Disgraced”, in J. Kohn & R. Feldman (eds) The Jewish
Writings (New York: Schocken Books, 2007), pp.232-235. Arendt는 그러나 당시 무국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유대인들의 권리가 역설적으로 현대에 이르러 국적에 의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는 시련이 되었음을 지
적한 바 있다. 그녀는 나치 국적박탈정책의 실제 피해자로서 1937년 독일 국적을 박탈당하고 1950년 미국 국
적을 취득하기까지 13년간 무국적 지위를 가진 바 있다.
Terhoch c. Daudin et Assistance publique, Cour d’Appel de Paris (6e ch. suppl.), Februry 8,
1947, 15 Nouv. Rev. de dr. intern. prive(1948) 동 사건 원고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자로 1941년 나치
독일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박탈당한 유대인이다. 1944년 프랑스 정부는 제2차세계대전 이전에 토지를 소유한
자가 전쟁의 여파로 실효적 점유를 상실한 경우 그에 대한 배상을 마련하는 지침을 제정하면서, 국내에 거주하
는 적국 외국인은 그러한 배상을 받을 수 없음을 규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자신은 독일 국민이 아닌 무국적자
이므로 해당 지침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피고가 현재 점유한 토지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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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국제법은 국가에게 국적의 문제를 규율할 준재량적 권능(semi-discretionary power)
을 부여하나, 문명국가에서 그러한 권능은 박탈당한 국적을 다시 취득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
여 인간이 가져야만 하는 자유로운 선택(free choice)과 인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이다.36)

즉, 독일과의 유대를 원치 않는 유대인에게 독일 국적의 재취득을 인정하는 것은
‘국제법’에 반하며, 관리위원회법률은 그러한 국제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
야 하므로 소급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37) 여기서 프랑스 법원은 국적을 선택·결
정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가 국제법에 의하여 도출된다는 법리를 최초로 제시하였
다. 이러한 법리는 당시 적지 않은 국가들의 국내판결에서 확인되고 있다.38) 특히,

Levita 사건을 판결한 스위스 연방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실관계와 쟁점을 가졌던
Rosenthal 사건에서, 유대계 독일인과 혼인하여 무국적자로 전락한 청구인은 자국
국적법에 따라 스위스 국적을 상실하지 않으며, 독일 국적을 원치 않는 그의 부(夫)
는 독일 국적이 아닌 무국적의 지위를 유지한다 판시하여 선례를 번복하였다.39)

3) 세계인권선언 제15조
이상의 사건과 판례는 어떠한 국가가 자국민의 국적을 자의적으로 박탈하고, 그
로 말미암아 무국적자가 된 자연인 집단을 박해하고 탄압하는 과정에서 타국 혹은
국제공동체가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에 국제
사회는 1945년 세계인권선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적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다
음과 같이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1.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Everyone has the right to a nationality).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그의 국적을 변경할 권리를 부인당
하지 아니한다(No one shall be arbitrarily deprived of his nationality nor denied
36) Terhoch c. Daudin et Assistance publique, Cour d’Appel de Paris (6e ch. suppl.), Februry 8,
1947, 15 Nouv. Rev. de dr. intern. prive(1948), p.203.
37) Donner, supra note 23, p.169.
38) See. e.g. Rosenthal v. Eidgenosschiches Justiz und Polizeidepartement, 13 A .D.(1946) Case
No. 58; In re Hamoye, Argentina, Camara Civil Segunda. Decision of Februry 20, 1948, 15 A
.D.(1948) Case No. 76.
39) Rosenthal v. Eidgenosschiches Justiz und Polizeidepartement, 13 A .D.(1946) Case No. 58,
Quoted in Donner, p.168. F. Mann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이러한 판결들이 “보편적이고 타당한 이치”로
서 국제법의 새로운 원칙을 파생시켰다고 주장하였다. F. Mann, “The Present Validity of Nazi
Nationality Laws”, Law Quarterly Review, Vol. 89, Issue 2(1973), p.203; Lauterpacht Hersch,
The Nationality of Denationalized Pers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p.391; Donner,
supra note 23, pp.16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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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ght to change his nationality).40)

국제사회는 독일 국적을 가진 유대인들이 제2차세계대전을 전후하여 무국적자로
전락함에 따라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국적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된다
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한 나치 독일이 인종차별에 근거하여 이들 유대인의 국적을
박탈하는 과정에서 국적에 관한 국가자치의 원칙을 제한할 수 있는 어떠한 국제규
범이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 세계인권선언 제1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
적취득권과 국적유지권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출현하게 된 것이다.
또한, 종전 이후 무국적자로 전락한 유대인에게 독일 국적을 재차 부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를 심리하는 과정에서, 전술한 판례는 국적을 결정하는 국가주권과
마찬가지로 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의사를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Terhoch 사건은 자국민의 국적을 박탈한 국가가 그의 의사에 반하여 국적을 재차
부여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되는 것이라 판시하는바, 이는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유대인에게 독일 국적의 재취득 여부에 있어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국적포기
권과 국적변경권은 이러한 맥락에서 대두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인권선언 제15조가 규정하는 국적취득·유지·변경권 가운데
국적변경권은 이질적인 성격을 가지며 그 유래와 사상적 배경이 다르다. 여기서 제
기될 수 있는 의문은 국적을 인식하는 양자의 관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적변경
권이 국적유지권과 함께 하나의 조문에서 서술되고 있다는 점이다. 동 조 제1항(국
적취득권)과 제2항(국적유지·변경권)의 차이점에 관해 비알로스키(J. Bialosky)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국가가 시혜적으로 부여하는 지위에서 인간의 권리로
서 그 지위가 변모하였다 하나, 국적을 부여하는 종국의 주체는 국가이다. 즉, 자
연인에게 국적이란 필요한 것이나, 이를 부여할 수 있는 주체는 오로지 국가라는
점에서 국적취득권은 다름 아닌 적극적 권리(positive right)이다.41) 다시 말해, 여
타의 사회적 권리와 마찬가지로 국적취득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인
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이와 달리, 국적유지권과 국적변경권은
국가권력에 의한 간섭 및 침해를 금지한다는 관점에서 소극적 권리(negative
right)라 할 수 있다.42) 즉, 국적을 유지·변경하는 행위를 국가가 개입하여 간섭하
는 것은 금지된다는 것이다. 또한 ‘자의적’이라는 용어에서 확인되듯이 제2항이 규
정하는 두 권리는 그 실현과 행사에 있어서 국가에 의한 적법한 제한이 가능하
40) 세계인권선언 제15조.
41) Jill Bialosky, Regional Protection of the Right to a Nationality, Cardozo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4, No. 1(2015): pp.156-157.
4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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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3) 이와 달리, 제1항 국적취득권에 대하여 세계인권선언은 어떠한 예외를 허용
하고 있지 않다.

Ⅲ

국적취득권과 국적유지권

1. 관련 조약
세계인권선언 제15조가 선언된 이래 국적취득권과 국적유지권은 오늘날 다수의
지역·다자협약을 통해 규정되고 있다. 이를 규정하는 다자협약으로는 예컨대 시민
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4조(이하 ‘자유권 규약’)44),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9조 제1항(이하 ‘여성차별철폐협약’)45),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5조(이하 ‘인종차별철폐협약’)46),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7조(이하 ‘아동권리협약’)47),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8
조(이하 ‘장애인권리협약’) 등이 존재한다.48) 지역협약으로는 유럽국적협약 제4
조49), 인권에 관한 미주협약 제20조(이하 ‘미주인권협약’)50), 아랍인권헌장 제29
43) Ibid.
4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966) 제24조 3. 모든 아동은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45)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1979) 제9조 1. 당사국은 여성이 국적을 취득, 변경 또는 보
유함에 있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특히 외국인과의 결혼 또는 혼인 중 夫에 의한
국적의 변경으로 처의 국적이 자동적으로 변경되거나, 처가 무국적으로 되거나 또는 夫의 국적이 처에게 강제
되지 아니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자녀의 국적에 관하여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부여하
여야 한다.
46)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5조. 제2조에 규정된 기본적 의무에 따라 체약국은 특히 아래의
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구별 없이 만인의 권리를 법 앞에 평등
하게 보장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폐지할 의무를 진다. (중략) (d) (iii) 국적취득권 (후략).
47)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989) 제7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이 분
야의 국내법 및 관련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48)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이주의
자유, 거주지 선택 및 국적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가. 국적을 취득 및 변경할 권리를 가지며, 임의로 또는 장애를 이유로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중략) 2.
장애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며, 출생 시부터 이름을 가질 권리, 국적을 취득할 권리 및 가능한 한 자신의 부
모가 누구인지 알고 그 부모에 의하여 양육될 권리를 갖는다.
49) 국적에 관한 유럽협약 제4조 (원칙) 국적에 관한 각 당사국의 규칙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야만 한다. 1. 모든
이는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무국적은 방지되어야 한다. 3. 누구도 국적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
는다. 4. 당사국의 국민과 외국인 간의 혼인·이혼에 따른 부부 일방의 국적변경이 타방의 국적에 자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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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51), 인권과 근본적 자유에 관한 독립국가연합협약 제24조 등이 존재한다.52)
국적은 권리 그 자체로서 이해되기도 하지만 다른 권리를 향유하기 위한 전제조
건으로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적은 ‘국적에
의한 권리’를 파생시키는 권원이다.53) 이러한 맥락에서 국적취득권은 자연인이 국
민이 될 수 있는 권리, 즉 모국 헌법에 따라 부여되는 기본권을 향유하기 위한 선
결적 권리로서, 혹자는 이를 “여타의 권리들을 가지기 위한 권리(a right to have
rights)”라 지칭하고 있다.54) 이러한 맥락에서, 미주인권재판소는 1984년 코스타리
카 국적법 개정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 국적은 여타의 기본권을 누리기 위한 요
건이며 국가는 인권의 완전한 보호를 위해 국적취득권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는 의
견을 개진한 바 있다.55)
국적의 자의적 박탈을 금지하는 국적유지권 역시 이와 일맥상통한다. 이에 따르
면 국적에 의한 권리를 누리기 위하여 자연인은 기(旣) 취득한 국적을 유지할 권리
를 가지며, 이를 자의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금지된다.56) 여기서 ‘자의적’이라는 용
어의 의미는 국적박탈이 국내법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집행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법 규정 자체가 어떠한 차별적 기준에 따라 국적박탈을 자의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57)

2. 국적 취득의 권리: 무국적 방지의 원칙과의 관계
그 용어와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적취득권은 무국적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성
을 가지는데, 양자는 마치 동전의 앞뒤와도 같은 것이다. 이는 출생에 따른 선천적
무국적이 국적취득권의 침해를, 국적의 자의적 박탈에 따른 후천적 무국적이 국적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50) 미주인권협약 (1969) 제20조 (국적에 대한 권리) 1.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국적을 가질
권리가 없는 경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출생한 국가의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3. 어느 누구도 자신의 국
적 또는 국적을 바꿀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51) 아랍헌장 제29조.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지며, 그 누구도 법률상 타당한 사유 없이 국적을 박탈당
하지 않는다.
52) 인권과 근본적 자유에 관한 독립국가연합협약 제24조. 1.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
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그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53) 국적취득권을 설명하는 국내 문헌으로 다음을 참조. 이병화, “국제인권법상 국적취득권의 보호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통권 제132호(2012, 10), pp.259-290.
54) McDougal, supra note 9, pp.900, 959.
55) Advisory Opinion on Proposed Amendments to the Naturalization Provision of the Constitution of
Costa Rica, OC-4/84,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January 19, 1984, paras. 32–33.
56) Ziemele, supra note 3, pp.302-303.
5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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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유지권의 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무국적자는 “일국의 국기를 게양하지 않
은 채 공해를 항해하는 선박”으로 비유되고 있다.58) 이는 국적에 근거하거나 국적
을 전제로 행사 가능한 국제법상 권리를 무국적자가 향유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무국적의 방지는 국적취득권과 사실상 동일한 보
호법익을 추구하고 있다. 예컨대,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는 아동의 국적취득권을 규정하는 자유권규약 제24조의 목적이 출생에 따른 무국
적으로 말미암아 모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피력한 바 있다.59) 무국적자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여권·비자 등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미비로 말미암아 출입국의 자유가 제한된다. 또한 이들은
건강보험을 포함한 사회복지혜택을 누릴 수 없으며, 행정절차상 어려움으로 인해
혼인, 출산, 양육, 취업 등에 있어 사회적 제약을 받을 수 있다.60) 즉, 무국적은 단
순한 국적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적이 파생시키는 기본적 인권에 대한
접근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에서 중차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무국적의 문제는 UN이 채택한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1년
무국적 감소에 관한 협약에서 규율되고 있다.61) 전자는 정의조항에 따라 이미 무
국적자로 판명된 자가 당사국 영토 내에서 어떠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규정한
다는 점에서 국적의 취득·상실의 문제와는 궤를 달리한다.62) 이와 달리, 후자는 무
국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국적을 결정하는 당사국의 재량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 무국적 감소에 관한 협약은 1) 선천적 무국적을 예방하기 위한 목
적으로 출생지주의, 혈통주의, 기국주의 같은 다양한 국적부여 방식을 당사국이 채
택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63), 2) 국적의 후천적 상실에 따른 무국적 발생을 방지
58) McDougal, supra note 9, p.961.
59) UN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No. 17: Article 24 (Rights of the Child), April
7, 1989, para. 8.
60) Ibid.; Tiburcio, supra note 13, p.6.
6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September 28, 1954,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360, p.117(entered into force on June 6, 1960);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30 August 1961,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989, p.175(entered
into force on 13 December 1975). 이들 협약 및 무국적 관련 지역협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문
헌을 참조. I. Shearer & Opeskin Brian, Nationality and Stateless, in Opeskin Brian (eds),
Foundations of International Migration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p.108-114.
62) 일반적으로 무국적은 법률상 무국적(de jure stateless)과 사실상 무국적(de facto stateless)으로 구분된다.
전자와 달리 후자는 법률상 국적을 형식적으로 보유함에 따라 국적국의 실효적 보호를 향유하지 못하는 자를
지칭한다.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무국적자를 “어떠한 국가의 국내법 적용에 띠라 자국민으로
간주되지 않는 자(a person who is not considered as a national by any State under the operation
of its law)”라 하여 사실상 무국적자를 보호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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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국내입법을 조율하고 있다.64)

3. 자의적인 국적 박탈의 금지: 단일국적주의와의 관계
국적의 자의적 박탈 금지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 적지 않은 국
가들의 국내법에 따라 외국인 부(夫)와 혼인한 여성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
존의 국적을 자동적으로 박탈당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 국가들이 취하였던 단
일국적주의 및 부계혈통주의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협
약은 1979년 채택된 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조 제1항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사국은 여성이 국적을 취득, 변경 또는 보유함에 있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특히 외국인과의 결혼 또는 혼인 중 부(夫)에 의한 국적의 변경으로 처(妻)의
국적이 자동적으로 변경되거나, 처가 무국적으로 되거나 또는 부의 국적이 처에게 강제되지
아니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65)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수의 국가는 외국인 부(夫)와 혼인한 자국 여
성은 부의 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자국 국적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었
다.66) 즉, 혼인에 따라 후천적으로 취득한 외국 국적을 여성에게 강제하고 자국 국
적을 자동적으로 박탈하는 방식을 통해 국가들은 단일국적주의와 부계혈통주의를
관철한 것이다.67)
이에 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조는 혼인에 따른 국적의 선택과 유지에 있어 여성
개인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의 의무로서 부
과하는바, 이는 세계인권선언 제15조가 선언한 국적유지권의 실체적 내용을 남녀차
별철폐라는 협약의 목적에 따라 더욱 상세히 규정한 것이다.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
회는 1994년 일반권고(General Recommendation) 제21호를 통해, 혼인·이혼에
따른 국적의 자의적 박탈은 여성의 사회참여에 필수불가결한 선거권·공무담임권 등
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논평한 바 있다.68) 이에 따라 독일, 일본
63)
64)
65)
66)
67)

무국적 감소에 관한 협약 제1조 내지 제4조.
무국적 감소에 관한 협약 제5조 내지 제8조.
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조 제1항.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문헌 참조. Silving, supra note 24, pp.418-420.
예컨대, 1888년 제정된 스위스 국적법은 1952년 개정되기 전까지 외국인과 혼인한 자국민 여성은 부의 국적
을 취득하며, 국적 상실의 결과로 무국적자가 되지 않는 한, 스위스 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한다 규정하였다.
The Swiss Federal Law of June 22, 1881, Art. 10.
68)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CEDAW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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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적지 않은 당사국이 동 조문과 자국법 간 합치를 위해 부계혈통주의를 폐지하
는 한편 외국인과의 혼인에 따른 국적의 자동적 박탈을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역시 1997년 제4차 국적법 개정에 따라 부계혈통주의를 폐지하고 국
적상실유보제도를 도입하면서, 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조에 대하여 행사하던 유보를
1999년 철회한 바 있다.69) 물론, 제9조는 단일국적주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
정이 아니며, 국적유보제도와 국적선택제도는 둘 이상의 국적 가운데 자신이 희망
하는 어느 한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개인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문은 결과적으로 단일국적주의의 실현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이는 부(父)
의 국적만을 강제하는 부계혈통주의가 서로 다른 국적의 부모를 둔 자연인의 단일
국적을 확보하는 주요한 법적 장치, 즉 단일국적주의를 관철할 수 있는 전통적 법
리로서 기능해 왔기 때문이다.70)
더욱이, 국적유보제도 및 국적선택제도에 따른 국적의 선택은 개인에게 부여된
온전한 권리라 볼 수 없다. 이는 국제혼인에 따라 취득 가능한 후천적 국적과 이전
국적 사이에서 개인의 선택이 의무로서 강제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적법의 경
우, 1997년 제4차 개정 국적법이 도입한 국적상실유보제도에 따라 혼인을 비롯한
섭외적 행위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우리 국민은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적보
유신고를 함으로써 국적선택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적상실유보제도는 혼인에 따른 국적의 자동적 박탈만을 금지
할 뿐, 일정 기한 내에 어느 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의무로서 부과하는바,
배우자 국적의 취득과 이전 국적의 유지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0년 제9차 국적법 개정을 통해 1) 외국인과 혼인한 자국민,
2) 귀화한 자로서 우리 국민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에
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경우, 이들의 복수국적 보유를 예외
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개정 연혁은 혼인에 따라 발
생하는 국적 중첩의 문제에 있어 국적을 취득·유지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사를 우리
나라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71) 이처럼 인권법의 발전에
따라 국가가 개인의 국적취득·유지권을 보장할수록 단일국적주의의 엄격한 실현은
어려워질뿐더러, 그 당위성은 상대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Recommendation No. 21: Equality in Marriage and Family Relations, 1994, para.6.
69) 이주윤, “국제법적 시각에서 본 대한민국의 국적문제”,『법학연구』 제29호(2008), p.382.
70) 유사한 맥락에서 정인섭 교수 역시 부계혈통주의의 폐지는 복수국적의 증가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
다. 정인섭, “국적유보제도 도입의 득실”,『서울국제법연구』 제4권 제2호(1997), p.63.
71) 이주윤, 앞의 각주, p.127. 저자는 복수국적을 허용한 대한민국 제9차 국적법 개정이 “인권보호나 국적선택권
의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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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Yean and Bosico 사건: 국가주권의 제한
2005년 미주인권재판소가 판시한 Yean and Bosico v. Dominican Republic
사건은 국적에 대한 권리에 있어 획기적인 판례로 평가되는 사건이다. 동 사건은
미주인권협약 제46조에 따라 제출된 청원을 미주인권위원회가 미주인권재판소에
회부한 사건이다.72) 도미니카는 출생지주의를 택하고 있다. 도미니카 헌법 제11조
는 자국 영토에서 출생한 모든 자연인은 1) 외교관의 자녀와 2) 자국을 “방문한 외
국인(foreigners in transit)”의 자녀를 제외하고 도미니카 국적을 취득한다 규정하
고 있다.73) 원고 D. Yean과 V. Bosica는 도미니카에서 출생한 아동이다. 원고의
모는 도미니카에서 출생한 아이티계 도미니카인으로 신분증을 포함한 국적증빙서류
를 가지고 있었으나, 원고의 부(父)는 아이티 국적을 가진 이주노동자였다.
시민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원고가 학교에 진학할 수 없게 되자, 원고의 모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와 자신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권한당국을 방문하였다.74) 도미니카 정부는 그러나 원고의 출생신고 접수를 거부하
면서 시민등록부에 기재되기 위한 요건으로 11개에 달하는 관련서류제출을 요구하
였다.75) 이 요건은 법률이 아닌 행정기관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요구한 서
류 가운데는 출생인 부모의 신분증, 혼인증명서, 세례증명서, 졸업장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76) 이러한 관행은 아이티계 도미니카인과 아이티 이주노동자의 자녀를 대상
으로 시행되는 암묵적 차별정책이었다.77) 원고는 그녀의 부가 신분증을 보유하고
있지 못함에 따라 시민등록부 등록, 즉 국적 취득이 불가하였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국적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미주인권협약 제20조 위반
여부였다.78) 피고국 도미니카의 항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79) 첫째, 자국에서
72) 동 사건 원고를 대변하여 청원을 제출한 자는 버클리대 국제인권클리닉과 아이티계 도미니카인 인권운동단체
‘Movimiento de Mujeres Dominico-Haitianas’이다.
73) Costitution of Dominican Republic (August 14, 1994) Article 11. 영문본은 다음과 같다. All persons
who were born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except for the legitimate children of foreign
diplomats resident in the country or foreigners who are in transit.
74)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Case of the Yean and Bosico Children v. The
Dominican Republic, Judgement (September 8 2005), para. 109.
75) Ibid. paras. 10, 145-146.
76) Ibid. para. 86.
77) 2005년 UN 개발계획 보고서 역시 이러한 차별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Human Development Office of the Dominican Republic, pp.121, 139,
141-143.
78) 미주인권협약 제20조 (국적에 대한 권리) 1.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다른 국적을 가질 권
리가 없는 경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출생한 국가의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3. 어느 누구도 자신의 국적
또는 국적을 바꿀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79) Case of the Yean and Bosico Children v. The Dominican Republic, para.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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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한 아이티 혈통은 자국민이 될 권리를 언제나 가지고 있으며, 원고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이유는 행정절차상 요구되는 서류제출 미비에 따른 것이다. 이는 자
신의 책임이 아니라 출생 당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관련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원고 부모의 과실이다. 둘째, 아이티는 혈통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아이티
국민이며 동 사안은 무국적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셋째, 자국의 국내법과 실
무에 따라 신분증을 보유하지 못한 아이티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헌법 제11조에 따
라 자국을 ‘방문’한 외국인 자녀로서 도미니카 국적을 가질 수 없다.
미주인권재판소는 이를 기각하면서 국적은 어떠한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이 가
지는 권리들을 취득하고 행사하기 위한 선결적 요건임을 강조하였다.80) 재판소는
자신이 개진한 1984년 코스타리카 국적법 개정에 관한 다음의 권고적 의견을 재차
인용하였다.
오늘날 국적이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권리라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국적은 정
치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기본적 요건인 동시에 개인의 행위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각 국가가 국적의 부여와 규율을 결정한다는 사실이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발전은 국제법이 이 분야에서 국가들이 향유하던 광범위한 권능에 일
정한 제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과, 오늘날 국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규율하는 방식이
국가들의 독단적 관할로 간주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국가의 권능은 인
권의 완전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그들의 의무에 의하여 제한된다. (중략) 국가가 자신의
신민에게 부여하는 하나의 속성(attribute)으로서 국적을 바라보던 전통적 교리는 (중략) 인
권이라는 국적의 개념으로 점차 진화하고 있다.81)

재판소는 상기 권고적 의견에 첨언하면서 누가 자국민이 될 권리를 가지는가에
관한 결정은 여전히 일국의 국내관할에 속하는 것이나, 이러한 재량적 권한은 국가
의 자의적 행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있는 국제법의 “진화(evolution)”에 따라
서서히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하였다.82) 재판소는 따라서 “국제인권법 발전의 현 단
계에서” 국적을 규율하는 국가의 권한은 자국 국적에 따른 실효적 보호를 제공해야
할 의무와 무국적을 예방, 방지, 감소시켜야 할 의무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라 판시
하였다.83)
재판소는 이러한 전제하에 10년 이상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원고의 부를 자국에
80) Ibid. paras. 136-137.
81) Advisory Opinion on Proposed Amendments to the Naturalization Provision of the Constitution of
Costa Rica, OC-4/84,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19 January 1984, paras. 32–33.
82) Case of the Yean and Bosico Children v. The Dominican Republic, para. 140.
8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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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한 외국인이라 볼 수 없고, 원고의 부가 외국인 이주노동자라는 사실은 출생
지주의에 따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원고의 권리를 저해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
다.84) 또한 재판소는 원고의 출생증명서와 출생신고자의 신분증은 출생지주의에 따
른 국적취득을 입증하는 충분한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이티계 혈통에 대하여 사
실상 구비불가한 다수의 관련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인종에 기초하여 원고가 가지는
국적취득권을 거부하고 이들을 무국적자로 전락시키는 자의적 행위라 판시하였
다.85) 이에 재판소는 미주인권협약 제20조, 제24조(평등권), 제1조 제1항(차별의
금지), 제19조(아동의 권리) 등을 위반한 피고국에게 1) 원고에 대한 금전적 배상·
사과·재발방지의 보장, 2) 출생신고 및 시민등록부 등록에 관한 국내법 개정, 3)
자국 내 언론을 통한 동 판결의 주기적 홍보를 명령하였다.86)

Ⅳ

대한민국 국적법에 대한 함의: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국적취득권

전술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구 국적법은 엄격한 단일국적주의 및 부계혈통주의
에 따라 개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국적의 자동적 상실을 규정한바, 이는 국적
유지권 침해의 소지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0년 제9차 국
적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과의 혼인 등 섭외적 신분행위에 따라 외국 국적을 후천
적으로 취득한 자에게 일정한 요건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
수국적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바, 이러한 개정은 국적유지권의 국내적 이행을 확보한
조치라 평가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행법에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남아 있다
할 것인데, 이는 다름 아닌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국적취득권의 문제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적취득권은 무국적의 방지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국가는
자신의 입법재량, 즉 국가자치의 원칙에 따라 비단 무국적자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게도 자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여
기서 외국인에게 국가가 부여하는 국적취득권이란 귀화와 구분되어야 한다는 사실
이다. 귀화는 국가가 자신의 재량에 따라 특정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특혜로서 이는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없다. 이와 달리, 오늘날 소수의
84) Ibid. paras. 152-158.
85) Ibid. paras. 159-174.
86) Ibid. para.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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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민족의 정체성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특정 외국인 집단에게 이른바 법률상
국적(nationality ex lege)을 부여하는바, 이처럼 외국인에게 법률상 국적을 부여
하는 국내법에 상응하여 해당 집단은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처럼 특정 외국인 집단에게 국적취득권을 부여하
는 국가들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이러한 입법이 우리 국적법에 반영될 필요성이 있
는지를 짚어 본다.

1. 이스라엘 귀환법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선언문은 나치의 국적박탈정책에 따라 무국적자로 전락한
수백만 명의 유대인과 세계 각지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은 모
국으로서 그 문호가 언제나 개방되어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87) 1950년 귀환법
(Law of Return)은 이러한 건국이념에 따라 제정되었다. 이스라엘은 외국인 이민
자와 구분하기 위해 자국으로 귀환한 유대인을 “oleh”라 지칭한다. 동 법 제1조는
모든 유대인이 oleh로서 이스라엘에 이주할 권리를 가진다 선언하고 있으며, 제2
조는 이스라엘 정착 의사를 표명한 oleh에게 국가는 반드시 이민비자를 발급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88) 이스라엘 건국 수상 벤 구리온(B. Gurion)은 귀환의 권
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이 법은 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이 이스라엘에 정착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부여하기 위
하여 제시된 것이 아니다. 이 법은 유대인이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그 자에게 내재된
(inherent)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다. (중략) 이 권리는 국가에 우선하는 것이며 국가를 창설
한 것으로서, 그 기원은 역사적으로 결코 단절된 적이 없었던 유대인과 모국 간 연결고리에
서 찾을 수 있다.89)

그러나 1950년 귀환법은 유대인이 가진 이주·이민의 권리를 규정하였을 뿐, 국
87) Decla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e of Israel(1948).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catastrophe
which recently befell the Jewish people — the massacre of millions of Jews in Europe — was
another clear demonstration of the urgency of solving the problem of its homelessness by
reestablishing in the Land of Israel the Jewish State, which would open wide to every Jew the
gates of the homeland and confer upon the Jewish people the status of a fully privileged
member of the family of nations.
88) Law of Return 5710-1950 (July 5, 1950) Section 1, Section 2.
89) Divrei Ha'Knessei (Knesset Records), Vol. 6, p.2037. 영문본은 다음과 같다. “This Law does not
provide for the State to bestow the right to settle in Israel upon the Jew living abroad; it
affirms that this right is inherent in him, from the very fact of his being a Jew. (...) This right
preceded the state; This right built the State; its source is to be found in the historic and
never broken connection between the Jewish people and the home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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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지 않았다. 1952년 이스라엘 국적법은 이에 따른 법적 혼
란을 해결하고 있는데, 제1조는 이스라엘 국적을 취득하는 방식으로서 “귀환”을 명
시하고 있으며90), 제2조는 1950년 귀환법상 모든 oleh는 출생에 따른 선천적 국
적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귀환에 따라 이스라엘 국적을 취득한다 규정하고 있다.91)
이에 따라 이스라엘로 귀환한 모든 유대인은 귀환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당해
국가의 국적을 자동적으로 취득한다. 다만, 귀환법 제2조는 단서조항을 통해 1) 유
대인에 대한 적대행위에 가담한 자, 2) 국가안보와 공공 보건에 위해를 끼칠 수 있
는 자에 대한 국적 부여를 이민부장관의 재량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불허할 수 있
음을 규정하고 있다.92)
이처럼 1950년 귀환법과 1952년 국적법은 유대인의 국가건설을 위한 민족운동
인 시온주의(Zionism)에 기초하여 외국인 유대인에게 법률상 국적을 부여하는바,
모든 유대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해당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귀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환의 권리는 “이스라엘 정착에 대한 의사(desire to
settle in Israel)”에 따라 그 행사 여부가 전적으로 결정되는바, 국적취득권을 실
제 행사할 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다.93) 의사의 표명은 입국
이전 및 이후에 가능하며, 국적 취득의 의사를 가지고 입국하였으나 귀환 후 3개월
내에 해당 의사를 철회한 자에게는 국적이 부여되지 않는다.94) 이스라엘 건국 이
래 지금까지 이스라엘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한 유대인의 수는 2019년 기준 약
300만 명에 달한다.95)

2. 구 서독 기본법 및 연방추방자법
구 서독은 자국민의 개념과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매우 특이한 입법을 취하였다.
서독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제116조에 따라 동 법의 권리를 향유하는 자는 “독
일인(Deutscher)”이다.96) 여기서 독일인은 독일국적을 가진자뿐만 아니라 구 독일
90) Israel Nationality Law, 5712-1952 (July 14, 1953), Section 1.
91) Israel Nationality Law, 5712-1952 (July 14, 1953), Section 2(a). 원문은 다음과 같다. Every "oleh”
under the Law of Return, 5710-1950, shall become an Israel national by return unless Israel
nationality has been conferred on him by birth under section 4.
92) Law of Return 5710-1950 (July 5, 1950) Section 2(b).
93) Law of Return 5710-1950 (July 5, 1950) Section 2(b). 귀환법 제정 당시 이스라엘 정부는 귀환의 권리
가 다른 나라에 정착을 꾀하는 유대인의 이동, 즉 디아스포라(diaspora)를 금지하는 것이 아님을 피력하였다.
Divrei Ha'Knessei (Knesset Records), Vol. 6, p.2037.
94) Law of Return 5710-1950 (July 5, 1950) Section 3.
95) Magdalena Osinska, Economic Miracles in the European Economies (Springer, 2019), p.107.
96) Federal Republic of Germany, Basic Law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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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German Reich) 영토에 거주하는 독일 혈통(ethnic German)의 피추방자 및
난민을 포함한다.97) 즉, 서독 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가지는 ‘자국민’의 범
위는 독일 국적을 보유한 자와 이를 보유하지 않은 독일 혈통을 포함하고 있다. 서
독이 이처럼 ‘독일인’이라는 상위의 개념 아래 자국민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한
까닭은 1) 조국의 통일과 2) 제2차세계대전의 여파로 국적을 상실한 독일 혈통의
재통합이라는 두 가지 이념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98)
전자의 목적에 따라 서독법은 동독지역에 거주하는 동독주민을 자국민으로 간주
하였다. 이는 1국가1국적 원칙, 즉 서독만이 독일을 대표한다는 이른바 단일대표원
칙(alleinvertretungsanspruch)에 따른 것이다.99) 후자의 목적에 따라 서독법은
제2차세계대전을 전후로 동유럽 전역에 흩어진 독일 혈통을 독일인으로 규정하고
이 가운데 독일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를 보유하지 못한 자에게 독일 국적을 부
여하였다. 전자가 동독주민이 보유한 독일 국적의 ‘유지’를 규정하는 반면, 후자는
독일 혈통에 대한 국적의 ‘후천적 부여’를 규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국적취득권과
관련된 후자의 논의만을 서술한다.

1) 서독 기본법
기본법 제116조 제1항 후문은 “1937년 12월 31일자 독일제국 영토에 독일 혈
통의 난민, 피추방자 또는 그 배우자나 비속으로서 받아들여진 자”를 독일인으로
규정하고 있다.100) 이처럼 자국민을 정의함에 있어 서독 기본법은 인종의 개념을
포함시키고 있다. 상기 조문이 명시하는 “독일제국의 영토”는 서독 기본법이 규정
하는 자국의 영토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유사한 것으로 분단
국의 실효적 영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적통성을 견지하는 헌법 이념에
따라 상정된 이념적 영토를 의미한다.
이 지역은 오늘날 폴란드, 러시아 등에 귀속된 일부 영토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116(1). 동 조문의 공식 영문본은 다음과 같다. Unless otherwise provided by a law, a German within
the meaning of this Basic Law is a person who possesses German citizenship or who has
been admitted to the territory of the German Reich within the boundaries of 31 December
1937 as a refugee or expellee of German ethnic origin or as the spouse or descendant of such
person.
97) Federal Republic of Germany, Basic Law 116(1).
98) Marc M. Howard.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Germany's New Citizenship Law”, 17
German Politics 41(2008), p.42.
99) Patricia Hogwood, “Citizenship controversies in Germany: The twin legacy of Völkisch nationalism
and the Alleinvertretungsanspruch”, German Politics, Vol. 9 No. 3(2000), pp.128-130.
100) Federal Republic of Germany, Basic Law 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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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은 동독의 국가성을 승인하지 않았으므로 동독지역을 외국(구소련)의 점령하에
놓인 독일제국의 영토라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동독주민 역시 피추방자 혹은 난민
의 지위를 가질 수 있었다. 동 조문은 종전과 분단 이후 동유럽 지역에서 보복과
탄압의 대상이 되어온 독일 혈통을 자국민으로서 보호하겠다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101) 결국 기본법이 명시하는 독일 혈통의 “피추방자(vertriebener)” 및 “난민
(flüchtling)”은 제3국으로부터 추방되거나 탈출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
쟁과 분단의 여파로 인해 서독의 실효적 영토 밖에 위치한 일종의 실향민을 지칭
하는 개념이다.102)

2) 서독 연방추방자법
1953년 제정된 연방추방자법(Bundesvertriebenengesetz)은 추방자 및 난민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103) 동 법의 입법목적은 서독의 실효적
영토 내로 ‘이미’ 진입한 독일인을 보호하는 데 있다.104) 독일인이 가진 귀환의 권
리(right of return)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자들은 연방추방자법을 귀환법
(law of return)이라 지칭하고 있다.105)
연방추방자법은 추방·탈출 시점과 이전 거주지에 따라 보호대상을 구분하고 있
다. 제1조에 따라 피추방자의 지위를 가지는 자는 제2차세계대전의 결과로 말미암
아 1) 외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동쪽 영토로 추방되거나, 2) 1937년 12월 31일자
기준 독일제국 영토 밖으로 추방된 독일 국민 혹은 독일 혈통이다.106) 여기서 전
자가 규정하는 “동쪽 영토”는 동독지역과 폴란드, 구소련의 일부 영토를 포함한다.
또한 제2조에 따라 독일제국과 1914년 1월 1일자 구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영토
101) Howard supra note 98, p.42.
102) Stefan Senders, “Laws of Belonging: Legal Dimensions of National Inclusion in Germany”, 67
New German Critique 147(1996), pp.159-160.
103) Bundesvertriebenengesetz는 국내에서 연방추방자법, 연방실향민법 등으로 명명되고 있다. 동 법의 공식명
칭인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은 피추방자와 난민의 처
우에 관한 법이라 직역될 수 있으며, 영어로는 “Federal Law on Refugees and Exiles”으로 지칭된다.
104) Jenny Gesley, Germany: The Development of Migration and Citizenship Law in Postwar
Germany (Law Library of Congress, Global Legal Research Center, 2017), p.3. 이러한 목적에 따
라 연방추방자법은 보호대상에게 각종 경제적 지원, 고용·취업혜택, 의료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다. 연방추방
자법은 현재까지 유효하다.
105) Howard supra note 98, p.42.; Green Simon, The Politics of Exclusion: Institutions and
Immigration Policy in Contemporary Germany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4), p.31.
106) 1953년 연방추방자법 제1조. 동 조문의 비공식 영문본은 다음의 문헌 참조. Senders Stefan, Laws of
Belonging: Legal Dimensions of National Inclusion in Germany, 67 New German Critique
147(1996), p.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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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지에서 거주하다가 193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영토에서 추방당하거나 탈출
한 자는 제1조가 규정하는 피추방자의 지위를 가진다.107) 제3조는 이른바 “소련지
역난민(Sowjetzonenflüchtling)”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구소련에 의해
점령된 지역 및 구소련의 점령하에 놓인 베를린 지역(동 베를린)에 거주하다가 정
치적 박해로 인해 해당 지역을 탈출한 독일 국민 혹은 독일 혈통은 소련지역난민
의 지위를 가진다.108) 이상을 정리하면 연방추방자법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상을 보호하고 있다. 첫째, 동독탈출주민이다. 이들은 구소련에 의해 점령된 동쪽
영토, 즉 동독지역에 거주하였던 자로서 제1조에 따른 피추방자 또는 제3조에 따
른 소련지역난민의 지위를 가졌다.109) 둘째, 제2차세계대전을 전후로 독일제국 영
토 밖으로 도망치거나 추방된 독일 혈통이다. 이들은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피추
방자로 분류되었다.

3) 독일 국적을 취득할 권리
연방추방자법은 추방자 및 난민을 “독일 국민 혹은 독일 혈통”이라 정의하고 있
으므로, 독일 국적의 보유 여부는 이들 지위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이 되지 않았
다.110) 기본법 및 연방추방자법 따라 추방자 혹은 난민의 지위를 가지는 자들은
서독의 실효적 영토에서 벗어난 기간 동안 1) 1913년 제국국적법에 따라 취득한
독일 국적을 유지하였을 수도 있고, 2) 폴란드를 비롯한 외국 국적의 취득에 따라
독일 국적을 상실하였을 수도 있다. 서독은 제국국적법 개정을 통한 경과규정을 마
련하여 후자에 따른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였다. 개정법 제3조 제1항 제4a호는 “기
본법 제1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독일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독일인”은 독
일 국적을 취득한다 규정하고 있다.111) 이에 따라 피추방자와 난민 가운데 어떠한
107) 1953년 연방추방자법 제2조.
108) 1953년 연방실향민법 제3조. 소련지역난민(Sowjetzonenflüchtling)은 독일인으로서 제3국으로부터 탈출한
국제법상 난민, 즉 외국인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109) 1953년 연방추방자법 제3조. 그러나 난민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명에 대한 긴박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실제 서독 정부는 이에 대한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였으므로, 대개의 동독탈출주민
은 피추방자의 지위만을 가졌다. 동 법에 따라 부여되는 적극적 조치와 관련하여 다음의 문헌 참조. Falck
Oiiver et al, “Forced Migration and the Effects of an Integration Policy in Post-WWII
Germany”, The B .E. Journal of Economic Analysis & Policy, Vol. 12(1)(2012), p.7.
110) 연방추방자법 제1조 내지 제4조.
111) 개정 제국국적법 제3조. 제3조는 독일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독일인은 제40조의 2(독일 현행국적법 제40a조)
에 따라 독일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조문의 공식 영문본은 다음과 같다. Section 3
[Acquisition of citizenship] (1) Citizenship shall be acquired ... 4a. for Germans without German
citizenship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16 (1) of the Basic Law, under the procedure laid
down in Section 40a below (Section 40a). Section 40a [Acquisition of German citizenship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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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유로든 독일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1) 서독의 실효적 영토 밖에서 독일 국
적을 장래에 취득할 권리를 가졌으며, 2) 서독의 실효적 영토 진입을 기점으로 법
률상 국적을 자동적으로 부여받았다.112)
독일 혈통의 피추방자 및 난민이 행사 가능한 국적변경권이란 이상의 국내법 규
정을 통하여 실현되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인’이라는 상위의 개념이 존재하
는 이상, 서독 정착에 따른 독일 국적의 후천적 취득은 자국민을 결정하는 과정에
서 부차적인 역할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추방자 혹은 난민의 지위를 가지는
독일 혈통은 독일 국적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서독 기본법상 자국민의 지위를 가졌
기 때문이다. 이들은 독일인으로서 기본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와 연방추방자법에
따른 보호를 향유하며, 이 가운데 독일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면 그만이었다.

3. 2010년 헝가리 개정 국적법
제1차세계대전 이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해체됨에 따라 헝가리는 대개의
영토와 국민을 잃었다. 2010년 헝가리는 민족성과 국가정체성을 보전한다는 목적
아래, 자국에 상주하는 자에 한해 귀화를 승인하던 기존 국적법을 개정하였다.113)
이에 따라 출생지·거주지 여부와 상관없이 헝가리어를 구사하고 헝가리 혈통을 증
명할 수 있는 자는 그의 신청에 따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114) 귀화 신
청절차는 매우 간소하여 1) 헝가리 내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거나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자, 2)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를 해할 가능성이 있는 자를 제외한 헝가리계 외
국인은 어떠한 제한 없이 당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115) 이처럼 자국민이 되기

112)

113)

114)
115)

Germans without German citizenship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16 (1) of the Basic Law]
Any person who ... is a German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16 (1) of the Basic Law
without possessing German citizenship shall acquire German citizenship on the said date.
Stefan Senders, supra note 102, pp.159-160. Gesley Jenny, Germany: The Development of
Migration and Citizenship Law in Postwar Germany (Law Library of Congress, Global Legal
Research Center, 2017), p.3.
2010년 이전에도 국적법 개정에 관한 필요성은 헝가리 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관한 자
세한 내용은 다음의 문헌 참조. M. Kovacs & J. Toth, “Kin Responsibility and Ethnic Citizenship”, in
Citizenship Policies in the New Europe, Bauböck Rainer et al (ed.)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09), pp.155-159.
Citizenship Law of Hungary, adopted on May 26, 2010, entered into force on January 1, 2011,
Art. 4(1)d.
Citizenship Law of Hungary, Art. 4(3). Mircea Brie and Istavan Polgar, “Dual citizenship granted
to Hungarian ethnics: context and arguments”, International Relations and European Studies
Vol. 3(2011), 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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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희망하는 자에게 국가의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법은 이스라엘 국
내법과 상당히 유사하다. 2011년 시행된 해당 법률의 파급효과는 실로 상당하였는
데, 2015년 기준 헝가리 국적을 자발적으로 취득한 헝가리계 외국인의 수는 약 70
만 명에 달하였다.116)
이에 대한 헝가리 주변국의 반응은 상이하였다. 헝가리 국적법 시행에 따른 영향
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는 루마니아,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였다.117) 이
가운데 자국법상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루마니아와 세르비아는 헝가리 정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118) 이와 달리 슬로바키아와 우크라이나는 헝가리
계 자국민의 대규모 이탈을 야기하는 관련 조치를 정치·외교적으로 규탄하고 그에
대한 일련의 대응조치를 단행하였다. 슬로바키아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던 과거 국적
법을 개정하여 헝가리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한 자국민의 선천적 국적을 박탈하였
다.119) 단일국적주의로의 회귀는 오로지 헝가리 국적법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었다.120) 우크라이나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을뿐더러, 여느 주변국
과 달리 EU 회원국이 아니다. 이에 EU 시민권을 희망하는 헝가리계 우크라이나인
의 대규모 이탈이 발생, 그 수는 2015년 기준 약 10만명에 달한다.121) 우크라이
나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헝가리 국적의 후천적 취득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자,
헝가리 국적을 보유한 채 선거권을 행사하거나 공직을 수행한 자를 처벌할 수 있
도록 형법을 개정하였다.
헝가리 국적법 사례는 외국인에게 국적취득권을 부여하는 일국의 국내법이 국가
간 갈등과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슬로바키아를 포함한
헝가리 주변국들은 자국민을 찬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헝가리의 국내조치가
주권의 침해를 야기한다고 규탄한 바 있다.122) 그러나 헝가리 국적법이 국제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123) 이 사례는 2011년 조
지아 – 러시아 무력충돌 사건과 구분된다. 헝가리 국적법은 외국에 거주하는 자에
게 자국 국적을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영토에 진입한 헝가리 혈
통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당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적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Gábor Gyulai, The Black Box of Nationality (Hungarian Helsinki Committee, 2016), p.3.
Ibid.
Mircea Brie and Istavan Polgar, supra note 115, p.217.
Bauböck Rainer, “Dual citizenship for transborder minorities? How to respond to the HungarianSlovak tit-for-tat”, EUI Working Paper RSCAS 2010/75(2010), p.1.
Ibid.
Gábor Gyulai supra note 116, p.22.
Bauböck Rainer, “Dual Citizenship for Transborder Minorities? A Rejoinder”, EUI Working Paper
RSCAS 2010/75(2010), p.40.
Mircea Brie and Istavan Polgar, supra note 115, 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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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관한 국가자치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 설령 타국 국적법 시행의 결과가
자국민의 이탈을 야기한다 하더라도 – 국제법의 위반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바
우뵈크(R. Bauböck)는 헝가리와 슬로바키아가 비준한 유럽국적협약을 검토하면서,
헝가리 국적법은 협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124) 오히려 그는
슬로바키아의 대응조치를 비판하면서, 비록 협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국민의 국적박탈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자국 내 소
수인종의 복수국적 취득을 금지하기 위하여 동 조문을 원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
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125) 이에 더 나아가 줄라이(G. Gyulai)는 헝가리 국적법
이 헝가리계 무국적자와 난민의 국적 취득을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동
법은 인권을 강조하는 현대국제법의 동향을 반영하는 타당한 입법이라 지적하고 있
다.126)

4. 시사점
전술한 사례는 모두 민족의 정체성 보전 및 통합이라는 국가의 특수한 역사와
사정을 고려하여 같은 혈통의 외국인 집단에게 국적취득권을 부여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이다. 분단의 아픔을 겪은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사정에 따라 특수한 국내법
을 마련하고 있는바, 남조선과도정부가 제정한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의 법원성을
인정하여, 북한주민을 대한민국의 선천적 자국민으로 판시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127)
일제강점기와 분단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실효적 영토 밖에
놓인 한민족을 자국민으로 보호하는 것은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는 헌법의 정
신이자 분단국의 책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외국 사례와 달리 우
리 국적법은 일제강점기 시절 한반도를 강제로 벗어난 재외동포에 대해 법률상 국
적을 일괄적으로 부여하고 있지 않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서독은 나치정부 시절과
제2차세계대전 전후에 서독 지역 밖으로 쫒겨나거나 도망친 독일 혈통에게 국적의
유무와 상관없이 독일인의 지위를 기본법상 부여하였다. 우리 국내법에는 이와 비
견되는 ‘한국인’이란 법적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정컨대, 서독의 법리를 우리
현실에 적용한다면 1910년 이후 발생한 일련의 역사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남한 지

124)
125)
126)
127)

Bauböck Rainer, supra note 119, p.1.
Ibid. pp.2-4.
Gábor Gyulai supra note 116, p.1.
대법원 1996. 11. 12. 96누1221; 헌법재판소 2000.8.3.1 97헌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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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밖에 위치한 한민족은 국적의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한국인으로서 자국민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이들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제
3국에서 이를 취득할 권리를 가지고, 우리 관할권 내에서 법률상 국적을 실제 부여
받을 것이다. 이처럼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자국민의 개념의 부재함에 따라 1938년
일제의 국가총동원법 시행에 따라 제3국에 강제동원된 해외동포는 국적의 보유 여
부에 따라 그 지위를 달리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제3국 체류 기간 중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민족의 사례
이다. 다수의 선행연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국적법은 최초 한국인에 관한 경
과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북한이탈주민과 재외동포의 국적 문제는 판례를
통해 그 법리가 확인되고 있다. 이들 판례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 북한이탈주민과
마찬가지로 - 남조선과도정부 임시조례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한 조선인 혹은
그 후손으로 우리 국적을 선천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류 기간 중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없다.128) 사할린 동포의 사례
를 예로 들면, 우리 법원은 광복 이후 일본의 유기방침과 구소련의 출국금지 조치
에 따라 사할린에 억류된 자와 그 후손 가운데 무국적 상태를 유지한 자만을 대한
민국 국민으로 간주하고 있다.129) 재외동포재단의 설립을 규정하는 재외동포재단법
제2조 제2항은 재외동포를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
로서 외국에서 거주ㆍ생활하는 사람”이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출입국에 관한 혜택 등을 지원하는 재외동포법 제2조는 국적보유여부에 따라 “재외
국민”과 “외국국적동포”라는 지위를 구분하고 양자에게 차등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
다.130)
이상의 국내법 규정은 국적보유여부와 상관없이 혈통에 기초하여 자국의 혈통을
가진 외국인 집단에게 국적취득권을 부여하는 상기 입법례와 대조된다 할 것이다.
국적법상 명문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을 자국민으로 간주하는 우리 판
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한반도에 오직 하나의 국가만이 존재한다는 1민족1
국가주의, 분단 이전 통일 한국의 재건이라는 국가적 이념, 주권, 그리고 국가이익
이 그만큼 중차대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외국 국적의 취득
에 따라 국적을 상실한다는 국적법 제15조의 규정은 단일국적주의를 채택하는 여
느 국가에 존재하는 일반규정이다. 이러한 일반규정에 기초하여 이들 한민족을 자
128) 이병훈, “한국인은 누구인가? -북한과 재외동포의 국적문제”, 『선진헌법연구』 제05-01호(서울: 국회선진헌법
연구회, 2005), pp.17-18.
129) 서울행정법원, 2014. 6. 19. 2012구합26159.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할린동포가 임시조례에 따라 조선국적
을 취득하였다가 1948년 제헌헌법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판시하고 있다.
130) 재외동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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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범위에서 제하는 것은 이익형량의 관점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재외동
포법 및 재외동포재단법을 통해 재외동포를 보호하는 근본적 이유는 이들이 형식상
보유한 국적 때문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와 분단이라는 역사적 특수성과 이들이 가진
한국 혈통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독 기본법상 독일인이라는 포괄적 지위가 국내법에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사
실은 체류기간 중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를 자국민으로 포섭함에 있어 어떠
한 걸림돌도 되지 않는다. 제3국 거주기간 중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귀환법 혹은 헝가리 국적법과 같이, 우리 관할권에 들어와 대한민국 국민
이 되기를 희망하는 자가 있다면 이들 한국 혈통의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것, 즉 국적취득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법의 개정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
이다.131) 이러한 입법은 국적에 관한 국가자치의 원칙에 따라 국제법상 당연히 허
용되는 것이다.

Ⅴ

결론

국적의 취득과 상실의 문제가 각 국가의 국내관할에 전속되어 있다는 전통적 시
각은 변화하고 있다. 영구적 충성이론의 사문화와 단일국적주의의 쇠퇴가 방증하듯
이, 현대국제법 체계에서 국적을 취득·유지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가 출현하고 그
당위가 강조될수록, 국적 문제를 결정하는 국가의 입법재량과 권한은 축소될 수밖
에 없다 할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5조가 명시하는 국적취득·유지권과 이를 반영
하고 있는 다수의 조약은 현대사회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모국을 가질 수 있는 인
간의 권리를 천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에 상응하여 국가는 무국적자를 방치·야
기하지 않을 의무와 더불어,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국적의 강제적 박탈을 시행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다 할 것이다.
2005년 미주인권재판소가 판시한 Yean and Bosico v. Dominican Republic
사건은 미주인권협약에 따른 국적취득권이 단순한 선언적 권리가 아닌 개인이 실제
행사 가능한 실체적 권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러한 협약상 의무에 따라 국적
을 결정하는 당사국의 주권과 재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또
131) 이와 관련하여 장명봉 교수는 국적법에 북한주민의 대한민국 국적취득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어 남북한 특수관
계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장명봉, “통일시대의 영토조항과 통일정책의 헌법적 문제”, 헌법
재판소, 『통일정책 및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헌법적 문제』(1998),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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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조는 단일국적주의와 부계혈통주의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
와 혼인한 여성의 강제적 국적 박탈을 협약상 금지하는바, 이는 원국적의 유지를
희망하는 여성 개인의 의사가 단일국적주의를 추구하는 국가의 이익에 우선한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국적에 대한 인간의 권리가 언제나 국가자치의 원칙과 대립되는 것은 아
니다. 누가 자국민이 되는가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국가들은 국가
자치의 원칙에 근거하여 외국인에게 자국의 국적을 법률상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 사례로 이스라엘, 구 서독, 헝가리
같은 국가들은 국가의 적통성 또는 정통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계 혈통
의 외국인에 대해 국적취득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상 국적(nationality

ex lege)의 부여는 개개인의 신청에 따른 귀화, 즉 외국인에게 특혜로서 부여하는
국적 취득과 달리, 해당 혈통 집단이 가지는 권리가 아닐 수 없다. 자신의 혈통이
유대인, 독일인, 혹은 헝가리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이들 자연인 집단은 그 나라 국
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과 기회를 가지기 떄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제강점
기와 분단의 여파로 말미암아 우리의 실효적 영토 밖으로 내몰린 재외동포에게 대
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무국적의 유지를 요구하는 것은 비교법적 관점
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일제의 강제총동원령에 따라 과거 외국으로 내몰린 재
외동포가 체류기간 중 체류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국가자치의 원칙에
따라 – 그리고 대한민국의 특수한 현실과 사정에 따라 – 이들 한민족에게 우리 문
호를 개방하고 우리 국민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국제법상 응당 허용
되는 것이다. 현행법 명문의 규정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법부는 남조선과
도정부 임시조례의 법원성을 인정하여 북한이탈주민과 무국적을 유지한 재외동포를
자국민으로 인정하는바, 동일한 법리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던 자가 강제
이주 기간 중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판
단하기에는 오늘날 단일국적주의라는 원칙에 내재한 가치이익 혹은 보호법익이 그
리 중차대하지 않다 할 것이다. 물론, 본 연구는 법의 관점에서 외국 국적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재외동포에게 국적취득권을 부여하는 입법이 비교법상·국제
법상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음을 적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 될 수 있다는 것과
그리 해야만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일례로,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따른 인구 감소에 따라 국가에 도움이 되는 전문지식을 가진 외국인을 귀
화시키는 과정에서 그의 원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단일국적주의는 누가 자국민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관철
시켜야 할 절대적 원칙이 아닌바, 재외동포에게 국적취득권을 부여하는 입법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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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사회에서 과연 정책적으로 타당한지 혹은 바람직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민
주주의에 따른 공론의 장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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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9년 8월 국제법위원회(ILC: International Law Commission)는 ‘인도에 반
하는 죄’ 초안(Draft articles on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Crimes
Against Humanity)을 채택한바, 동 초안이 국제협약으로 채택된다면 각 당사국은
인도에 반하는 죄를 범죄로 규정해야 하고 그에 따른 예방 및 처벌도 해야 한다. 그
러나 ‘인도에 반하는 죄’ 초안은 제노사이드 협약 또는 전쟁범죄를 다루는 제네바협
약과는 달리 개인의 책임과 더불어 법인의 책임(liability of legal persons)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법에서의 범죄화를 규정하고 있는 초
안 제6조 8항에 의하면, “각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
죄에 대한 기업책임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여기는 경우에, 관련 조치를 취
해야 하며 이러한 법인에 대한 책임은 형사, 민사 또는 행정상의 책임이 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개인의 형사책임만 인정해 오던 기존 국제형사법
체계와는 달리, 국제범죄에 대한 법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국제형사법 관련 국제
문서에 삽입한 것은 최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기업 또는 법인이 국제범
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에서도 관련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법인의 책임을 주장하는 학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러한 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 조항을 분석해 보면, 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인의 책임을 추궁할 궁극적인 또는 직접적인 의무는
국가에 있는 것이므로, 법인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책임만을 사실상 부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
정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으나, 국제협약에서 기업 또는 법인이 국제범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각 당사국이 법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마
련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관련 국제
동향과 사례 중심으로 이러한 조항의 채택 배경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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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19년 8월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는 ‘인도에
반하는 죄’ 초안(Draft articles on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Crimes
Against Humanity)을 채택한바, 동 초안이 국제협약으로 채택된다면 각 당사국은
인도에 반하는 죄를 범죄로 규정해야 하고 그에 따른 예방 및 처벌도 해야 한다.
그러나 ‘인도에 반하는 죄’ 초안은 제노사이드 협약 또는 전쟁범죄를 다루는 제네
바협약과는 달리 개인의 책임과 더불어 법인의 책임(liability of legal persons)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법에서의 범죄화를 규정하고
있는 초안 제6조 8항에 의하면,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법인에 대한 책임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형사, 민사 또는 행정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 전통적으로 개인형사책임에만 초점을 두었던 기존 국제형사법체계에서 벗어
나 기업 또는 법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국제형사법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ILC 초안의 내
용을 살펴보고, 국제범죄에 대한 기업책임에 관한 논의 발전을 중심으로 이러한 조
항의 채택 배경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Ⅱ

ILC ‘인도에 반하는 죄’ 초안에서 법인의 책임 관련 내용

1. ILC ‘인도에 반하는 죄’ 초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2019년 ILC 국제법위원회는 ‘인도에 반하는 죄’ 특별보고자(Prof. Sean Murphy)
의 제4차 보고서 및 2018년 한 해 동안 수합된 유엔 회원국, 국제기구, 및 시민단
체의 제1회독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후, ‘인도에 반하는 죄의 예방과 처벌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crimes against humanity)’이라는 제목하에
1) ILC, Draft articles on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Crimes Against Humanity (2019) in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Vol. 2. Part 2, UN Doc. A/74/10, 제6조 8항(“Subject to the
provisions of its national law, each State shall take measures, where appropriate, to establish the
liability of legal persons for the offences referred to in this draft article. Subject to the legal
principles of the State, such liability of legal persons may be criminal, civil, or administ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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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독 초안을 채택하였다2). 제2회독 초안은 전문, 15개의 조항 및 부속서 그리
고 관련 주석으로 구성되며, 위원회는 규정 제23조에 의거하여 유엔총회에 대해
동 초안을 기초로 유엔총회가 관련 국제협약을 채택하거나 외교회의를 개최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한 상태이다.
초안 제1조는 초안의 주된 목적이 두 가지임을 밝히고 있다. 하나는 각 국가는
인도에 반하는 죄가 더 이상 행해지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며, 다른 하나는 인도에 반하는 죄가 범해지면 가해자를 소추, 처벌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국은 자신의 관련 국내법 체계를 정비 및 개선해
야 하며 국가 간 협력체제를 촉진시키도록 한다. 그리고 제6조에서는 ‘인도에 반하
는 죄’가 국내법의 형법에 따라 범죄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마지막
조항에서 법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3)

2. 초안 제6조 8항의 내용
ILC ‘인도에 반하는 죄’ 초안 제6조 8항에 따르면, “각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기업책임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여기는 경우에,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법인에 대한 책임은 형사, 민사
또는 행정상의 책임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개인의 형사책임
만 인정해 오던 기존 국제형사법체계와는 달리, 국제범죄에 대한 법인의 책임에 관
한 규정을 국제형사법 관련 국제 문서에 삽입한 것은 최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기업 또는 법인이 국제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
에서도 관련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법인의 책임을 주장하는 학계
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러한 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 조항을 분석
해 보면, 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인의 책임을
추궁할 궁극적인 또는 직접적인 의무는 국가에 있는 것이므로, 법인에 대해서는 간
접적인 책임만을 사실상 부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책
임을 인정하고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으나,
국제협약에서 기업 또는 법인이 국제범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시
하고, 각 당사국이 법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동 조항에서 법인의 책임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경우(“where appropriate”) 관련 당사국이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법인
2) Ibid.
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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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책임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ILC 주석에서도 당사국이 이러한
법적 책임을 마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
해서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4)

3. 채택 배경
ILC 초안의 주석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이 관련 국제재판소
에서 폭넓게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뉴렌부르크 제9조와 제10조
는 특정 단체 또는 조직을 형사 조직으로 선언(declare)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형
사 단체 또는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이
었고, 구유고국제형재판소(ICTY)와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ICTR)도 법인에 대한 형
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며, 시에라리온을 포함한 여러 혼합재판부에서 법인
에 관한 관할권을 명시하는 규정도 없다.5) 더 나아가 1948년 제노사이드 협약,
1949년 제네바협약, 1970년 항공기의 불법납치억제를 위한 협약, 1984년 고문협
약, 1997년 테러방지 협약 등 여러 국제협약에서도 개인의 책임만을 규정하고 있
고, 법인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6)
그러나 국제범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기관들이 최근 등장하기 시작
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4년 아프리카 인권 법원은 아프리카 연합
의정서 통해 인도에 반하는 죄를 포함한 모든 국제범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인
정하기 시작하였다.7) 또한, 레바논 혼합재판소는 법인에 대한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2015년 5월 8일 항소부는 개인이 아닌 법인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최초로 판결을 내린 바 있다.8) 이에 대한 근거는 재판
부 규정 제60조 bis로서 “person”이라는 단어가 법인(“legal persons”)도 포함한
4) ILC, Draft articles on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Crimes Against Humanity, with commentaries,
2019, p.69 (“each State is obliged to take measures to establish the legal liability of legal
persons ”where appropriate“. Even if the State, under its national law, is in general able to
impose liability upon legal persons for criminal offences, the State may conclude that such a
measure is inappropriate in the specific context of crimes against humanity”).
5) ILC, Draft articles on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Crimes Against Humanity (2019) in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Vol. 2. Part 2, UN Doc. A/74/10, para. 43.
6) Ibid.
7) Protocol on Amendments to the Protocol on the Statute of the African Court of Justice and
Human Rights, June 27, 2014, art. 46C.
8) Prosecutor v. New TV S.A.L. and Karma Mohamed Tahsin Al Khayat, STL-14-05/PT/AP/AR126.1
(201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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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해석은 레바논 혼합재판소 규정의 정신과 기타 국제 및
국내 법원칙과도 일치한다고 판시하였다.9) 아울러, 위원회는 법인의 책임은 국제형
사법 관련 주요 협약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국제협약에서 여러 차례
이미 등장하였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10) 이에 대한 예로서 1973년 인종차별 방
지 협약, 1989년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1999년 국제테러 자금지원 억제협약, 2000년 유엔 반부패 협약과 기타 유럽 이사
회에서 채택된 협약 등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법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고 기업의 인권책임도 계속 강조되면서 법인의 책임이 인권 분
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기업 또는 법인도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공격에 연
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포함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미
반부패와 테러 등 다른 범죄를 다루는 여러 국제협약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현을
중심으로 규정하였다고 한다.11) 특히, ILC 초안 제6조 8항은 2000년 아동의 매
매,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 의정서 제3조 1항을 모델로
삼아 규정되었다고 한다.12) 동 조항은 법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조
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법인의 책임’은 국내법에 따라 적용되고 해석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각 국가는 법인의 책임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의 재량을 넓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독일은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은 반부패, 해외뇌물 방지와 반독점
분야에서 활발하게 기업에 대한 형사제재를 가하고 있다.

9) Ibid, Headnote, paras. 5-7("With respect to the object and purpose of Rule 60 which is to hold
accountable those who interfere with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 the Appeals Panel finds that
this object would be impeded should legal entities be excluded from prosecution as a rule.
Additionally, the Appeals Panel has examined evolving international standards on human rights
and corporate accountability as well as trends in national laws. Current international standards on
human rights support an interpretation that is consonant with imposing criminal liability on legal
persons... With respect to the Lebanese Code of Criminal Procedure, the Appeals Panel
considers it relevant that legal persons can be criminally liable under Lebanese criminal law”).
10) ILC, Draft articles on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Crimes Against Humanity (2019) in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with commentaries, Vol. 2. Part 2, UN Doc.
A/74/10, para. 47.
11) Ibid.
12) Ibid, para.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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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에 대한 기업형사책임 관련 논의 발전

ILC ‘인도에 반하는 죄’ 초안이 채택되기 전에 이미 뉘른베르크 재판소가 설립되
었을 때부터 국제범죄에 대한 집단책임과 법인 책임에 관한 논의는 계속 이어져
왔다. 특히, 국제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형사책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고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JCE 이론도 발전되어 왔지만, 결국
법인의 책임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의과정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국제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형사책임의 한계
국제범죄는 국내의 일반범죄와는 달리 대규모로 발생하며 여러 행위자가 연루된
다는 점에서 하나의 가해자를 지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이에 따라, 놀카엠퍼
(Nollkaemper) 교수는, 국제범죄는 한 개인보다는 하나의 시스템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형사책임에 의존하여 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13)
실제로 발칸 전쟁을 포함한 여러 전시 상황에서 발생한 제노사이드, 인도에 반하는
죄와 전쟁범죄는 모두 한 개인에 의해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행해지기보다 조
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 개인의 윤리적 책임의 문제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나치 정부가 범한 범죄들도 독일 정부의 정상적인 기능수행 통해 발생한 것
으로서 그 조직에 소속된 한 개인이 인간 도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단정
짓는 데 한계가 있다.14)
이러한 국제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제형사법의 기반이 된 뉘른베르크 재판
소 규정은 집단적 책임을 인정하였다. 뉘른베르크 규정 제9조부터 제11조는 나치
기업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형사 단체와 조직(criminal groups and
organizations) 에 관한 조항을 둔 바 있고, 뉘른베르크 재판소는 이 조항에 근거
하여 나치 단체에 소속된 개인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었다.15)

동 조항에

13) André Nollkaemper, Introduction, System Criminality in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p.1-25.
14) David Luban, “State Criminality and the Ambition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in Tracy Issacs
& Richard Vernon (eds.), Accountability for Collective Wrongdo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pp.61-62.
15) Charter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Aug. 8, 1945, 82 U.N.T.S. 279; Jørgensen H. B.
Nina, “Criminality of Organiz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in André Nollkaemper & Har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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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형사 단체와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지만, 뉘렌브르크
재판소의 한 판결문은 형사단체와 조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조직적으로 구성된 단체이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16) 그러나 동 조항은 사실
상 여러 개인에 대한 책임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고, 형사 단
체와 조직이 아닌 개인에 대해서만 실제 처벌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단체 또는 조
직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대신 단체와 조직에 대한
간접책임이 부과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집단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는 근거로만 개인을 처벌하면 죄 없는 개인도 처벌할 위험이 있고 이러한 소속에
의한 죄책(guilt by association)은 대부분의 국내 형법에서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17)
이에 따라, 뉘른베르크 재판소 이후 설립된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Y)와 구
유고 국제형사재판소(ICTY)의 규정은 뉘른베르크 재판소에서 인정한 단체와 조직
에 관한 집단적 책임 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대신 공동범죄집단(Joint Criminal
Enterprise: JCE) 이론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18) 동 이론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
고인이 범죄에 실질적으로 가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핵심범죄(core
crimes)를 범하는 데 기여하였다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19) ICTY는 1999년
7월 15일 Tadic 사건 항소심 재판부 판결 통해 최초로 JCE 이론을 소개하였다.20)
Van Der Wilt (eds.), System Criminality in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p.201-204.
16) Ibid.
17) Quincy Wright, “International Law and Guilt by Association”,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43, No. 4 (1949), pp.754-755(“Advanced systems of criminal law accept the principle
that guilt is personal. Guilt is established by evidence that the acts and intentions of the
individual were criminal”).
18) Bert Swart, “Modes of International Criminal Liability”, in Antonio Cassese ed., The Oxford
Companion to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p.82-93; Gerhard
Werle,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in Article 25 ICC Statute”,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 5 No. 4 (2007), pp.954-956; Ciara Damgaard,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for Core International Crimes (Berlin: Springer, 2008); 최태현, 박미경, JCE 이론의 주
요 내용과 그에 대한 비판, 『법학 논총』 31권 2호(2014), pp.173-205; 설일영, “공동범죄집단(Joint
Criminal Enterprise) 법리 연구: ICTY의 판례를 중심으로” 『인도법 논총』 제30호(2008).
19) 최태현, 박미경, JCE 이론의 주요 내용과 그에 대한 비판, 『법학 논총』 31권 2호, pp.173-174.
20) Tadic Judgment, para. 188(July 15, 1999), (The Tadic Appeals Chamber held: "This provision
[7(1)] covers first and foremost the physical perpetration of a crime by the offender himself, or
the culpable omission of an act that was mandated by a rule of criminal law. However, the
commission of one of the crimes envisaged in Articles 2, 3, 4 or 5 of the Statute might also
occur through participation in the realization of a common design or purpose...if this is so, it is
fair to conclude that the Statute does not confine itself to providing for jurisdiction over those
persons who plan, instigate, order, physically perpetrate a crime or otherwise aid and abet in
its planning, preparation or execution. The Statute does not stop there. It does not exclude
those modes of participating in the commission of crimes which occur where several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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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JCE 이론도 여러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뉘른베르크 형사재판소에서도
문제되었던 소속에 의한 죄책(guilt by association)에 의존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
았다.21) 즉, 여전히 범죄를 범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와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JCE 이론 중 확
대된 JCE 이론(extended JCE doctrine)은 이러한 위험이 더 높다. ICTY에 따르
면, JCE이론은 주관적 요건에 따라서 기본(basic), 체계적(systematic) 또는 확대
된(extended) JCE로 구분될 수 있다.22) 기본 JCE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공동
설계(common design)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같은 형사 의도가 있었다는 것
이 입증되어야 하며, 체계적인 JCE는 의도는 없더라도 인권침해에 대해 개인적으
로 인식(personal knowledge)하고 있었던 것만으로 기소할 수 있다.23) 반면, 확
대된 JCE는 개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벗어났지만, 인권침해에 가담한 경
우이다.24) 확대된 JCE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고, 실제 이에 기반
하여 개인들을 처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제범죄와 그 조직의 규모를 고려하면,
최소한으로만 가담한 경우에도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25)

2. 기업형사책임의 법적 근거
기업형사책임에 관한 논의는 사실상 이미 국내법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고, 기업형사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다양한 법적 근거들이 학자들로부터 제시되
어 왔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09년 New York Central & Hudson River

21)

22)

23)
24)

25)

having a common purpose embark on criminal activity that is then carried out either jointly or
by some members of this plurality of persons”); 최태현, supra note 18, p.175.
Kai Ambos, “Joint Criminal Enterprise and Command Responsibility”,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 5, No. 1 (2007); Antonio Cassese, “The Proper Limits of Individual
Responsibility under the Doctrine of Joint Criminal Enterprise”,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 5, No. 1 (2007); Harmen Van Der Wilt, “Joint Criminal Enterprise and Functional
Perpetration”, in André Nollkaemper (ed), System Criminality in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p.158-182; Bert Swart, supra note 17, pp.82-93.
Allison Marston Danner and Jenny S. Martinez, “Guilty Associations; Joint Criminal Enterprise,
Command Responsibility, an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Vol. 93, No. 1,
California Law Review (2005), pp.75-169.
Tadic Judgment, Case No. IT-94-1-A, paras. 203, 228.
Tadic Judgment Case No. IT-94-1-A, paras. 220, 228; Kvocka Judgment, Case No. IT-9830/1-A, para. 83; Ntakirutimana, Case No. ICTR-96-10-A and ICTR-96-17-A, Judgment, para.
467 (December 13, 2004) ("being aware that such a crime was a possible consequence of the
execution of that enterprise, and with that awareness, the accused decided to participate in
that enterprise”).
Allison Marston Danner and Jenny S. Martinez, supra note 22, pp.1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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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lroad Co. v. United States 대법원 판례를 통해 최초로 기업에 대한 형사책
임을 인정하였고, 루스벨트(Roosevelt) 대통령은 산업혁명에 따른 기업 규제를 강
화하고 있었던 시점이다.26) 그 당시 New York Central 기업은 기업형사책임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내세웠지만, 대법원은 기업도 행위에 대한 목적
(purpose)과 동기(motive)를 갖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
지 않았다.27) 또한, 개인에 대해서만 책임을 추궁하면 철도 회사를 규제하는 법이
실질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 행위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는 대상은 개인이 아닌, 기업이라는 점도 강조하였다.28) 주제상공위원회(ICC:
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도 기업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범죄행위의 실질적인 수
혜자(beneficiary)는 기업이므로 현실적으로 한 개인을 범죄자로 지목하는 것은 어
렵다는 입장이었다.29)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를 지지하는 영미법계 형법 학자들도 다수 있었다. 피세
(Fisse)와 브레이스웨이트(Braithwaite)에 따르면, 범죄행위에 대한 혜택을 실질적
으로 누리는 대상은 기업이고 기업의 경영자들이기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활동범위
를 충분히 규제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다.30) 더
나아가, 기업은 여러 개인의 행위를 총합(sum)한 것은 아니며, 일종의 시스템 통해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강조하였다.31) 특히, 영국 형법 학자 웰스(Wells)는 기
업은 기업의 정책, 운영 절차, 관행, 기업의 목적과 지식 등이 반영된 조직 기준
운행표(organizational flow chart)를 통해 운영되고 행동하기 때문에 한 개인으
로 그 책임을 좁힐 수 없다고 주장한다.32) 그러므로 기업의 주관적 요건은 사실상
기업의 정책과 전략 통해 파악할 수 있고, 기업은 그것에 대한 의도로 형사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33)
26) New York Central R. Co. v. United States, 212 U.S. 481 (1909); Theodore Roosevelt, First
Annual Message to Congress, December 3, 1901, available at http://www.presidency.ucsb.edu/
ws/?pid=29542; Act of Feberury 19, 1903, ch. 708, 32 Stat. 847.
27) New York Central R. Co. v. United States, 212 U.S. 481, 492-493 (1909).
28) Ibid, 495.
29) Sara Sun Beale, The Development and Evolution of U.S. Law of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January 6, 2014,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2375318, Interstate Commerce
Comm’n Fifth Annual Report, December 1, 1891, S. Misc. Doc. No. 52-31 at 16 (1892).
30) Brent Fisse & John Braithwaite, Corporations, Crime and Accountabi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p.57.
31) Ibid, pp.17-18, 135.
32) Celia Wells, Corporations and Criminal Responsibility (2d ed. 2001), pp.79-80 (“The policies,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regulations, and institutionalized practices are evidence of
corporate aims, intentions, and knowledge”).
3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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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범죄 억제(criminal deterrence) 측면에서도 기업형사책임을 인정할 필
요가 있다는 학자들의 주장도 있다. 피세는 개인보다 기업이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범죄의 오명(criminal stigma)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하며, 마크
피스(Mark Pieth)와 라다 아이보리(Radha Ivory)도 범죄에 대한 오명을 기업 차
원에서 씻어내려고 한다면 자산회복, 보상 및 기업의 경영 개선도 더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한다.34) 또한, 커피(Coffee)는 형사제재에 따른 범죄 “stigma”
에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기업형사책임은 민사
제재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35)
마지막으로 사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기업형사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특히, 개별적으로 모든 개인에 대한 책임을 식별하는 것보다 기업에 대해 제
재를 가하면 경비가 상대적으로 더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36) 그리고 기업
에 대한 형사제재를 가하면 기업의 주주와 경영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37)
이에 따라, 오늘날 영미법계와 유럽 국가 중심으로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
하기 시작하는 추세이다. 특히, 호주는 2001년 채택된 형법에서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에 근거하여 기업에 대한 형사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그 근거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38)
한국은 형법에서 기업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양벌규정 통해 종업원이
과실을 범했을 때 법인의 감독소홀 책임을 제한적으로 묻고 있다. 즉, 위법한 행위
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이나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
다.39)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과 법
인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에서도 제기되기 시작하였다.40)
특히, 이러한 대형 안전사고에서 관련 기업의 구성원과 종업원인 개인만을 처벌하
34) Brent Fisse, Reconstructing Corporate Criminal Law: Deterrence, Retribution, Fault and Sanctions,
56 S. CAL. L. REV. 1141, 1164 (1983); Pieth Mark, Introduction, in Coprorate Criminal Liability:
Emergence, Convergence, and Risk 3, 4-5, 9 (Pieth Mark & Ivory Radha eds., 2011).
35) John C. Coffee Jr., Does Jr., "Unlawful” Mean "Criminal”?: Reflections on the Disappearing
Tort/Crime Distinction in American Law, 71 B. U. L. REV. 193, 235-238 (1991).
36) Christopher D. Stone, The Place of Enterprise Liability in the Control of Corporate Conduct, 90
YALE L. J. 1, 29 (1980).
37) Fisse & Braithwaite, supra note 30, p.61.
38) Arthur Robinson Allens LLP (2008), Corporate Culture as a Basis for Criminal Liability of
Corporations, Prepared by Allens Arthur Robinson for the United Nations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Human Rights and Business 28-29 (2008), http://198.170.85.29/AllensArthur-Robinson-Corporate-Culture-paper-for-Ruggie-Feb- 2008.pdf.
39) 김재윤, 『기업의 형사책임』 (마인드탭, 2015), pp.107-108.
40) 김성룡, 권창국, 기업·법인의 형사책임법제 도입가능성과 필요성,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6호(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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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기업과 법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현 양벌규정은 법인의 범죄능력과 처벌근거에 대한 명확한 이론적 근거
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기업 활동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법익침해 사례를 현실적
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여러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41) 한국
현행법상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형사제재는 벌금형이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법인
의 해산 및 영업정지, 사법감시, 징벌배상형 등 더 다양한 형사제재를 마련하고 있
다.42)

3. 국제범죄에 대한 집단책임에 관한 논의 및 관련 국제동향
JCE 이론 및 개인형사책임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국제형사재판
소 로마규정 협상 과정에서 법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하였
다.43) 실제로 로마규정 이전의 초안 제23조 5항에서는 법인의 책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법인의 책임에 관한 상이한 국내법 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절차상의 문제들이 여러 국가로부터 제기되면서 결국 법인의 책임에 관한 논
의는 결렬되고 말았다.44) 그러나 이와 같은 별도의 조항을 로마규정에 두지 않아
도 국내 형법에서 이미 기업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국가에서는 로마규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제범죄에 대한 기업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다는 학계의 의견도 있다.45)
41) Ibid, pp.119-127.
42) 윤지영, 임정호,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p.92-101.
43) Andrew Clapham, “The Question of Jurisdiction under International Criminal law over Legal
Persons: Lessons from the Rome Conference on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 Menno
Kamminga & S. Zia-Zarifi(eds.), Liability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Brill, Nijhoff, 2000), p.139.
44) Per Saland, “International Criminal Law Principles”, in Roy S. Lee (ed),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Making of the Rome Statute (Kluwer Law International Law, 1999) ("[whether to
include criminal responsibility of legal entities ... This matter deeply divided the delegations. For
representatives of countries whose legal system does not provide for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legal entities, it was hard to accept its inclusion, which would have had far-reaching legal
consequences for the question of complementarity. Others strongly favored the inclusion on
grounds of efficiency ... Among the last opponents were Nordic countries, Switzerland, the
Russian Federation and Japan. Some other countries opposed inclusion on procedural ...
grounds. Time was running out ... Eventually, it was recognized that the issue could not be
settled by consensus in Rome ...”).
45) Antonio Cassese and Paola Gaeta, Cassese’s International Criminal Law(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273 (the exercise of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over international crimes would always
be possible unless one can point to the existence of a rule of international law prohibiting it. In
Lotus, the judges confined themselves to demonstrating that the exercise of criminal
jurisdiction as a form of territorial jurisdiction is not forbidden by international law and did not
offer any clues as to possible impediments of exercising such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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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us 사건에서도 판시되었듯이, 국제법에 따른 특별한 제한이 있지 않는 한, 국가
들은 국제범죄에 대한 역외적용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범죄에 대한
기업책임의 추궁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46) 이에 따라, 로마규정에서 법인 또는 기
업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제형사법에서 기업 또는 법인에 대한 책임이
완전히 부정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47)
또한, 위원회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테러리즘 및 반부패 등 여러 국제협약에
서도 법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에서는 법인의 책임에 관한 관행
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유엔 반부패 협약에서는 각 당사국이 법인에
대한 책임을 마련하도록 하고 형사, 민사, 또는 행정 제재를 통해 각각의 국내법에
따라 규제하도록 되어 있다.48) 반면, OECD 해외뇌물방지협약은 일차적으로 각 당
사국에 대해 기업 또는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만 민사 또는 행정상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9) 반부패 협약 외에도 EU에서는 인신매매와 아동 음란물과
관련하여 기업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50)
아울러, 기업의 초국적 활동 증가 및 영향력 확대에 따라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열악한 노동환경, 강제이주와 같은 인권 침해 사례가 널리 알려지면서 1990년대
이후부터 인권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었다. 2000년 유엔 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 이니셔티브에 이어 OECD는 2011년 다국적 기업
을 위한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과 2018
년에는 기업실사 지침서(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를 채택하여 인권실사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2011년에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이 채택되면서 기업의 인권 책임(responsibility)은 더 강조되기 시작하였
다. 이행원칙의 핵심적 내용은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할 국가의 의무,
46)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December 9, 1999,
2178 U.N.T.S. 229;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November
15, 2000, 2225 U.N.T.S. 209; OECD Anti-Bribery Convention,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art. 7(2), December 9, 1999, 2178 U.N.T.S. 229.
47) Douglass Cassel, “Corporate Aiding and Abetting of Human Rights Violations: Confusion in the
Courts”,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Vol. 6, No. 2 (2008), pp.315-16.
48)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rt. 10, November 15, 2000,
2225 U.N.T.S. 209.
49)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December 17, 1997, 37 I.L.M. 1.
50) Council Framework Decision of 19 July 2002 on Combating Trafficking in Human Beings, art.
4(2002/629/JHA); Council Framework Decision of 22 December 2003 On Combating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Child Pornography, art. 6 (2004/68/J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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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존중할 기업의 책임, 효과적인 구제책 접근으로 요약된다. 동 이행지침에서
는 국제범죄와 관련된 기업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각각의 유엔
회원국은 기업이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으며, 심각한 인권침해(gross human rights abuses)에 연루된 기업이 발견
되는 경우에는 기업책임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51) 주석에서는 구체
적으로 형사책임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52) 더 나아가, 기업과 인권 특
별보고관이었던 러기(J. Ruggie) 교수는 국제형사법 체계에서 발달하고 있는 국제
법원의 망(web of courts)을 통해 국제범죄에 대한 기업책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53)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도입을 계기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인권경영이 법
제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유엔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이 각국이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대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수립할 것을 권고함에 따
라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를 포함한 총 21개국이 기업과 인권 국가행
동계획을 이미 발표하고 실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이 계속 제정되고 있다.54) 영
국의 ‘현대판 노예 방지법(2015)’과 프랑스의 ‘기업인권모니터링법(2017)’이 대표적
인 예라고 볼 수 있다.55) 그리고 미국은 콩고민주공화국 분쟁광물 공급망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도드-프랭크법(2010)’을 제정하였고, 2017년 오바마 행
정부에서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행동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56) 이러한 인권경
51) UN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Report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ssue of

52)

53)
54)
55)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UN Doc. A/HRC/17/31 (March 21, 2011) (states should consider
recognizing liability for enterprises domiciled in their territory or jurisdiction where systematic
gaps in dealing with gross human rights abuses have been identified).
Ibid, pp.9-10 (“This may include exploring civil, administrative or criminal liability for enterprises
domiciled or operating in their territory and/or jurisdiction that commit or contribute to gross
human rights abuses”).
John Gerard Ruggie, “Business and Human Rights: The Evolving International Agenda”,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01, No. 4 (2007), pp.830-31.
OHCHR, State national action plan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https://www.ohchr.org/en/
issues/business/pages/nationalactionplans.aspx.
UK FOREIGN AFF. AND COMMONW. OFF.,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September 4 2013),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
data/file/236901/BHR_Action_Plan_-_final_online_version_1_.pdf (setting out obligations to protect
against human rights abuse within UK jurisdiction involving business enterprises); UK MODERN
SLAVERY ACT 2015,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5/30/contents/enacted/data.htm (requiring
all commercial organizations that operate in the UK with an annual turnover of 36 million
pounds or more to prepare a Slavery and Human Trafficking Statement each financial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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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 제도화 추세는 전 세계로 계속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도 인권경영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내에
서의 정책적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통해 소비자의 생
명권･건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되고, 기업의 갑질 논란 등으로 인한 사회
적 파장은 인권경영의 필요성이 더 부각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에 발맞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적용 권고
(2014)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 권고(2016),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
계획 수립 권고(2016) 등 통해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하였다. 또한, 2011년 제정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국내연
락사무소(NCP: National Contact Point) 운영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국내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는 부족
하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NCP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독립성이 보장되고 전문성 있
는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NCP 운영을 개선하고 있다. 그리고 2016년 9월 국
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에도 기업과
인권에 관한 내용이 별도의 장으로 편성되었고 인권경영의 제도화 및 고충처리･구
제 절차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이 제시되었다.
이처럼 기업의 인권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국제와 국내 차원에서 계속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단체 또는 조직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론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다. 드럼블(Drumbl) 교수는 집단적 책임(collective
responsibility)과 집단적 유죄(collective guilt)를 구분하면서 집단 또는 단체는
범죄를 범할 수 없으므로, 집단적 유죄를 인정할 수 없지만 비형사적 제재 통해 집
단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57) 반면, 집단적 책임을 전적으로 부정하
는 학자들도 있다. 즉, 모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을 것(‘if all are accountable, no one is accountable’)이라는 논리에 따라
집단적 책임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한다.58) 더 나아가, 집단적 책임을 인정할 경우,
개인형사책임이 가져오는 보상과 화해의 효과가 줄어든다는 주장도 있다.59)
아울러,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국가들도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도
56)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Pub. L. No. 111-203, § 1502,
124 Stat. 1376, 2213-18 (codified as amended at 15 U.S.C. § 78m (2012) [hereinafter
Dodd-Frank Act § 1502].
57) Mark Drumbl, “Collective Responsibility and Postconflict Justice”, in Tracy Isaacs & Richard
Vernon (eds.), Accountability for Collective Wrongdo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p.25.
58) Nollkaemper, supra note 12, p.8; Christopher Kutz, Complicity: Ethis and Law for a Collective
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p.113.
59) Thomas Weigend, “Societas delinquere non potest? A German Perspective”,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 6, No. 5 (2008), pp.92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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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미국은 부패 및 조직범죄 처벌법인 리코(RICO: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에 따라 범죄조직에 대
한 법안을 마련한 바 있고 반부패 및 독점금지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있으며, 해외 기업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다.60) 그러나 독일은
전통적으로 기업은 형사책임을 질 수 없다는 원칙(societas delinquere non

potest)에 근거하여 기업은 어떠한 행위에 대한 자발적 의지(voluntary will)가 존
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윤리적 책임이 부과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61) 그
러므로 독일은 민사 또는 행정 제제 같은 비형사적 제재 통해서만 기업들을 규제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인도에 반하는 죄’ 초안은 기업의 형사책임을 주요 원칙으로 삼지 않고 있
고, 기업의 법적 책임을 입법화할 것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이러한 법적 책임은 민
사, 형사 또는 행정 제재 통해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Ⅳ

국제범죄에 대한 기업의 책임 추궁 방법

현재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은 구체적으로 기업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국내 법원에서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실제
관련 사례도 최근 등장하기 시작한 바, 이를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기업의 인권침해 연루 형태
기업은 국제범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민간군사기업과 같이
전시 상황에서 전투에 참여하여 직접적으로 국제범죄에 가담할 수 있는 반면, 국제
범죄에 연루된 행위자들을 지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국제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
다.62) 더 구체적으로 기업은 전시 상황에 참여하고 있는 정부 또는 반정부단체에
60) Organized Crime Control Act of 1970, Pub. L. No. 91-452, 84 Stat. 922 (October 15, 1970); U.S.
DEP'T OF JUSTICE, LEGISLATIVE HISTORY, HOUSE OF REPRESENTATIVES REPORT NO.
94-831 ON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http://www.usdoj.gov/criminal/fraud/fcpa.html.
61) Thomas Weigend, supra note 37, p.928.
62) Norman Farrell, “Attributing Criminal Liability to Corporate Actors”,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 8, No. 3, 2010, p.874; P. W. Singer, Corporate Warriors: The Rise of the
Privatized Military Industry (Cornell University Pres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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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군사 장비 지원, 자원 구매, 민간인에 대한 공습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
축, 라디오 또는 기타 방송매체를 통한 선동행위 등 다양한 수단으로 국제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63) 그리고 기업이 책임질 수 있는 대표적인 국제범죄는 강제노동
(forced labor), 약탈(pillage and plunder), 소년병 배치(deployment of child
soldiers), 지뢰 사용(use of landmine) 등이다.64) 이와 더불어, 기업은 환경오염
과 관련된 국제범죄에도 연루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65)
이처럼 기업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제범죄에 가담할 수 있지만, 기업과 인권
특별보고관 러기 교수는 “기업은 간접적으로 국제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바 있다.66) 실제로 미국의 외국인불법행위(ATS)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기
업들은 정부 또는 군사정권과 공조해 인권침해를 지원하고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손
해배상 청구 소송에 휩싸이게 되었다. 1996년 Unocal 회사는 버마에서 가스 파이
프라인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버마 주민들의 강제노동에 가담하였고, 1998년 석유
기업 쉘(Shell) 기업도 12명의 나이지리아 시민운동가에 대한 고문 및 살해행위를
방조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들이 있었다.67)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러기 교수
는, ‘기업 연루’(corporate complicity)는 기업이 간접적으로 인권침해에 가담하는
것을 의미하며, 실질적으로 피해를 가하는 행위자는 정부 또는 비국가행위자라고
설명하고 있다.68)
다수의 미국 ATS 사례들을 보면, 국제형사법에서 이미 확립된 방조(aiding and
abetting) 기준을 바탕으로 기업이 인권침해에 연루되었는지를 판단하고 있다.
ICTY에서 형성된 이 기준에 따르면, 연루는 범죄에 상당한 지원, 격려 또는 도덕
63) Ibid.
64) International Peace Academy and FAFO Institute for Applied International Studies, Business and

65)
66)

67)

68)

International Crimes, Assessing the Liability of Business Entities for Grave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15 (2004), http://www.fafo.no/pub/rapp/467/467.pdf.
Desislava Stoitchkova, Towards Corporate Liability in International Criminal Law (Intersentia,
2010), p.3.
UN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Business and Human Rights:
Mapping International Standards of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for Corporate Acts, UN
Human Rights Council Res. A/HRC/4/035 (Februry 9, 2007) (by John Ruggie), http://www.businesshumanrights.org/Documents/RuggieHRC2007.
Doe I v. Unocal, 395 F. 3d 932, 947(9th Cir. 2002), at 940; Wiwa v. Royal Dutch Petroleum
Co., 226 F. 3d 88 (2d Cir. 2000), cert. denied, 532 U.S. 941 (2001); Wiwa v. Anderson and
Wiwa v. Shell Petroleum Development Co., F.Supp.2d WL 319887 (S.D.N.Y., 2002).
UN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Protect, Respect and Remedy: a
Framework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 UN Human Rights Council, Human Rights Council
Res. A/HRC/8/5(April 7, 2008) (by John Ruggie), para. 73, http://www.reports-and-materials.org/
Ruggie-report-7-Apr-20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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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69)
ICTY와 ICTR의 다수 판례에서도 인식(knowledge)하고 있었던 것만으로도 범죄
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70) Unocal 사건도 이 기준에 따라 Unocal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였다.71) 그러나 다른 ATS 사건에서는 목적
(purpose)을 책임 발생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72) Presbyterian Church of
Sudan 사건에서는 인식보다는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국제형
사재판소 로마규정 제25조 3(c)에서도 이러한 목적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73)
이처럼 여전히 기업연루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ICTY와
ICTR의 판례들을 보면, 인식 기준이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었다는 것이 다수 국제
법 학자들의 의견이다.74) 물론 로마규정은 인식 기준보다 더 높은 목적 기준을 제
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목적기준은 국제관습법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75)

2. 관할권 문제
기업의 인권침해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역외적용 관할권
또는 보편적 관할권을 통해 기업책임을 추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역외적용 관할권 또는 보편적 관할권에 대한 명확한 국제 기준이 마련되어
69) Prosecutor v Furundzija, Case No. ICTY-95-17/1, Judgment (December 10, 1998); Prosecutor v
Akayesu, Case No. ICTR-96-4-T, Judgment (September 2, 1998) (“knowingly providing practical
assistance, encouragement or moral support that has a substantial effect on the commission of
the crime”).
70) Prosecutor v. Ntagerura, Case No. ICTR 99-46-A, Judgment, para. 370 (July 7, 2006),
Prosecutor v. Blaskic, Case No. ICTY-95-14-A, Judgment, para. 45 (July 29, 2004), Prosecutor
v. Vasiljevic, Case No. ICTR-98-32-A, Judgment, para. 102 (Februry 25, 2004) ("the requisite
mental element of aiding and abetting is knowledge that the acts performed assist the
commission of the specific crime of the principal perpetrator”).
th
71) Doe I V. Unocal Corporation, 395 F.3d 932(9 Cir. 2002) (the district court first held that for
liability to extend to Unocal, there had to be ‘active participation' by the oil company. The
Appellate court, however, rejected this standard, holding that what was required was "knowing
practical assistance or encouragement that has a substantial effect on the perpetration of the
crime” by relying on the decisions of the ICTR and ICTY).
72) Khulumani v. Barclay National Bank, Ltd, 504 F. 3d 254 (2d Cir. 2007); Presbyterian Church of
Sudan v. Talisman Energy, Inc., 582 F.3d (2nd Cir. 2009).
73) Presbyterian Church of Sudan v. Talisman Energy, Inc., 582 F.3d (2nd Cir. 2009).
74) Norman Farrell, supra note 40, p.882.
75) Ibid, p.889, Robert Cryer, Prosecuting International Crimes: Selectivity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Law Regim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p.31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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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 2010년 유엔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에서 진행된 조사
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는 기업의 국적을 판단할 때 기업이 실제로 머물고 있는
곳, 또는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곳을 중심으로 결정한다고 한다.76) 그러나 해외법인
은 실제 운영되고 있는 그 국가의 법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고 회사법에서의 법
인격분리의 원칙에 따라 해외법인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렵다.
한편, 예외적으로 국가 안보 또는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속인주의에 근
거하여 해외법인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들이 존재한다.77) 예를 들면, 미국
은 1982년 소련과 1986년 리비아에 있는 미국의 해외법인을 대상으로 제재를 직
접 가한 경우가 있었다.78) 그리고 오늘날 다수의 국가들은 세계화의 영향으로 국
가 안보 또는 이익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더라도 반부패, 증권, 독점금지 및 환경
분야에서 기업에 대한 역외적용 관할권을 넓게 행사하고 있는 추세이다.79) 특히,
미국은 해외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의 속지주의 개념
을 넓게 해석하여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domestic concern) 기업에 대해서도 관
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80) 이러한 규정 아래 미국은 실제로 해외 기
업들을 처벌하기도 하였고, 2008년 독일 전기전자업체 지멘스가 대표적인 사례이
다. 2006년 미국은 독일 정부와의 협력 통해 지멘스 본사와 관련 직원의 부패 의
혹과 관련된 조사를 시작했고 결국 2008년 지멘스 기업은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총 8억 달러를 벌금으로 내게 되었다. 또한, 미국은
해외부패방지법에 근거하여 해외법인이 범죄를 범하더라도 모회사(parent company)

76) Jennifer Zerk,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Lessons for the Business and Human Rights Sphere
from Six Regulatory Areas, A Report for the Harvar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itiative to

77)

78)
79)

80)

help inform the mandate of the UNSG's Special Representative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2010), p.22.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OF THE LAW(THIRD), TH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 213(1987) (it may not be unreasonable for a state to exercise
jurisdiction for limited purposes with respect to activities of affiliated foreign entities, by
direction to the parent corporation, in exceptional cases in which the regulation is essential to
implementation of a program to further a major national interest of the state exercising the
jurisdiction; or, the national program of which the regulation is a part can be carried out
effectively only if it is applied also to foreign subsidiaries, and the regulation is unlikely to
conflict with the law or policy of the state where the subsidiary is established).
Cindy G. Buys, “United States Economic Sanctions: the Fairness of Targeting Persons from
Third Countries”, Bosto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17, No. 2, 1999.
Jennifer Zerk,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Lessons for the Business and Human Rights Sphere
from Six Regulatory Areas, A Report for the Harvar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itiative to
help inform the mandate of the UNSG's Special Representative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Harvard University, Working Paper No. 59 (June 2010),
http://www.hks.harvard.edu/m-rcbg/CSRI/publications/workingpaper_59_zerk.pdf. p.5.
15 USC § 78d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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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러한 행위에 대한 허가를 내렸다면 모회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
록 되어 있다.81)
인권 분야에서도 기업에 대한 역외 관할권 적용이 인정되는 추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외국인불법행위법(ATS) 사건들이다. 특히, Unocal 사건은 외국인
피해자가 외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외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으로서 가장 넓은 범위의 관할권을 인정한 경우이다.82) 그러나 이러한 넓은 개념
의 관할권 행사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되자, 결국 2013년 미국 대법원은
Kiobel 사건 통해 기업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미국 영토에 직접 닿
거나 영향을 줘야 한다(touch and concern)고 판시함으로써 Unocal 기준을 제
한하였다.83) 그러나 Kiobel 사건 이후 2015년 Al Shimari 사건 통해 확인된 바
와 같이, 여전히 해외법인이 범한 행위에 대해 모회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능하다.84)
이처럼 아직 인권침해에 연루된 기업에 대한 역외관할권 적용에 대한 명확한 국
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반부패를 포함한 다른 영역에서는 이미
기업에 대한 역외 관할권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인권 분야로 확
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외국인불법행위법(ATS)
사건에서 본 것과 같이, 인권침해 행위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성립되어야만 그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3. 관련 사례
기업을 상대로 국제범죄에 대해 고소한 대표적인 사건은 1993년 프랑스
Unocal 기업 사건이다. 1993년 제정된 벨기에 보편적 관할권 법에 근거하여 버마
피해 주민들이 벨기에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지만, 2003년 벨기에의 보편적 관
할권 법이 폐지되면서 그 사건은 결국 기각되었다.85) 그 이후 Anvil Mining
81) Jennifer Zerk, Multinationals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108.
th
82) Doe I v. Unocal, 395 F. 3d 932, 947 (9 Cir. 2002), at 940.
83) Kiobel v. Royal Dutch Petroleum Co., 133 S.Ct. 1659 (2013).
84) Al Shimari v. CACI Premier Technology, Inc. Fourth Circuit Allows Alien Tort Statute Claim
Against Abu Ghraib Contractor, Harvard Law Review blog, 2015, https://harvardlawreview.org/
2015/03/al-shimari-v-caci-premier-technology-inc/ (검색일: 2020. 10. 1.) ("the Fourth Circuit
held that a lawsuit by four Iraqi nationals who were imprisoned at Abu Ghraib, and who were
allegedly tortured by U.S. military contractors there, satisfied the Kiobel 'touch and concern'
test”).
85) James Featherby (ed.), Global Business & Human Rights: Jurisdictional Comparisons (Europ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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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ed 기업이 2004년 아프리카 콩고 민주 공화국(DRC: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Kilwa 지역에서 중대한 인권침해를 범한 군사단체를 지원하였다는 보
도가 확산되면서 호주와 캐나다 정부는 동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86) 이
러한 과정에서 로마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호주의 국제형사재판소법(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ct 2002)을 근거로 Anvil 기업을 기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
되었다. 호주 형법은 이미 기업에 대한 형사 책임을 인정하고 있었고, 호주 형법은
개인에게 적용되듯이 기업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호주의 국제형사재판소법이 기업으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87)
그러나 결국 Anvil 사건은 호주 법원이 아닌 콩고 민주 공화국 법원으로 가게 되
었고, Anvil 기업에 소속된 개인들이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인권단체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88) 이에 따라, 인권단체들은 사건을 캐나다 법원으로 가져가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Quebec 법원에서 Quebec과 Anvil 기업의 진정한 유대가 불
충분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캐나다 대법원에 대한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
다.89)
2013년에는 스위스 정부가 최초로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광물약탈 혐의를 받고
있는 스위스 기업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하였고, 2019년 12월 공식 형사 절차에
착수하였다.90) 그리고 레바논 혼합재판소 항소부는 2015년 5월 8일 기업에 대해
서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국내 법원이 아닌 혼합재판소에서 처음
으로 기업도 국제범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다.91)

86)

87)
88)
89)

90)

Lawyer Reference Series, 2011, pp.107-109 ("Four Burmese citizens, having the status of
refugees under the terms of the Geneva Conventions of 28 July 1951, lodged a criminal
complaint in Brussels against Total and two of its managers for crimes against humanity and
for aiding and abetting crimes against humanity, committed in Burma and, more precisely, in
the surroundings of Yadana... The final outcome of these proceedings was a decision of the
Cassation Court of 28 March 2007, concluding the dismissal of the case because Belgium had
no jurisdiction”).
Joanna Kyriakakis, “Australian Prosecution of Corporations for International Crimes”,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 5, No. 4 (2007); Adam McBeth, “Crush by an Anvil: A Case
Study on Responsibility for Human Rights in the Extractive Sector”, Yale Human Rights &
Development Law Journal Vol. 11 No. 1 (2008).
Kyriakakis, supra note 86, pp.814-815.
Joe Bavier, Congo Court Clears Former Anvil Staff Of War Crimes, Reuters (2007. 6. 28), http://
www.reuters.com/article/2007/06/28/idUSL28846669.
The Canadian Press, “Congolese Raise Mining Lawsuit In Supreme Court”, CBS News (2012. 3.
26), http://www.cbc.ca/news/canada/montreal/story/2012/03/26/congolese- families-look-to-supremecourt-in-bid-to-sue-anvil-cp.html; Supreme Court Won't Hear Appeal In Congo, THE CANADIAN
PRESS (CBS NEWS), (2012. 11. 1) http://www.cbc.ca/news/
canada/montreal/supreme-court-won-t-hear-appeal-in- congo-massacre-case-1.1297191.
James G. Stewart, Punish Companies That Pillage, The New York Times (2013. 11. 14), http://
www.nytimes.com/2013/11/15/opinion/punish-companies-that-pillag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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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이와 같이, ILC ‘인도에 반하는 죄’ 초안에 법인의 책임을 추가한 것은 기업의
인권책임을 강조하는 새로운 국제 동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국제형사
법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안 제6조 8항에 규정되어
있듯이, 각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경우(“where appropriate”)에만 이러한
책임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반드시 형사책임만을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
기 때문에 여전히 책임 추궁 방법에 있어서는 각 당사국에 대해 상당한 재량을 부
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업형사책임을 국내법체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국제 차원에서 국제범죄에 대한 기업형사책임을 인
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울러, 여전히 관련 선례가 부족하고,
기업의 초국가적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역외적용 관할권 행사 문제에 대
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이러한 법규정을 국내법에서
마련하는 데에도 여러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
그러나 국제형사법 관련 국제협약 초안에 이러한 법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인
외에도 기업 또는 법인도 국제범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
한 것이고, 각 당사국에 대해 장려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여러 외국인불법행위법 사건과 유럽의 사례들은 앞으
로 기업의 인권침해 연루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고, 해외뇌물
방지 및 반부패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관행 및 기준도 인권 분야로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에서 인도에 반하는 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에서도 2014년 발표한 바, 한국 정부도 이러한 국제 논의 동향에 예의주시할 필요
가 있다고 본다. 북한의 인도에 반하는 죄 또는 강제노동에 연루되어 있는 기업들
을 상대로 해외에서 책임을 추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2018년에는
북한 노동자가 네덜란드 회사를 상대로 강제노동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2020년 11월 20일에는 미국 재무부가 강제노동에 관여한 북한과 러시아 기업 두
91) Prosecutor v. New TV S.A.L. and Karma Mohamed Tahsin Al Khayat, Case No. STL-14-05/PT/
AP/AR126.1, Decision on Interlocutory Appeal Concerning Personal Jurisdiction in Contempt
Proceedings (201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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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을 제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92)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증가할 수 있다
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정부는 대북 정책을 고려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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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Kieran Guilbert and Magdalena Mis, Exclusive: North Korean worker seeks Dutch shipbuilder’s
prosecution over labor abuses, Reuters (November 8, 2018), https://www.reuters.com/article/usnetherlands-lawsuit-trafficking-exclu-idUSKCN1ND1BR; 강대경, 미국, ‘강제노동’ 시킨 북한-러시아 기
업 제재, 『조세일보』(2020. 12. 20),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11/202011204107
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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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05년, 세계보건기구는 기존 규칙을 전면 개정한 국제보건규칙(2005)를 채택함
으로써 국제보건위기상황을 야기하는 질병의 발생을 예방, 방어, 관리 및 대응하기
위한 현재의 법적 틀을 형성하였다. 국제보건규칙(2005)는 국제 교통과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방해를 피하면서 공중보건 대응에 있어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국제 보건 안보를 달성하도록 고안되었다. 세계보건기구는 국제보건규칙(2005)에 따
라 코로나19 사건에 대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언하면서, 임시 권고도 함께 발
표하였는데, 임시 권고의 주요 목적은 국제적인 질병 확산을 방지 또는 감소시키고
국제 교통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당사국의 국
제보건규칙 위반이 증가하고, 세계보건기구 역시 국제보건규칙(2005)의 관리・감독
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보건규칙(2005)는 감염병 대응의 제 역할을 하
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사건을 통해 나타난 국제보건규칙의 문제점을 다섯 개의 주
제로 나눠 살펴본다. 첫 번째는 당사국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의 평가에 따른 통고
의무와 정보 제공 의무의 한계이고, 두 번째는 세계보건기구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언과 관련하여 선언의 기준과 선언 시기의 적절성,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독립성
등에 대한 문제이다. 세 번째는 감염병 경보 체계의 혼란, 네 번째는 국제보건규칙
(2005) 및 세계보건기구의 임시 권고와 상반되는 당사국의 보건조치에 관한 문제 등
이다. 다섯 번째는 세계보건기구 역할의 위기와 관련된 것이다.
코로나19 사건을 통해 확인한 국제보건규칙의 한계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
는 국제법을 통한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앞으로 국제사회가 특히 주목해서
논의해야 할 이슈를 몇 가지 살펴보고 향후 국제보건법의 발전 방향을 전망해 본다.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은 국제보건규칙(2005) 체제가 국제보건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 문제점과 한계가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와 동시에 개별 국
가의 독자적이고 일방적인 보건조치만으로는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에 대응할 수 없
다는 것도 증명하였다. 지금의 코로나19 위기를 반면교사 삼아 미래의 닥칠 질병 위
험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보건법을 준비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 이 글은 필자의 다음과 같은 기존 연구를 정리 및 보완한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박진아, “국제법을 통한 감염병
통제 - 국제보건규칙의 이행과 준수를 중심으로 -”,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제23권 4호(2019); “국제
법을 통한 김염병 통제―국제보건규칙의 이행과 준수를 중심으로”, 전게논문; “비전염성질환 관련 국제법적 통제
동향 분석과 통제 강화 방안의 모색”, 아주법학 제9권 제2호(2015); “유엔인권협약상 외국인의 이동의 자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의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인하대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18권 제
1호(2015. 3);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국제법 현안 Brief, 2020-제2호, (2020. 2. 29);
“국제보건규칙(2005)상의 전염병 통제 보건조치와 인권의 보호”, 국제법학회논총 제57권 제2호(2012); 전염
병과 국제법(삼우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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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20년 1월 30일, 세계보건기구는 국제보건규칙(2005)(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2005): IHR(2005), 이하 ‘국제보건규칙(2005)’)에 따라 코로나19 사
건을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을 구성한다고 선언하였다.1)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11월 현재 전 세
계적으로 누적 확진자는 5,370만 명, 사망자는 130만 명에 이른다.2)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은 심각한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며, 전 세계를 감염병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몰아가고 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 세계는 그 어느 감염
병에서도 보지 못한 전면적인 국경차단과 이동의 자유의 제한, 격리, 봉쇄 조치가
이뤄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국가들은 물리적 거리
두기 전략을 택하였고, 그로 인해 가장 취약하고 소외되고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질병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강 불평등 상황에 놓
였다. 코로나19는 지금 모든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정치적
위기를 초래하면서 국제사회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
2005년, 세계보건기구는 기존의 규칙을 전면 개정한 국제보건규칙(2005)을 채택
함으로써 국제보건위기상황을 야기하는 질병의 발생을 예방・방어・관리 및 대응하기
위한 현재의 법적 틀을 형성하였다. 국제보건규칙(2005)는 국제 교통(international
traffic)과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방해를 피하면서 공중보건 대응에 있어 인권을 보
호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국제보건 안보를 달성하도록 고안되었다.3) 세계보건기구
는 국제보건규칙(2005)에 따라 코로나19 사건에 대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
언하면서, 임시 권고(temporary recommendation)도 함께 발표하였는데, 임시
권고의 주요 목적은 국제적인 질병 확산을 방지 또는 감소시키고 국제 교통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당사국의 국제보건규칙 위반
이 증가하고, 세계보건기구 역시 국제보건규칙(2005)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
지 못하고 있어 국제보건규칙(2005)는 감염병 대응의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1) WHO, Statement on the second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2005) Emergency
Committee regarding the outbreak of novel coronavirus(2019-nCoV), January 30, 2020.
2) WHO, Weekly epidemiological, https://www.who.int/publications/m/item/weekly-epidemiological
(검색일: 2020. 11. 17).
3) WHO,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2005), Second Edition(WHO, 2008) (이하 각주에서 “국제보건규
칙 (2005)), 제2조(목적과 범위); 제1조(“international traffic” means the movement of persons,
baggage, cargo, containers, conveyances, goods or postal parcels across an international border,
including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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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지배, 연대와 협력 그리고 인권의 핵심 가치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제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국제보건
규칙(2005)를 중심으로 국제보건법을 통한 감염병 대응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해 먼저 감염병 규제 관련 국제보건법의 역사를 시대별로 검토하고(Ⅱ), 감염병 규
제 핵심 국제보건규범인 국제보건규칙(2005)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Ⅲ). 다
음으로 이번 코로나19 사건을 통해 나타난 국제보건규칙(2005)의 문제점을 분석하
고(Ⅳ),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국제보건법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전망해 본다(Ⅴ).

Ⅱ

감염병 규제 관련 국제보건법의 발전사4)

1. 1851~1951년: 제1차 국제위생회의에서 국제위생규칙 채택 전
국제적 차원에서의 감염병 대응의 시작은 1830년부터 1847년까지 유럽을 휩쓴
콜레라 발병이 계기가 되었다. 유럽의 콜레라 대유행은 유럽 전역에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에도 악영향을 주었다.5) 콜레라 유행 당시 감염
병의 통제는 개별 주권국가에 전적으로 맡겨졌으며6), 국가들은 감염병 확산을 방
지하기 위해 주로 차단․격리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차단․격리조치 방식이 국가마
다 달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감염병 통제에 효율적이지 못 하였다.7)
유럽의 콜레라 대유행을 통해 유럽 국가들은 감염병의 국제적 전파가 더는 국내
적 통제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에 공감하며, 국제 교통과 무역을 통해 국경
을 넘어 전파되는 질병은 그 문제의 성질상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감염
병 통제를 위한 국제적 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1851년 공중보건 관련 최초의 국제
회의인 ｢국제위생회의｣(International Sanitary Conference)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하였다. 유럽 국가들은 국제무역과 국제적 이동에 최소한 개입하는 방식으로
4) 이 부분은 다음의 글에서 제시한 시대적 구분을 참고하였으며, 상당 내용을 정리 및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박진
아, 전염병과 국제법, (삼우사, 2012), pp.32-46.
5) David P. Fidler, “From International Sanitary Conventions to Global Health Security: The New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4 (2005), p.329.
6) Sidney Edelman, “International Travel and Our National Quarantine System”, Temple Law
Quarterly, Vol. 37 (1963), pp.28-30.
7) Nancy E. Allin, “The AIDS Pandemic: International Travel and Immigration Restrictions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s Response”,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8 (1988),
p.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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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8)
1851년부터 1944년까지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16차례 국제회의를 개최하였으
며, 이 기간 동안 13개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제1차에서 제6차까지의 초창기 국제
회의는 보편적 협정을 도출하는 데 실패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감염병에 대한 과학
적 지식의 부족9)과 상시 기구를 위한 규정을 만드는 데 실패한 점이 지적되었
다.10)
첫 국제협정은 1892년 제7차 국제위생회의에서 채택된 ｢국제위생협정｣(ISC:
International Sanitary Convention, 이하 ‘ISC’)으로, 이 협정은 오직 콜레라에
대해서만 규율하였다. 이후 제8차(드레스덴, 1893), 제9차(파리, 1984) 국제위생회
의는 모두 콜레라에 관한 것이었고,11) 제10차 국제위생회의(베니스, 1897)에서 채
택된 ‘ISC 1897’은 오직 페스트만을 규율하였다.12) 이 4개의 협정은 각각 별개의
조약으로 채택되었다. 이들 협약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당시 국가마다 기준과 절
차가 달라 혼란을 가중시켰던 검역체계를 조화시키는 것이었다.13)
1903년 파리에서 개최된 제11차 국제위생회의는 당시의 과학적 지식에 근거하
여 이전 협정(ISC 1892, ISC 1893, ISC 1894, ISC 1897)을 ‘ISC 1903’이 하나
로 대체․통합하였다. 이 협정은 1907년에 참가국 대부분이 비준하였다. 동 협정은
콜레라와 페스트의 유입에 대항한 몇몇 국제적 단결조치를 도입한 최초의 협정이었
다. ‘ISC 1903’은 서명국이 다른 모든 서명국에게 특정 전염병의 발생에 대해 통
고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국제적 협력 계획을 수립하였고14), 당사국들에게 질병의
발생을 다른 국가에 적절하게 통고한 국가에 대해 과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자
제할 것을 요청하였다.15) 이 협정은 1912년 협정과 1926년 협정, 두 차례에 걸쳐
8) 이를 반영하듯 1893년 국제위생회의의 목적을 “상업적 거래와 여행수송을 불필요하게 방해함이 없이 콜레라 유
행기간 동안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조치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선언하기도 하였다. International
Sanitary Convention, April 15, 1893, 1894 Great Britain Treaty Series no. 4, preamble.; David P.
Fidler 교수는 국경간 감염병의 이동에만 중점을 둔 체제를 고전적 체제(classical regime)로 명하고 있다. 이
고전적 체제는 (1) 자국 영토에서 발생한 특정 질병에 대해 다른 국가에게 통고할 의무와 (2) 국제무역과 국제적
이동을 제한하는 질병 예방 조치가 과학적 근거와 공중보건원칙에 근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David P.
Fidler, “International Law, Infectious Diseases, and Globalization”, in Stacey Knobler et al. (ed),
The Impact of Globalization on Infectious Disease Emergence and Control(National Academies
Press, 2006), pp.185-186.
9) Norman Howard-Jones, “Origins of International Health Work”, British Medical Journal, Vol. 1
(1950), p.1034.
10) David M. Leive, International Regulatory Regimes: Case Studies in Health, Meteorology, and
Food, Vol. 1 (Lexington Books, 1976), p.16.
11) Norman Howard-Jones, “The Scientific Background of the International Sanitary Conferences
1851-1938”, in History of International Public Health, No. 1 (WHO, 1975), pp.58-77.
12) Ibid, pp.78-80.
13) David P. Fidler, International Law and Infectious Diseases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82.
14) 1903년 국제위생협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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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되었다. 또한, 1926년 협정은 1938년과 1944년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와 별
도로

1933년

｢항공기

운항을

위한

국제위생협정｣(International

Sanitary

Convention for Aerial Navigation)이 헤이그에서 서명되었고, 1944년 개정되었
다. 이 시기, 여러 개의 국제협정이 체결되었지만, 중복되는 규정들 사이에 여전히
규율하지 못하는 틈이 많았다. 또한, 과학적 지식의 발전을 따라잡지 못 하고 국제
교역의 속도, 규모 및 범위의 증가를 수용하지 못하여 감염병의 통제에 관한 국제
규범에 대한 혼란과 불만족은 제2차세계대전이 끝나는 시점까지 지속되었다.16)

<표 1> 감염병에 관한 국제회의와 조약(1851~1951)
연도

국제회의 및 조약17)

1851

제1차 국제위생회의 / 페스트, 콜레라, 황열의 통제 및 해상 교통에 관한 협약과 규칙에 관해
교섭, 조약 발효하지 못함), 파리

1859

제2차 국제위생회의(1851년 협약과 규칙을 교섭, 조약 발효하지 못함), 파리

1866

제3차 국제위생회의, 콘스탄티노플 / 별다른 논의 없음

1874

제4차 국제위생회의(전염병에 관한 상설 국제위원회 설립을 위한 조약을 교섭하였으나 성과
가 없었음), 비엔나

1881

제5차 국제위생회의(통고를 위한 상설 국제 위생 기구의 설립을 위한 조약을 교섭하였으나
성과가 없었음), 워싱턴 D.C.

1885

제6차 국제위생회의, 로마

1892

제7차 국제위생회의(ISC 1892 채택, ISC 1903으로 대체됨), 베니스

1893

제8차 국제위생회의(ISC 1893 채택, ISC 1903으로 대체됨), 드레스덴

1894

제9차 국제위생회의(ISC 1894 채택, ISC 1903으로 대체됨), 파리

1897

제10차 국제위생회의(ISC 1897 채택, ISC 1903으로 대체됨), 베니스

1903

제11차 국제위생회의(ISC 1903 채택, ISC 1892, 1893, 1894, 1897을 대체, ISC 1912
로 대체됨), 파리

1905

미주위생회의(Inter-American Sanitary Convention 채택 1924 Pan American
Sanitary Code로 대체됨)

1912

제12차 국제위생회의(ISC 1912 채택, ISC 1903 대체함), 파리

15) 1903년 국제위생협정 제10조.
16) David P. Fidler, “Return of the Fourth Horseman: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and International
Law”, Minnesota Law Review, Vol. 81 (1997), p.835.
17) 표의 출처: Craig N. Murphy,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Industrial Change: Global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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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및 조약17)

연도
1924

범미위생회의(Pan American Sanitary Code 채택)

1926

제13차 국제위생회의(ISC 1926 채택, ISC 1912 개정), 파리

1927

범미위생협정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 to the Pan American Sanitary
Convention)

1928

항공기 운항을 위한 범미위생협정(Pan American Sanitary Convention for Aerial
Navigation)

1930

｢항디프테리아 혈청에 관한 협정｣(Convention Concerning Anti-Diphtheritic Serum),
파리

1933

｢항공기 운항을 위한 국제위생협정｣(International Sanitary Convention for Aerial
Navigation), 헤이그

1934

｢건강증명서 면제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Agreement for Dispensing with
Bills of Health) 및 ｢건강증명서에 대한 영사비자 면제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Agreement for Dispensing with Consular Visas on Bills of Health)을 채택, 파리

1934

｢뎅기열의 상호 보호를 위한 국제협정｣(International Convention for Mutual Protection
Against Dengue Fever), 아테네

1938

국제위생회의, ISC 1926 개정

1944

국제위생회의, ISC 1926 일부 수정

1944

1933년 ｢항공기 운항을 위한 국제위생협정｣ 개정 및 채택, 헤이그

1946

1994년 국제위생회의의 연장을 위한 의정서(Protocols to Prolong the 1944
International Sanitary Conventions)

1946

｢세계보건기구헌장｣ 채택, 뉴욕

1951

｢국제위생규칙｣(International Sanitary Regulations)의 채택

2. 1951~1981년: 국제위생규칙의 채택에서 두창 소멸까지
1948년 유엔의 보건 분야 전문기구로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설립됨에 따라
감염병 통제를 위한 국제협력도 조약을 기반으로 한 국가 간 수평적 체제에서 세
계보건기구 중심의 수직적 규범 체제로의 전환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 성과물
since 1850(Polity Press, 1994), p.59 및 David P. Fidler, International Law and Infectious Disease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p.22-23. (필요에 따라 필자가 일부 내용을 삭제 및 추가하여 표의 내
용을 변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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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로 1951년 채택한 ｢국제위생규칙｣(ISR: International Sanitary Regulations,
이하 ‘국제위생규칙(1951)’)으로, 이 규칙은 기존 국제위생협정들을 하나의 규범으
로 정리 및 통합하였다. 국제위생규칙(1951)은 페스트, 콜레라, 황열, 두창, 매개티
푸스와 매개재귀열 등 6개의 질병에 대해서만 특별히 규율하였다. 국제위생규칙
(1951)을 통해 질병의 국경 간 이동의 통제와 경제적 이익을 함께 보호하는 체계
의 안착을 기대하였으나, 당시의 전망과는 달리 국제위생규칙이 만들어 낸 체계는
국제정치와 국제법 모두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 하였다. 국제위생규칙(1951)은
4차례 개정(1955년, 1956년, 1960년, 1965년)된 후 이 체제를 계수한 1969년 ｢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이하 ‘국제보건규칙(1969)’)가
채택되면서 종료되었다.18)
국제보건규칙(1969)의 관할 대상 질병 목록에는 국제위생규칙(1951)의 관할 질
병 중 매개티푸스와 매개재귀열이 채택 당시부터 포함되지 않았고, 두창(일명 천연
두)의 경우는 전 세계적 소멸이 선언된 후인 1981년에 국제보건규칙(1969)의 질병
목록에서 제외되었다.19) 이에 남은 관할 대상 질병은 페스트, 콜레라, 황열뿐이었
다. 이 시기 세계보건기구는 기존의 규범 체계를 변경하는 대신 특정 질병을 근절
시키기 위한 노력이나 ‘Health for All’ 같은 캠페인 등을 통해 국제적 보건 협력
을 강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20)
국제위생규칙이 국제보건규칙으로 바뀌면서 관할 대상 질병이 축소되고, 국제보
건규칙의 침체도 가속화되었다. 이는 국제보건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국제법 체제,
즉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 국제경제법, 국제환경법 등의 등장 및 발전 양상과 대
조를 이루었다. 국제위생규칙(1951)과 국제보건규칙(1969)의 실패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규율 대상 질병을 특정함에 따라 신종 감염병 또는 재등
장하는 감염병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되었다.21)

3. 1981~2002년: 신종 전염병의 등장과 국제보건규칙(1969)의 위기
1981년,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 WHA)가 두창의 소멸을 선
18) WHO,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3rd annotated edition(WHO, 1969).
19) WHO, Ibid, Foreword, p.5.
20) 박진아, “국제법을 통한 감염병 통제 - 국제보건규칙의 이행과 준수를 중심으로 -”,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법
학논집 제23권 4호(2019), p.62.
21) P. Dorolle, “Old Plagues in the Jet Age: International Aspects of Present and Future Control of
Communicable Diseases”, British Medical Journal, Vol. 4(1968), pp.791-792 (“Non-quarantinable”
Diseases); E. Roelsgaard, “Health Regulations and International Travel”, WHO Chronicle, Vol.
28(1974), p.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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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하고 국제보건규칙(1969)의 질병 목록에서 두창을 삭제한 이후 공중보건 전반
에 위기가 찾아왔다. 이 시기에 가속화된 세계화와 함께 새로운 감염병, 예를 들
어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human immunode
-ficiency virus)에 감염된 상태)의 등장과 기존 감염병의 국제적 확산, 세계화, 도
시화, 이민, 공중보건체계의 붕괴, 치료제 효과의 저하, 환경의 악화, 빈곤, 생물무
기의 사용 등 복합적인 요소가 결합하여 감염병의 위험을 높이고 공중보건을 위협
하였다.22) 그러나 국제보건규칙(1969)는 새롭게 등장하거나 재등장한 전염병에 대
해 대처할 방법이 없었다. 세계보건기구는 당사국에 대해 국제보건규칙(1969)가 규
율하는 페스트, 콜레라, 황열 외의 감염병에 대해서도 국제 교통을 통제하는 보건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었고 대다
수 당사국은 이러한 주장을 무시하였다.23)
국제보건규칙(1969)를 포함한 국제보건체계의 붕괴는 국제인권법, 국제경제법,
국제환경법 등의 발전으로 더욱 가속화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 국제인권법의 발전
이 두드러지면서 국제인권법이 건강권, 생명권, 이동의 자유 등의 권리에 근거하
여 감염병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5년 세계무역기구 체
제의 출범은 국제보건과 국제무역과의 연관성을 더욱 밀접하게 만들었으며, 특히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이하 ‘SPS협정’)이나 ｢무역관련 지
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협정’)이 보건 문제를 직접 다룸에 따라 WTO협정과 그 분
쟁해결 절차가 국제보건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24) 국제환경법도
1980~1990년대 보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조약들을 체결함으로써 고전 보건체
계의 붕괴를 거들었다. 국제환경 협약들은 보건에 영향을 주는 국경을 넘나드는 위
협을 규제하였다. 여기에 생물무기의 확산과 2001년 미국 탄저균 테러 사건 등 생
22) Mary K. Kindhauser (ed.), Global Defence Against the Infectious Disease Threat (WHO, 2002),
pp.16-17.
23) David P. Fidler, “From International Sanitary Conventions to Global Health Security: The New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4(2005), p.339.
24) M. Kent Ransom et al., “The Public Health Implications of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in
Kelly Lee et al. (eds.), Health Policy in a Globalising Wor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pp.18-40; WHO와 WTO가 공동으로 진행한 “WTO Agreements & Public health: A joint study by
the WHO and the WTO Secretariat (2002)” 연구에서 감염병 통제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WTO법으로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
용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 Barriers to Trade) 등 세 가지를 꼽았다. WTO Agreements & Public
health: A joint study by the WHO and the WTO Secretariat (WTO Secretariat, 2002), p.58, Box
5 (Specific health issues and most relevant WTO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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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테러리즘의 공포는 고전 국제보건체제의 붕괴를 가속화하였다. 국제사회가 조약
을 통해 무력충돌시에 생물무기의 사용을 금지하고25)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해 규율하였지만26), 생물테러의 위협을 규제하지는 못
하였다. 이후에도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 2005년 조류인플루엔자 등 신종 감염병의 출현과 그로 인한 국제적
공포는 국제보건규칙(1969)의 무기력함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면서 국제보건규칙
(1969)의 개정 논의를 가속화시켰다.

Ⅲ

국제보건규칙(2005)의 주요 내용

1995년, 세계보건총회는 국제보건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과정에 착수하는데27)
그 논의가 한동안 더디게 진행되다가 2003년, 신종 감염병인 중증급성호흡기증후
군(SARS)가 세계적으로 유행하자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28) SARS 발병 당시,
세계보건기구는 2003년 2월 중국 남부에서 특이한 중증 폐렴이 발생하였다는 보고
를 처음 받았는데, 나중에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최초 감염자는 광둥성에서 2002
년 11월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29) SARS는 국제보건규칙이 규율하는 3가지
질병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세계보건기구에 이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는 국제보건규칙의 질병 범위와 당사국
의 통고 의무 관련 개정 논의에 신속히 임하였다.
국제보건규칙(1969)는 채택 후 운용 과정에서 감염병 통제에 있어 규범적 한계
25) 1925년 ｢질식성⋅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전쟁 수단의 전시 사용 금지에 관한 의정서｣(Protocol
for the Prohibition of the Use in War of Asphyxiating, Poisonous or Other Gases and of
Bacteriological Methods of Warfare, June 17, 1925), League of Nations Treaty Series, Vol.
94(1929), p.65.
26)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Bacteriological(Biological) and
Toxin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April 10, 1972), International Law Materials, Vol.
11(1972), p.309.
27) World Health Assembly, Revision and Updating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WHA48.7,
May 12, 1995.
28) WHA,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WHA56.29, May 28, 2003; David P. Fidler,
SARS, Governance and the Globalization of Disease (Palgrave: 2004); Belinda Bennet and Terry
Carney, “Trade, Travel and Disease: the Role of Law in Pandemic Preparedness”, Asian Journal
WTO and International Health and Policy, Vol. 5, No. 2, 2010, p.311.
29) WHO, Consensus Document on the Epidemiology of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2003, http://www.who.int/csr/sars/en/WHOconsensus.pdf (검색일: 202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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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드러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는 수년간에 걸친 당사국간 논의 끝
에 2005년 전면 개정된 국제보건규칙(2005)를 채택하였다. 새로운 국제보건규칙은
10개의 장과 66개의 조항, 그리고 9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비록 국제보건
규칙(2005)는 국제보건규칙(1969)를 ‘개정’한 것으로 기존 규칙의 틀이 국제보건규
칙(2005)에서도 연속되고 있으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국제보건규칙(1969)의 규율
범위를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규범 체계를 형성하였다.
국제보건규칙(2005)에서 변화된 주요 내용으로 4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관
할 대상 질병 범위의 확대, 둘째 세계보건기구의 질병 감시체계의 보완 및 강화,
셋째 당사국의 핵심 역량 강화, 넷째 인권 보호의 조문화 등이다.30) 국제보건규칙
(2005)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본 규칙의 국제법상 법적 지위를 간단히
검토한다.

1. 국제보건규칙(2005)의 국제법상 법적 지위
국제보건규칙(2005)는 일명 국제기구의 설립협정에 근거하여 기구가 채택하는
‘국제기구의 2차 규범’으로31) 세계보건기구의 모든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상의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국제보건규칙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세계보건기구헌장 제19조
에서부터 제23조까지 세계보건기구의 입법 관련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제보건
규칙은 제21조에 근거하여 세계보건총회가 채택하였다.
“보건총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규칙을 채택하는 권한을 가진다.
(a) 질병의 국제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생상 및 검역상의 요건 및
기타 절차
(b) 질병, 사인 및 공중위생 업무에 관한 용어표
(c)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진단절차에 관한 기준
(d) 국제무역에 있어서 취급되는 생물학적 제제, 약학적 제제 및 유사한 제품의 안전성,
순도 및 효력에 관한 기준
(e) 국제무역에 있어서 취급되는 생물학적 제제, 약학적 제제 및 유사한 제품의 광고
및 표시”

30) 국제보건규칙(2005)의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진아, 전염병과 국제법(삼우사, 2012),
pp.32-46 참조.
31) 국제기구의 2차 규범에 관해서는 정경수, “국제기구 2차 규범의 국내이행과 적용”, 홍익법학 제14권 제1호
((2013), pp.794-8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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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계보건기구헌장 제19조는 조약의 채택을 규정하며, 제19조에 따르면 세
계보건총회는 세계보건기구의 권능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협약 또는 협정을 채택
할 수 있다. 이때 조약의 채택을 위해서는 세계보건총회에 출석하고 투표하는 회원
국의 3분의 2라는 다수의 찬성이 요구되며, 각각의 회원국에 대해서는 자국의 헌
법상의 절차에 따라 이를 수락하였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제19조에 근거하여 채
택된 조약으로는 ｢담배의 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이 유일하다.
국제보건규칙(2005)는 회원국의 별도 비준이나 서명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효하게 되는데, 다만 통고서에 기재된 기한(통고 후 18개월) 내에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에게 거절 또는 유보를 통고한 회원국에 대해서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선택적 적용배제’(opt-out) 방식을 도입하였다. 2005년 6월에서 2016년 12월까
지 단 두 개의 유보만 접수되었을 뿐32) 모든 세계보건기구 회원국의 묵시적 동의
에 따라 국제보건규칙(2005)는 2007년 6월 15일 발효하였다. 국제보건규칙(2005)
의 가입국 수는 세계보건기구 회원국 194개국과 비회원국인 교황청, 리히텐슈타인
을 포함하여 2020년 11월 현재 196개국이다.33)

2. 목적과 원칙
국제보건규칙(2005)는 제2조에서 이 규칙의 목적을 “공중보건위험에 상응하고
제한된 방식으로 국제 교통과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방해를 피하면서 질병의 국제
적 확산을 예방, 방어, 관리 및 대응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국제보건규칙(1969)
가 “국제 교통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면서 질병의 국제적 확산에 대항하여 최대한 방
지하는 것”34)을 목적으로 명시한 것과 비교한다면 국제보건규칙(2005) 역시 국제
보건규칙(1969)와 마찬가지로 국제 교통과 무역에 대해 최소한으로 개입하면서 동
시에 질병의 국제적 확산에 대해 최대한의 방지를 추구하고 있다.35) 다만, 국제보
32) 유보를 제출한 두 국가는 미국과 인도이다. WHO,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2005), 3rd editions
(Switzerland: WHO, 2016), https://www.who.int/ihr/publications/9789241580496/en/(검색일: 2020.
10. 15), Appendix 2.
33) 국제보건규칙 당사국 현황은 다음에서 확인 가능하다: WHO,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2005), 3rd
editions (Switzerland: WHO, 2016), Appendix 1: States Parties to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2005), p.59.
34) 국제보건규칙(1969), Foreword, p.5.
35) 국제보건규칙(2005) 제2조. “The purpose and scope of these Regulations are to prevent, protect
against, control and provide a public health response to the international spread of disease in
ways that are commensurate with and restricted to public health risks, and which avoid
unnecessary interference with international traffic an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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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규칙(2005)가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국제보건규
칙(2005)가 적용 대상 질병을 확대함에 따라 목적의 실질적인 구현은 크게 달라졌
다. 국제보건규칙(1969)가 강대국의 무역과 관련된 일부 질병만을 규제대상 질병으
로 규정함으로써 공중보건보다는 강대국들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것이라고 평가
한다면 국제보건규칙(2005)는 규제대상 질병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이익보다는 공
중보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할 수 있다.36)
한편 국제보건규칙(2005)는 별도의 원칙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규칙의 기본 원
칙 4가지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이 규칙의 이행은 인간의 존엄, 인권 및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존중한다.
2. 이 규칙의 이행은 유엔헌장과 세계보건기구헌장을 따른다.
3. 이 규칙의 이행은 질병의 국제적 확산으로부터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
여 규칙의 보편적 적용이라는 목적에 따른다.
4. 국가는 유엔헌장과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자국의 보건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법률제
정과 시행에 관한 주권을 갖는다. 그렇게 하는 동안 국가는 이 규칙의 목적을 유지
한다.”

3. 규율 대상 질병
국제보건규칙의 개정을 통한 가장 큰 변화는 관할 대상 질병의 범위가 크게 확
대되었다는 점이다. 국제보건규칙(1969)의 경우 페스트, 콜레라, 황열 등 세 가지
질병에 대해서만 규율하였다.37) 이러한 한정적 질병 규제는 1980년 이후 새롭게
등장한 신종감염병 및 소멸하였다고 믿었던 과거 감염병이 재출현하면서 한계가 드
러났다.
36) Heidi L. Lambertson, “Swatting a Bug Without a Flyswatter: Minimizing the Impact of Disease
Control on Individual Liberty under the Revised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Penn State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25(2006-2007), p.544; David P. Fidler, “From International
Sanitary Conventions to Global Health Security: The New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4(2005), p.361.
37) 국제보건규칙(1969) 제3조, WHO(1969).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3rd annotated edition.
Switzerland: WHO, p.10, https://apps.who.int/iris/bitstream/handle/10665/96616/9241580070.pdf?
sequence=1 (검색일: 2020. 10. 15). 국제보건규칙(1969)의 전신인 국제위생규칙(International Sanitary
Regulations: ISR, 1951년 채택)은 이 외에도 두창, 매개티푸스와 매개재귀열 등을 포함하여 6개의 질병을
규율하고 있었다. 그러나 WHO가 국제위생규칙을 전면 개정하고 국제보건규칙으로 명명하면서 매개티푸스와
매개재귀열을 목록에서 제외시켰고, 두창은 국제보건규칙(1969)가 채택되던 당시에는 규율 대상 질병 목록에
있었으나 전 세계적 소멸이 확인된 이후인 1981년에 목록에서 삭제하였다. 국제보건규칙(1969), Foreword,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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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보건규칙(2005)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규율 대상이 되는 질병
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폭넓은 질병 감시가 가능하게 하였다. 국제보건규칙(1969)
처럼 규제 대상 질병 목록을 한정하는 대신 규모나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질
병’(disease),38) ‘사건’(event),39) ‘공중보건위험’(public health risks),40) ‘국제공
중보건위기상황’(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41)
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방식은 기존의 한정적 질병 나열 방식을 탈피함으
로써 단순히 규율 대상 질병 범위를 크게 확대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
상할 수 없는 미래의 질병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규율 대
상 질병의 범위가 동적이고 융통성이 있으며, 미래지향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42)
국제보건규칙은 또한 공중보건위험의 발생하게 된 ‘원인이나 출처와 상관’없이 국
제공중보건위기상황에 해당하는 것을 규율하므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우발적·의도적인 발생까지 규율 대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생물학적·화학적 또는
방사능 출처’도 질병의 범위 안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43)
국제보건규칙(2005)의 규율 대상 질병을 출처와 전파방법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
과 같다.

38) ‘질병’이란 원인이나 출처와 상관없이 사람에게 현저한 손상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수 있는 질환, 또는 의학적
상태를 의미한다. 국제보건규칙(2005) 제1조 제1항(“disease” means an illness or medical condition,
irrespective of origin or source, that presents or could present significant harm to humans;).
39) ‘사건’이란 질병의 발현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야기하는 사건을 의미한다. 국제보건규칙(2005) 제1조 제1
항(“event” means a manifestation of disease or an occurrence that creates a potential for
disease;).
40) ‘공중보건위험’이란 국제적으로 확산되거나 또는 심각하고 직접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인구집단
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사건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국제보건규칙(2005) 제1조 제1항(“public health
risk” means a likelihood of an event that may affect adversely the health of human populations,
with an emphasis on one which may spread internationally or may present a serious and direct
danger;).
41)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란 국제보건규칙(2005)에 따라 결정되는 특별한 사건을 의미하는데, (1) 질병의 국제적
확산으로 다른 국가에 공주보건위험이 되는 경우와 (2) 잠정적으로 국제적 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이다. 국제
보건규칙(2005) 제1조 제1항(“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means an
extraordinary event which is determined, as provided in these Regulations: (i) to constitute a
public health risk to other States through the international spread of disease and (ii) to
potentially require a coordinated international response;).
42) David P. Fidler, “From International Sanitary Conventions to Global Health Security: The New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4(2005), p.362.
43) David P. Fidler, “From International Sanitary Conventions to Global Health Security: The New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4(2005), p.363,
note.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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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질병의 출처와 전파방법
질병의 출처

전파방법

• 생물학적 출처(세균, 포자, 바이러스 등)
• 화학적 출처(독성이 있는 화학약품 등)
• 방사능 출처(원자력 발전소 또는 핵무기 등)

• 사람에 의한 경우(예를 들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인플루엔자, 폴리오, 에볼라 등)
• 상품, 식품(인수공통질병의 위협이 포함하여), 동물
에 의한 경우
• 모기와 같은 질병매개체에 의한 경우(황열, 페스트,
웨스트나일열)
• 환경에 의한 경우(방사능 방출, 화학물질 유출 또는
기타 오염)
출처: 박진아(2012)44)

4. 당사국의 의무
국제보건규칙(2005)가 규율 대상 질병을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질병의 범위를 확대
시켰고, 당사국은 결과적으로 더 복잡하고 더 많은 준수와 이행 의무를 갖게 되었다.

1)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과 통고 의무
국제보건규칙(2005)에 새롭게 도입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체계에 따라 당사국
은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건을 즉시 세계보건기구에 통고하고, 세계
보건기구가 이후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국제공중보
건위기상황은 국제보건규칙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특별한 사건으로 첫째, 질병의
국제적 확산으로 인해 다른 공중보건위험을 구성하는 것과 둘째, 잠정적으로 국제
적 협업 대응이 요구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의 존재 여부는 국제보건규칙(2005) 부속서 2(<표 3>)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의 평가와 통고를 위한 결정도구에 따라 평가하는데, 이 결
정도구에는 당사국이 세계보건기구에 질병 사건의 통고 여부를 결정하는 세 가지
경로가 있다.
첫 번째 경로는 두창(Smallpox), 야생 폴리오바이러스에 의한 폴리오(Poliomyelitis
due to wild－type polio virus), 신규 아형으로 인한 인체감염 인플루엔자(Human
influenza caused by a new subtype),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등 4종의

44) 박진아, 전염병과 국제법(삼우사, 2012), 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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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이 한 건이라도 발생한 경우 세계보건기구에 통고하여야 한다. 이 질병들의
발생은 항상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에 해당한다.45)
두 번째 경로는 공중보건에 심각한 영향력을 가지고 급속하게 국제적으로 전파
될 수 있는 능력이 입증된 콜레라, 폐페스트, 황열, 바이러스성 출혈열(에볼라, 라
싸, 마버그), 웨스트나일열 및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우려되는 기타 감염병(뎅기
열, 리프트벨리열, 수막구균감염증 등)을 포함한 사건는 다음 네 가지 질문 중 두
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당사국은 국제보건규칙(2005)에 따라 세계보건기구에 통
고해야 한다: (1) 사건이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가? (2) 사건이 이례적이
거나 예기치 않은 것인가? (3) 국제적으로 확산될 위험이 상당한가? (4) 국제 교통
이나 무역을 제한할 위험이 상당한가?46)
세 번째 경로는 원인이나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사건을 포함하여 잠재적 국제관
심사인 공중보건 비상사태 및 첫 번째 경로와 두 번째 경로에서 열거되지 않은 기
타 질병 및 사건으로, 이 또한 두 번째 경로와 같은 알고리즘에 따라 통고 여부를
결정한다.
국제보건규칙(2005)는 부속서 2에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의 평가와 통고를 위
한 결정도구의 평가와 통고를 위한 결정도구의 적용례를 나열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국의 결정도구 활용을 도울 목적으로 제시된 지침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
다.47) 당사국은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에 해당하는 모든 사건을 평가한 후 24시간
이내에 가능한 가장 효율적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국제보건규칙 국가대표기관(the
National IHR Focal Point)을 통해 세계보건기구에 통고하여야 하며, 해당 사건
에 대응하여 시행한 보건조치에 대해서도 통고해야 한다.48)
만약 당사국의 영토 내에 발생한 사건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이 아닌 경우, 특
히 <부속서 2>의 결정도구를 충족시키기에 불충분한 사건인 경우에도 당사국은 국
제보건규칙 국가대표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세계보건기구의 자문을 구하고 적절한
보건조치에 대해 세계보건기구와 협의할 수 있다. 또한, 당사국이 획득한 역학증거
를 평가하기 위하여 세계보건기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49)
45) 새로운 국제보건규칙의 2004년 1월 초안의 ‘결정도구’에는 4가지 질문만 있을 뿐 특정 질병에 대한 나열이 없
었으나, 2004년 9월 초안에는 몇몇 질병을 명시적으로 나열하였다. 이는 질병 목록의 확정을 강력하게 요구하
는 회원국과 특정 질병의 목록화를 원하지 않는 회원국들의 입장을 절충시킨 것이다.
46) 국제보건규칙(2005), 부속서(Annex) 2.
47) 국제보건규칙(2005), 부속서(Annex) 2, ｢Examples for the Application of the Decision Instrument for
the Assesment and Notification of Events that may Constitute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p.44-46, “The examples appearing in this Annex are not binding and
are for indicative guidance …”
48) 국제보건규칙(2005) 제6조 제1항.
49) 국제보건규칙(2005)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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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의 평가와 통고를 위한 결정도구 (부속서 2)
국가 감시체계에 의해 포착된 사건(부속서 1 참조)

다음의 질병은 한 건이 발생
해도 이례적이거나 예기치
않게 발생하여 심각한 공중
보건상의 영향을 끼칠 수 있
으므로 통고해야 한다.
－두창
－야생 폴리오바이러스에
의한 폴리오
－신규 아형으로 인한 인체
감염 인플루엔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또는

원인 또는 출처 미상의 사건
및 좌우 칸에 열거되지 않은
사건이나 질병을 포함하여
잠재적으로 국제공중보건상
우려사항이 될 수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야 한다.

또는

사건이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가?

예

아니오

사건이 이례적이거나
예기치 않은 것인가?

사건이 이례적이거나
예기치 않은 것인가?

아니오

예

아니오

예

국제적으로 확산될 위험이
상당한가?
예

공중보건에 심각한 영향력을 가
지고 급속하게 국제적으로 전파
될 수 있는 능력이 입증된 다음
질병이 관련된 사건은 항상 알고
리즘에 이용해야 한다.
－콜레라
－폐페스트
－황열
－바이러스성 출혈열(에볼라, 라
싸, 마버그)
－웨스트나일열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우려
되는 기타 전염병(예: 뎅기열,
리프트벨리열, 수막구균감염증)

국제적으로 확산될 위험이
상당한가?

아니오

아니오

예

국제 교통이나 무역을 제한할 위험이
상당한가?

예

아니오

이 단계에서 통고하지 않음.
추가 정보가 있을 때에는
재평가하라.

사건을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세계보건기구에 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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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병 감시 및 대응 역량 강화
국제보건규칙(2005)는 당사국이 감염병과 관련된 사건을 탐지, 평가, 통고, 보고
할 수 있는 역량과 공중보건위험 및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으
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강화 및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50) 당사국이
갖추어야 할 핵심 질병 감시와 대응 역량은 국제보건규칙(2005) 부속서 1에서 규
정하고 있는데, 보건소 등 지역사회 차원에서부터 국가 차원에 이르기까지 그 의무
범위가 상당히 넓다.51) 세계보건기구는 당사국의 핵심역량 개발을 돕기 위해 2010
년

｢국제보건규칙

핵심

역량

Monitoring Framework)를

모니터링

발표하였다.52)

체계｣(the

IHR

Core

Capacity

국제보건규칙 모니터링 체계 및 이에

수반된 모니터링 도구(IHR Monitoring Tool)는 8개의 특정 핵심역량,53) 검역
(point of entry) 및 4개의 기타 위험54) 등 총 13개의 핵심역량을 정하였으며, 당
사국들이 자신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데 활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핵심역량 개발에 부담을 느낀 당사국들은 국제보건규칙(2005) 교섭 준비단계에
서 이행 준비 기간을 요청하였다.55) 이에 세계보건기구는 2012년까지 5년의 이행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56) 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2년을 더 연장하도록 하였다.57)
본래 발효 예정이었던 2012년 6월까지 전체 당사국의 22%(당시 192개국 중 42개
국)만이 핵심역량 요건을 갖추었으며,58) 2014년 6월까지 64개국으로 늘어났으나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핵심역량을 갖추지 못한 81개의 당
사국의 요청에 따라 세계보건총회는 2016년 6월까지 기한을 연장하였다. 나머지
50) WHO, IHR Core Capacity Monitoring Framework: Questionnaire for Monitoring Progress in the
Implementation of IHR Core Capacities in States Parties, 2017 Questionnaire(WHO, 2017),
WHO/WHE/CPI/2017. 41.
51) 국제보건규칙(2005), 부속서(Annex) 1.
52) WHO. IHR Core Capacity Monitoring Framework: Checklist and Indicators for Monitoring Progress
in the Development of IHR Core Capacities in States Parties, April 2013. WHO/HSE/GCR/2013. 2.
53) 8개의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다: Laboratories, Human Resources, Surveillance, Preparedness, Response,
Risk communication, Coordination and National IHR Focal Point(NFP).
54) 4개의 기타 위험은 다음에 관한 것이다: Zoonotic events, Food safety, Radiation emergencies,
Chemical event.
55) WHO, Review and Approval of Proposed Amendments to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Explanatory Notes, October 7, 2004, A/IHR/IGWG/4, para. 15.
56) 국제보건규칙(2005), 제5조 제1항, 제13조 제1항; WHO, Review and Approval of Proposed Amendments
to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Draft Revision, A/IHR/IGWG/3, September 30, 2004,
arts. 4(1), 11(1); Review and Approval of Proposed Amendments to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Proposal by the Chair, A/IHR/IGWG/2/2(January 24, 2005), arts. 4(1), 11(1).
57) 국제보건규칙(2005), 제5조 제2항, 제13조 제2항.
58) WHO,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2005), Report by the Director-General,
A66/16, April 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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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국은 세계보건기구에 보고조차 하지 못하였다.59) 핵심역량을 준비하는 데 실
패한 대다수 국가는 역량 구축에 필요한 적절한 재원 마련에 실패하였고, 이들 국
가에 대한 국제 원조도 제한적이었다. 이에 세계보건총회는 서아프리카 및 중앙아
프리카를 포함한 60개 국가가 2016년 6월까지 핵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이들
국가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였다.
국가의 보건체계 역량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당사국들은 핵심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 자원을 배당하기로 약속하지
만, 다수의 저소득국가는 당장 풍토병에 대응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적 부담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60) 결국, 선진국의 공여가 필수적인데,
국제보건규칙(2005)는 당사국들이 동 규칙의 준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금재원을
마련함에 있어 “가능한 한도에서” 협업할 것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61)

3) 인권 보호 의무
국제보건규칙(2005)의 주요 개정 사항 중 하나는 ‘인권 보호의 원칙과 내용의
조문화’이다.62) 일련의 ｢국제위생협정｣ 및 국제위생규칙(1951)과 국제보건규칙
(1969)는 국제인권규범을 바탕으로 당사국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가 없
었으나, 국제보건규칙에는 다수의 인권 규정이 포함되었다. 또한, 당사국이 본 규칙
에 따라 취하는 보건조치는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적용할 것을 명시하였
다.63)
먼저, 국제보건규칙(2005) 제3조는 원칙 조항으로, 제1항에서 국제보건규칙
(2005)를 이행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 인권 및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존중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본 조항은 국제보건과 인권의 조화를 표명하고 감염병 규
제에 있어 변화된 인식을 보여준다.64) 국제보건규칙(2005)는 원칙 규정부터 보건

59) WHO, Panel of independent experts. Report of the Ebola Interim Assessment Panel-, July,
2015, https://www.who.int/csr/resources/publications/ebola/report-by-panel.pdf?ua=1 (검색일:
2020. 10. 15).
60) Laurie Garrett, “The Next Pandemic?”, Foreign Affairs, Vol. 84(2005), p.5.
61) IHR 2005 제44조 제1항 (c) “(1. States Parties shall undertake to collaborate with each other, to
the extend possible, in:) the mobilization of financial resources to facilitate implementation of
their obligations under these Regulations.”
62) 국제보건규칙(2005)의 인권 관련 규정에 대한 분석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였음: 박진아, “국제보건규칙(2005)
상의 전염병 통제 보건조치와 인권의 보호”, 국제법학회논총 제57권 제2호(2012), pp.63-89.
63) 국제보건규칙(2005) 제42조.
64) 박진아, “국제보건규칙(2005)상의 전염병 통제 보건조치와 인권의 보호”, 국제법학회논총 제57권 제2호(2012),
pp.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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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에 따른 비용의 문제까지 상당히 여러 조항에 걸쳐 인권 보호 규정을 두고 있
으며, 몇몇 조항은 감염병의 특수성에 맞게 상세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규칙의 인권 관련 조항 대부분 여행자의 인권 보호에 집중되어 있으며, 여행자를
제외한 일반에 관한 내용은 권리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원칙적인 서술만을
하고 있어 국가들의 보건조치를 규제하는 기준이 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65)
국제보건규칙(2005)의 인권 관련 조항은 대부분 감염병 통제 보건조치로 인한
권리의 제한 또는 침해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감염병을 통제하기 위한 보건조치는
인권의 제한과 침해를 야기할 수 있으나, 동시에 그 자체가 인권 보호의 역할을 하
기도 한다.66) 즉, 감염병을 통제하기 위한 보건조치는 국가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취해야 하는 의무에 해당하기도 하는 것이다. 감
염병 통제를 위한 보건조치를 인권 보호를 위한 당사국의 의무 그 자체로 인식함
으로써 보건정책 및 프로그램을 설계, 시행 및 평가하는 데 있어 인권적 접근법을
사용하고 국제인권규범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보건정책의 양적·질적 향상을 도모
할 수 있다.67) 그러나 아쉽게도 국제보건규칙(2005)의 인권 규정은 이러한 단계까
지 발전하지는 못하였다.68) 심지어 인권 보호를 담은 원칙 조항은 국제무역의 보
호보다도 중요성이 떨어지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69)

4) 국제보건규칙 국가대표기관과 책임당국의 지정 또는 설립
국제보건규칙(2005)가 시행되면, 당사국은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칙연락사
무소’(WHO IHR Contact Point)와 항시 연락이 가능한 ‘국제보건규칙국가대표기
관’과 ‘책임당국’을 지정하거나 설립해야 한다.70) 당사국들이 잠재적 보건 위협에

65) David P. Fidler and Lawrence O. Gostin, “The New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An Historic
Development for International Law and Public Health”, Journal of Law, Medicine Ethics, Vol.
34(2006), 6, p.87.
66) Jonathan M. Mann et al., “Health and Human Rights”, Health and Human Rights, Vol. 1(1994),
pp.6-23.
67) WHO, “건강과 인권에 관한 25가지 질문과 답변”(25 Questions and Answers on Health and Human
Rights) (WHO, 2002) and Lawrence O. Gostin, “When Terrorism Threatens Health: How Far Are
Limitations on Human Rights Justified”, Journal of Law, Medicine and Ethics, Vol. 31(2003),
pp.521–528; 박진아, “국제보건규칙(2005)상의 전염병 통제 보건조치와 인권의 보호”, 국제법학회논총 제
57권 제2호(2012), p.79.
68) 국제보건규칙(2005) 제3조 제1항.
69) Heidi L. Lambertson, “Swatting a Bug Without a Flyswatter: Minimizing the Impact of Disease
Control on Individual Liberty under the Revised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Penn State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25(2006-2007) pp.544-545.
70) 국제보건규칙(2005)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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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고를 상당히 지연시키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대표기관의 설립이 요구되었다.71) ‘국제보건규칙국가대표기관’은 세계보
건기구의 국제보건규칙연락사무소에 각종 통고를 담당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72)

5. 세계보건기구의 권한과 책임
국제보건규칙(2005) 이전의 세계보건기구는 주로 국제공중보건기준과 지침을 마
련, 역학정보의 수집, 질병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회원국의 보건조치 정보수집,
회원국이 행한 보건 조치의 효율성 평가, 필요한 경우 기술적 지침과 원조를 제공
하기 위해 국제유행경보대응네트워크((GOARN: Global Outbreak Alert and
Response Network)를 통해 전문가팀 구성 등의 역할을 해왔다.73) 세계보건총회
는 국제보건규칙의 개정을 통해 세계보건기구의 이러한 역할을 좀 더 강화하고 확
대함으로써 감염병의 국제적 통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국제보
건규칙(2005)를 통해 확대된 세계보건기구의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비공식 정보의 이용
국제보건규칙(1969)의 경우 세계보건기구는 오로지 당사국이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해 국제보건규칙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국제보건규칙(2005)는
세계보건기구가 비정부기관, 학계 또는 개인 등 비국가행위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그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74) 세계보건기구가 비공식 정보를
사용할 권한을 가진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강화되었다. 세계보건기구는 비공식 정
보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하기 전에, 확립된 역학원칙에 따라 정보를 평가한 다음,
사건 관련 정보를 자국 영토 내에서 그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당사국에게
전달해야 한다. 또한, 그런 정보를 기반으로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해당 당사국과 협
의하고 검증을 받으려고 시도하여야 한다.75) 이를 위해 세게보건기구는 수신한 정
71) Eric Mack,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New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ncursion on
State Sovereignty and Ill-Fated Response to Global Health Issues”, Chicago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7(2006), p.370.
72) 국제보건규칙(2005) 제4조 제2항.
73) Jonathan B. Tucker, “Updating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Biosecurity and Bioterrorism:
Biodeffense Strategy, Practice, and Science, Vol. 3(2005), p.343.
74) 국제보건규칙(2005) 제9조. 제1항.
75) 국제보건규칙(2005) 제10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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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당사국에게 공개하여야 한다.76)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출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77)

2) 정보의 비밀보장
세계보건기구는 국제보건규칙(2005)에 따라 당사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는 당사국
과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비밀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78)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
이다. 첫째 해당 사건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임을 결정한 경우, 둘째 확립된 역학
원칙에 따라 감염이나 오염의 국제적 확산을 증명하는 정보를 세계보건기구가 확인
한 경우, 셋째 오염, 병원체, 매개체 또는 병원소의 성질 때문에 국제적 확산에 대
응한 관리조치가 성공할 가능성이 없거나 당사국이 질병의 추가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실행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넷째 감염이나 오염되었을 수
도 있는 여행자 또는 상품 등의 국제 이동의 성질과 범위를 고려하였을 때, 국제적
인 관리조치를 즉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다.79) 또한, 국제공중보건위기상
황이 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한 당사국이 세계보건기구의 협력 제의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세계보건기구는 공중보건위험의 정도에 따라 정당한 경우 다른 당사국
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80)
세계보건기구는 공중보건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개인식별정보의 비밀
유지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세계보건기구가 보유한 개인적 정보를 해당 개인에게
제공해야 하고, 그러한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수정하여야 한다.81) 개인식별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 의무는 국제보건규칙(1969)에는 없던 내용으로, 국제보건규칙
(2005)가 인권 원칙과 보호를 포섭하면서 반영된 내용이다.

3)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의 선언
당사국들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건을 세계보건기구에 통고할 의
무가 있는 한편, 통고한 사건이 실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선언은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권한이다.82)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의 결정은 사무
76)
77)
78)
79)
80)
81)
82)

국제보건규칙(2005)
국제보건규칙(2005)
국제보건규칙(2005)
국제보건규칙(2005)
국제보건규칙(2005)
국제보건규칙(2005)
국제보건규칙(2005)

제9조.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1조 제2항.
제10조 제4항.
제45조 제2항, 제3항.
제12조(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결정)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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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Emergency Committee)에서
한다.8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보건기구는 당사국의 통고와는 별개로 비국가
행위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수집하여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언할 수 있다.84) 이
로써 세계보건기구는 국가주권에 따른 제한을 넘어서 글로벌 보건안보의 차원으로
세계보건기구와 당사국 사이의 감시체계를 동태적으로 변화시켰다.85)
감염병 감시를 위해 세계보건기구가 비공식적 정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된 만
큼 그에 따른 책임도 따른다. 세계보건기구는 비공식적 정보에 근거하여 행동하기
전에, 확립된 역학적 원칙에 따라 정보를 평가하고 해당 국가―비공식적 정보에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구성하는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지명된 당사국―에 관련 정
보를 제공하여야 한다.86)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 당사국의 검증
을 요청할 의무가 있으며,87) 질병의 확산 가능성 및 통제 조치의 적절성 등에 관
해 해당 국가와 협업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88)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국제공중
보건위기상황 구성 여부를 검토하는 중에는 해당 국가와 상의한 후 비상사태 시
국가가 취해야 하는 대응 방법에 대해 임시권고를 할 수 있으며,89)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을 선언하는 경우에는 당사국이 이행할 적절한 대응 및 보건 조치에 관한
비구속적 임시 권고를 할 의무가 발생한다.90)

4) 권고 조치
국제보건규칙(2005)에 따라 세계보건기구는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언할 권
한91)과

함께 비구속적 임시 권고를 통해 이러한 비상사태 시 국가가 취해야 하는

대응 방법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92) 임시 권고는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의 발생이 결정된 경우 사무총장이 국제보건규칙이 명시한 절차에 따라 발동한다.
83) 국제보건규칙(2005) 제48조, 제49조.
84) 국제보건규칙(2005) 제9조 제1항.
85) 박진아, “국제법을 통한 감염병 통제-국제보건규칙의 이행과 준수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법학논
집 제23권 4호(2019. 6), p.66.
86) 국제보건규칙(2005) 제9조.
87) 국제보건규칙(2005) 제10조 제1항.
88) 국제보건규칙(2005) 제10조 제2항.
89) 국제보건규칙(2005) 제12조 제2항.
90) 국제보건규칙(2005) 제15조 제1항.
91) 국제보건규칙(2005) 제12조.
92) 국제보건규칙(2005) 제1조 제1항: “temporary recommendation” means non-binding advice issued by
WHO pursuant to Article 15 for application on a time-limited, risk-specific basis, in response to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so as to prevent or reduce the international
spread of disease and minimize interference with international traffic.; IHR 2005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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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는 또한 진행 중인 특정 공중보건위험에 대해 질병의 국제적 확산을
방지 또는 감소시키고 불필요한 국제 교통의 방해를 피하기 위해 일상적이고 주기
적으로 적용되는 적절한 보건조치에 관한 비구속적 상시 권고(non-binding
standing recommendation)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93) 상시 권고 역시 사
무총장이 발동한다.94) 국제보건규칙(2005)는 권고를 하거나 이를 수정할 때 기준
을 설정하고95) 권고의 종류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나, 한정적 예시는 아니다.96)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이 발생하였을 당시 세계보건총회가 이 사
건에 대한 권고를 담은 결의를 채택하였는데, 세계보건총회가 이러한 사건에 대해
권고를 할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였다.97) 세계보건총회는 동 결의에서
권고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규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국제보건규칙(1969)는 역
시 세 가지 감염병 이외에 대해서는 규제 권한이 없었으며, 세 가지 감염병도 질병
93) IHR 2005 제1조 제1항: “standing recommendation” means non-binding advice issued by WHO
for specific ongoing public health risks pursuant to Article 16 regarding appropriate health
measures for routine or periodic application needed to prevent or reduce the international
spread of disease and minimize interference with international traffic; 국제보건규칙(2005) 제16조.
94) 국제보건규칙(2005) 제53조.
95) 국제보건규칙(2005) 제17조.
96) 국제보건규칙(2005) 제18조.
임시 및 상시적 권고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을 다음과 같다.
1.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권고(제1항)
 특정 보건조치에 대한 권고는 없음
 감염 지역에서의 여행력(travel history) 심사
 의학적 검사와 실험실 분석의 증거 심사
 의학적 검사 요구
 예방접종이나 기타 예방법의 증거 심사
 예방접종이나 기타 예방조치 요구
 의심환자 대상 공중보건관찰
 의심환자에 대한 검역(quarantine) 및 기타 보건조치 실시
 필요할 경우 감염자 격리·치료 실시
 의심환자나 감염자의 접촉자 추적검사 실시
 의심환자나 감염자의 입국 거부
 감염지역으로 비감염자의 입국 거부
 감역지역에서 온 사람에 대한 출국심사(exit screening) 및 제한 실시
2. 수하물, 화물, 컨테이너, 운송수단, 상품, 우편 소포물과 관련한 권고(제2항)
 특정 보건조치에 대한 권고는 없음
 적하목록과 운송경로 심사
 조사 실시
 감염 또는 오염 제거를 위하여 출국⋅환승시 취하는 조치에 대한 증거 심사
 매개체와 병원소를 포함한 감염 또는 오염제거 조치의 실시
 격리 또는 검역 실시
 달리 이용 가능한 성공적인 절차가 없는 경우에 통제된 상황 아래에서 행하는 오염되거나 의심되는 수
하물, 화물, 컨테이너, 운송수단, 상품 또는 소포우편물의 압류 또는 파괴
 출·입국 거부
97) WHO Resolution,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WHA56.29, May 2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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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생 상황에 맞는 조치를 권고하기 위한 세계보건기구의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
다. 세계보건기구헌장 제23조에 따라 세계보건총회는 세계보건기구의 권능에 속하
는 사항에 관하여 회원국에 권고할 권한이 있고, 세계보건기구헌장 제2조에 따라
“국제적으로 보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조약, 협정 및 규칙을 제안하고 권고”를
행할 임무가 있어서 이것을 법적 근거로 볼 수 있으나, 전염병 통제에 관련된 권고
에 대한 명시적 권한 부여가 없는 국제보건규칙(2005)가 세계보건총회에게 이러한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한 점은 의미 있는 발전이다.98)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의 존재 여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사무총장은 당사국이 이
행할 적절한 대응과 보건조치에 관한 임시 권고를 할 의무가 발생한다.99) 세계보
건기구는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언하는 데 해당 국가와 상의한 후에 임시 권고
를 할 수 있다.100) 국제보건규칙(1969)는 오로지 당사국의 보고에만 의존하였기
때문에 당사국이 세계보건기구에게 정보 제공 또는 협력을 거부하는 경우 세계보건
기구가 공중보건위험에 대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길이 원천 봉쇄되었으나 국제보
건규칙(2005)는 당사국의 보고서 없이도 비공식적 정보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국제보건규칙(2005)는 당사국이 세계보건기구 권고와 같은 수준이거나 또
는 더 높은 수준의 건강 보호를 달성하는 한, 그리고 권고로 달리 금지되지 않는
이상 자국만의 보건조치를 취하도록 허용하고 있다.101)

5) 긴급위원회와 국제보건규칙연락사무소 설치
국제보건규칙(2005)는 사무총장이 어떤 사건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당 여부
를 결정하고 임시 권고를 하는 데 있어 조언의 역할을 할 조직으로 긴급위원회
(Emergency Committee)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102) 긴급위원회의 기능은
국제보건규칙(2005)에서 정한 절차적⋅실체적 요건에 따른다.103) 긴급위원회는 국
제보건규칙 전문가 명부 중 사무총장이 선정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사무총
장은 긴급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 해당 사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
98) Eric Mack,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New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ncursion on
State Sovereignty and Ill-Fated Response to Global Health Issues”, Chicago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7(2006), p.367.
99) 국제보건규칙(2005) 제15조 제1항.
100) 국제보건규칙(2005) 제12조 제2항.
101) 국제보건규칙(2005) 제43조 제1항.
102) 국제보건규칙(2005) 제48조.
103) 국제보건규칙(2005)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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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고, 공평한 지리적 대표성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회 위원 중
최소한 한 명은 자국 영토 내에서 사건이 발생한 당사국이 임명한 전문가로 선정
하여야 한다.104)
긴급위원회가 일단 설치되면, 위원회는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105)를 검토한 후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의 성립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사무총장
에게 통보한다. 만약 긴급위원회가 해당 사건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의 성립 조건
을 충족하였다고 확인하면 세계보건기구, 국가 및 이해 당사자가 해당 사건에 대응
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권고안을 사무총장에게 제시하며, 사무총장은 긴
급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의 선언과 함께 당사국들과 국제사회
의 대응 방법에 관해 비구속적 임시 권고를 하게 된다.106) 임시 권고는 발행 후 3
개월 후에 자동으로 소멸하기 때문에107) 긴급위원회는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이 종
료되기 전까지 최소 3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열게 된다.
세계보건기구는 또한, 당사국이 국제보건규칙(2005)의 이행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언제든지 접근 가능하고 긴급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국제보건규칙연락사무소(IHR
Contact Points)를 설치하여야 한다.108) 국제보건규칙연락사무소는 당사국의 국제
보건규칙국가대표기관(National IHR Focal Point)과 연락하며, 이 기관을 통해
상호 편리하게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국제보건규칙연락사무소는 당사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무 이행을 보장하고, 동시에 당사국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감시를 용이하게 한다.
국제보건규칙은 또한, 심사위원회(Review Committee)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사무총장에게 국제보건규칙(2005)의 개정에 대한 기술적 권고 제시
및 상시권고 또는 그 권고의 변경 또는 종료에 관한 기술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109)

104) 국제보건규칙 제48조 (위원회의 권한과 구성) 제2항.
105) 2005년 국제보건규칙의 개정에 따라 세계보건기구는 국제보건규칙 당사국이 제공하는 정보 이외에도 비국가
행위자, 예를 들어 비정부기관, 학계 또는 개인이 제공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그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것을 허
용하고 있다. 국제보건규칙 제9조 (기타 보고) 제1항.
106) 국제보건규칙 제1조 (정의), “임시 권고”(temporary recommendation).
107) 국제보건규칙 제15조 (임시 권고).
108) 국제보건규칙(2005) 제4조 제3항.
109) 국제보건규칙(2005) 제50조 제1항. 세계보건기구는 2010년 4월 12~14일 처음으로 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었
다. 심사위원회는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대유행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대응을 평가할 책무를 맡았다.
심사위원회의 권고에 근거하여 사무총장은 2010년 5월 세계보건총회에 첫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11년
5월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2005)｣,
Report by the Director-General of WHO, 64th World Health Assembly (WHA), A64/10, May 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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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협업 의무
세계보건기구는 국제보건규칙(2005)에 따라 감염병 통제를 위한 대응을 수행하
는 데 당사국과 협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이 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신한 경우, 국제적인 질병확산 및 국제 교통
을 방해할 가능성, 그리고 관리조치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관련 당사국에게
협력을 제의하여야 하며,110) 필요한 경우 공중보건정보를 당사국에게 전달하여야
한다.111) 또한, 당사국이 동 규칙에 따라 사건을 발견ㆍ평가ㆍ신고ㆍ보고할 역량을
개발ㆍ강화ㆍ유지하기 위해 당사국이 요청할 경우 세계보건기구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112) 국제보건규칙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해 당사국 간 분쟁이 발생하여 분쟁당
사국들이 사무총장에게 사건을 회불할 경우, 사무총장은 분쟁을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113) 이 외에도 세계보건기구는 다른 정부간기구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활동을 조율하여야 한다.114)

Ⅳ

코로나19 사건을 통해 본 국제보건규칙(2005)의 문제점

국제보건규칙(2005)는 감염병의 국제적 확산을 제한하는 필수적 통제 체계를 제
공한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의 경험을 통해 국제보건규칙을 통한 감염병 통제의
이상과 현실과의 격차는 국제보건규칙(2005) 자체의 흠결보다는 당사국의 불이행과
세계보건기구의 리더십의 한계에서 발생하였으며, 감염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안
이 커지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 증폭되었다. 이하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세계적 대
유행을 통해 부각된 국제보건규칙 관련 주요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본다.

1.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의 통보와 정보 제공
국제보건규칙(2005)는 당사국이 자국 영토 내에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이 될
110)
111)
112)
113)
114)

국제보건규칙(2005) 제11조 제2항, 제4항.
국제보건규칙(2005) 제10조 제3항.
국제보건규칙(2005)제5조 제3항
국제보건규칙(2005) 제56조 제2항, 제5항.
국제보건규칙(2005) 제13조 제3항, 제4항,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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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 국제보건규칙 부속서 2(<표 3>)에서 제시하는 결정도구
에 따라 그 질병 사건을 자발적으로 평가하여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에 해당하면 세
계보건기구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국제보건규칙은 통고에 대한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어서 당사국은 해당 사건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세계보건기구에 사건의 통고를 고의로 회피할 여지가 있다.115)
2019년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 중국지역사무소는 중국 우한시로부터 중국 후
베이성 우한시에서 발견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에 관한 정보를 받았다.116)
2020년 1월 7일, 중국 정부는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를 확인하고, 1월 12
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전자 서열을 세계보건기구와 각국에 공개하였다. 일부
국가와 언론은 중국 정부가 고의로 질병 통고 시기를 늦추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
하지 않는다며 중국의 태도를 비판하였다.
국제보건규칙(2005)에 따라 세계보건기구는 당사국이 제공하는 정보 이외에도
비국가행위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수리하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
다.117) 국제보건규칙의 개정을 통해 강화된 세계보건기구의 질병 감시 능력은 특히
인터넷 기반 감시시스템과의 협력을 통해 더 큰 상승효과를 만들어 냈다.118) 인터
넷을 통한 전 세계 질병 발생의 실시간 감시는 감염병의 조기 대응을 가능하게 하
고 국가의 질병 통고를 어느 정도 대신하는 역할을 함에 따라 국가의 통고를 독려
하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인터넷 기반 감시시스템이 수집하는 정보의 상당수가 국
가가 공개한 정보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중국의 사례처럼 국가가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제하는 상황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119) 또한, 인터넷 뉴스
나 웹사이트 등 인터넷 미디어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 인터넷 사용이 활발하게 이
뤄지고 있는 곳에서는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반면, 인터넷 사용이 저조한 곳
에서는 정보가 나오지 않는, 즉 ‘정보의 블랙홀’이 발생한다.120) 이것은 감염병 감
115) 박진아, “코로나19와 국제보건규칙의 대응: 그 한계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제27권 1호
(2020), p.9.
116) WHO, Novel Coronavirus (2019-nCoV) Situation Report – 1, January 21, 2020, https://www.who.
int/docs/default-source/coronaviruse/situation-reports/20200121-sitrep-1-2019-ncov.pdf?sfvrsn=
20a99c10_4 (검색일: 2020. 10. 15).
117) 국제보건규칙 제9조 (기타 보고) 제1항.
118) 예를 들어 보건 비상사태를 겪고 있는 회원국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목표로 세계보건기구가 2000년에 설립한
‘세계적 유행경보 및 대응 네트워크’(Global Outbreak Alert and Response Network: GOARN)는 캐나다
공중보건기관이 설립한 조기경보 시스템인 GPHIN (Global Public Health Intelligence Network)과 공식적
으로 협력하고 있다. 웹크롤러인 GPHIN은 인터넷 뉴스나 웹사이트 등 인터넷 미디어를 감시함으로써 전세계
의 질병발생 여부를 감지하고 잠재적 발병에 대해 세계보건기구에 보고함으로써 조기 감지와 대응을 돕는다.
이외에도 보스턴 어린이병원과 하버드-MIT 보건학부에서 운영 중인 질병 감시의 도구로서 전 세계 실시간
질병 지도인 ‘HealthMap’이 있다.
119) Sara E. Davies, “Nowhere to Hide: Informal Disease Surveillance Networks Tracing State Behaviour”,
Global Change, Peace & Security, Vol. 24, No. 1(2012), 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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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있어 인터넷 기반 감시시스템이 갖는 한계이자, 여전히 국가의 통보와 정보공
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이 될 수 있
는 사건을 세계보건기구에 통고하는 것과 함께, 국가가 시행한 보건조치에 대해서
도 통고하여야 하며, 당해 사건에 대하여 입수한 시의적절하고 정확하며 충분히 상
세한 공중보건 정보를 세계보건기구에 계속적으로 전하여야 한다.121) 국제보건규칙
(2005)는 이때 제공하여야 할 공중보건정보에 가능한 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할 것
을 규정하고 있다: 사례정의(case definition), 실험실 결과, 위험의 출처와 유형,
발병자 수와 사망자 수, 질병 확산에영향을 미친 조건, 시행된 보건조치 등.122) 당
사국은 필요한 경우 직면한 어려움과 잠재적인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해서도 보고하여야 한다.
당사국이 보고하여야 할 정보에 병원체 표본(sample)은 포함되지 않는다. 병원
체 표본은 질병의 원인을 분석하고, 질병의 위험성과 특징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
정보로서,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들이 보유한 병원체 표본을 공유
할 필요가 있지만, 국제보건규칙(2005)는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외에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진단, 백신, 치료제에 관한 기술 역시 국제보건규칙상 공유
하여야 하는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제보건규칙의 개정 또는 추가 부속서 채택
등을 통해 기술협력 의무를 규정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기술
은 국가의 경제적 이익과 민간기업 또는 개인의 저작권 등과 관련이 있어 기술 보
유국가와 개인의 권리 보호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세계보건기구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언
세계보건기구는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A(H1N1)가 대유행하였을 때 처음으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언하였으며, 이후 2014년 폴리오바이러스(소아마비) 사
건, 2014년 서아프리카 에볼라바이러스 사건, 2016년 지카바이러스 사건, 2018년
콩고 에볼라 사건, 그리고 이번 2019년 코로나19 사건 등 2020년 현재까지 총
여섯 차례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언하였다. 세계보건기구는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언에 매우 신중한 자세를

120) Michael Blench, “Global Public Health Intelligence Network (GPHIN)”, 8th AMTA Conference,
Hawaii, October 21–25(2008), pp.299-303.
121) 국제보건규칙 제6조 (통고) 제2항.
12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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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고 있다. 2013년, 중동 지역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자가 400명을 넘어서고 그중 약 30%가 사망하였지만, 당시 세계보건기
구는 “사람과 사람 간에 바이러스가 전파된다는 증거가 아직 없다”며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을 선언하지 않았다. 2015년, 한국에서 메르스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세계보건기구는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언 여부를 논의하였으나 국제공중보건위기
상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2018년 8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바이러스 사건이 발생한 이후
2019년 7월에 본 사건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기 전까지 약
1년의 기간이 걸렸고, 결국 이 사건은 세계보건기구가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콩고 에볼라 사건 당시 세계보건기구는 2019년 4
월, 긴급위원회를 소집하여 본 사건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발생지역이 제한적이고 위기 상황에 국제보건규칙(2005)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123) 이 밖에, 2010년 아이티 콜레라 확산,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2013년 시리아 화학무기 공격 사건 등은 국제적 공중보
건 위기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크거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에 해당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긴급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다.
국제보건규칙(2005)가 채택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의
결정을 위해 긴급위원회가 열리는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긴급위원
회가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결정하는지에 관한 기준과 투명성이 부족하다. 또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과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가 그동안 보여준 관행은 세계보건
기구가 감염병 대응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을 불러 일으킬 만하다.124)

123) WHO, Statement on the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2005) Emergency
Committee for Ebola virus disease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on 12th, April,
2019.
124) Kumanan Wilson, John S. Brownstein, and David P. Fidler,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lessons from the H1N1 pandemic”, Health Policy and Planning, Vol.
25(2010), pp.50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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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제보건규칙상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언
PHEIC
선언 일자

상태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A(H1N1) 발병

2009. 4. 25125)

2010. 8. 10 종료126)

2014년 폴리오바이러스(소아마비) 사건

2014. 5. 5127)

진행 중128)

2014-2016년 서아프리카 에볼라바이러스 사건

2014. 8. 8129)

2016. 3. 29 종료130)

2016년 지카 바이러스

2016. 2. 1131)

2016. 11. 18 종료132)

2018-2020년 콩고 에볼라바이러스 사건

2019. 7. 17133)

진행 중134)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건(코로나19)

2020. 1. 30135)

진행 중136)

사건(event)

출처: 박진아 (2020)137)

125) WHO, “Swine influenza,” Statement by WHO Director-General, Dr Margaret Chan, April 25,
2009. 질병 명칭과 관련하여,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사건에 대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언하던 당시
만 하더라도 세계보건기구는 “Swine influenza”(돼지 인플루엔자)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이후 돼지와의 연
관 관계를 알 수 없다고 보고, 같은 해 5월 1일 이 병의 명칭을 신종인플루엔자 A(H1N1)로 명명하였다.
126) WHO, Director-General statement following the ninth meeting of the Emergency Committee,
August 10, 2010.
127) WHO, WHO statement on the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Emergency
Committee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spread of wild poliovirus, May 5, 2014.
128) WHO, Statement of the Twenty-Third IHR Emergency Committee Regarding the International
Spread of Poliovirus, January 7, 2020.
129) WHO, Statement on the 1st meeting of the IHR Emergency Committee on the 2014 Ebola
outbreak in West Africa, August 8, 2014.
130) WHO, Statement on the 9th meeting of the IHR Emergency Committee regarding the Ebola
outbreak in West Africa, March 29, 2016.
131) WHO, Statement on the first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2005) (IHR
2005) Emergency Committee on Zika virus and observed increase in neurological disorders
and neonatal malformations, February 1, 2016.
132) WHO, Fifth meeting of the Emergency Committee under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2005) regarding microcephaly, other neurological disorders and Zika virus, November 18, 2016.
133) WHO, Ebola outbreak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eclared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July 17, 2019.
134) WHO, Statement on the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2005) Emergency
Committee for Ebola virus disease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on 12 February
2020, February 12, 2020.
135) WHO, Statement on the second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2005)
Emergency Committee regarding the outbreak of novel coronavirus (2019-nCoV), January 30,
2020.
136) WHO, Statement on the third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2005) Emergency
Committee regarding the outbreak of coronavirus disease (COVID-19), May 1, 2020.
137) 박진아, “코로나19와 국제보건규칙의 대응: 그 한계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제27권 1호
(2020),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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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염병 경보 체계
국제보건규칙(2005)의 경우 감염병의 경보 단계가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한 단
계만 존재하여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138) 이와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의 ‘에볼라 중간평가단’은 국
제공중보건위기상황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가장 높은 단계에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을 두고 중단 단계의 경보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권고하였다.139)
이번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에 대해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1월 30일 국제공중
보건위기상황을 선언하고 난 이후에도 코로나19 발병 국가수가 증가하고 전 세계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3월 11일 ‘팬데믹’(pandemic, 세계적 유행)을 선언하였다.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에도 일부 국가와 언론은 세계보건기구의 팬
데믹 선언이 늦어진 것에 대해 적절하지 못한 대응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앞서
설명하였듯이 국제보건규칙과 세계보건기구 헌장 등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범
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보 단계는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뿐이며, 국제보건규칙
(2005)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규칙, 국제위생규칙(1951)과 국제보건규칙(1969) 어
디에도 팬데믹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중에게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은 생소한 개념일 뿐이고, 오히려 익숙한
것은 팬데믹이라는 용어이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발병에 대해 2020년 1월
30일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언하고 난 이후에도 국제사회의 관심은 여전히 세
계보건기구가 언제 팬데믹을 선언하는지, 왜 아직까지 팬데믹을 선언하지 않는지에
쏠렸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2월 24일 세계보건기구 대변인은 한 언론과의 인
터뷰를 통해 팬데믹이라는 공식적 단계는 없으며, “2009년부터 일부 사람들에게
익숙한 오래된 단계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140) 여기서 언급
한 2009년은 신종인플루엔자 A(H1N1)가 발병한 시기로,141) 세계보건기구는 본
사건에 대해 2009년 4월 25일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의 선언한 것과 별개로 같은
138) David N. Durrheim et al., “When does a major outbreak become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The Landcet Infectious Diseases, May 19, 2020.
139) WHO, Panel of independent experts, “Report of the Ebola Interim Assessment Panel,” July
2015, p.13, https://www.who.int/csr/resources/publications/ebola/report-by-panel.pdf?ua=1 (검
색일: 2020. 10. 15).
140) “WHO says no longer uses “pandemic” category, but virus still emergency,” Reuters, February
24, 2020, https://www.reuters.com/article/china-health-who/who-says-no-longer-uses-pandemiccategory-but-virus-still-emergency-idINL5N2AO1BP (검색일: 2020. 10. 15).
141) 신종인플루엔자 A(H1N1)는 2009년 4월 초 멕시코 베라크루즈에서 첫 출현한 것으로 확인되며, 멕시코는 4
월 23일 세계보건기구에 처음으로 공식 보고를 하였다. WHO, Situation updates - Pandemic (H1N1)
2009, https://www.who.int/csr/disease/swineflu/updates/en/ (검색일: 202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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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6월 11일 팬데믹을 선언하였다.142)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발병 당시 세계보
건기구는 감염병 유행을 6단계로 나누어 대응하였는데, 여기서 최종 6단계가 팬데
믹이었다.143) 당시 세계보건기구는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A(H1N1)에 대해 팬데
믹을 너무 빨리 선언하였다고 비판받았다.144)
세계보건기구 헌장 제2조에 따라 세계보건기구는 “일반적으로 본 기구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동을 취(할)” 임무가 있으며, 집행이사회는 사
무총장에게 감염병을 퇴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
서145) 세계보건기구와 사무총장은 감염병 경보 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다. 문제는 국제보건규칙(2005)가 이미 발효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국제보건규
칙의 공중보건위기상황과 조정하지 않은 채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및 대응
체계(Pandemic Influenza Preparedness and Response Framework)146)의
유행 6단계를 별개의 체계로 운영함으로써147) 현장에 혼란을 야기하였다는 점이
다.148)
이번 코로나19 사건에 대해 공중보건위기상황이 선언된 후 추가로 팬데믹을 선
언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대응 조치의 방향이 전환되거나 추가조치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언에 따른 조치가 팬데믹 선언 이후
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142) WHO, World now at the start of 2009 influenza pandemic, Dr Margaret ChanStatement to the
press by WHO Director-General Dr Margaret Chan, Director-General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June 11, 2009).
143) 세계보건기구는 1999년 팬데믹 인플루엔자 대비지침(“Influenza Pandemic Plan. The Role of WHO and
Guidelines for National and Regional Planning”, WHO/CDS/CSR/EDC/99.1)에서 처음으로 팬데믹 단
계 개념을 도입하였고, 이 지침은 2005년(WHO/CDS/CSR/GIP/2005.5/), 2009년, 2013년 2017년에 수
정되었다. 세계보건기구는 2009년 지침에서 팬데믹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로서 사람 간 감염 진화의 단계적
위험을 6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후 2013년 세계보건기구는 인플루엔자 대유행 위기경보 단계를 6단계
에서 4단계로 변경하였다.
144) Peter Doshi, “The elusive definition of pandemic influenza”,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Vol. 89, No. 7(July 2011), pp.469-544.
145) 세계보건기구 헌장 제28조 (i).
146) WHO, Current WHO phases of pandemic alert for Pandemic (H1N1) 2009, https://www.who.int/
csr/disease/swineflu/phase/en/ (검색일: 2020. 10. 15).
147) WHO, Pandemic Influenza Risk Management: WHO Interim Guidance, WHO/HSE/HEA/HSP/2013.3,
https://www.who.int/influenza/preparedness/pandemic/GIP_PandemicInfluenzaRiskManagementInterim
Guidance_Jun2013.pdf?ua=1 (검색일: 2020. 10. 15).
148) Lawrence O. Gostin & Rebecca Katz,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The Governing
Framework for Global Health Security”, Milbank Quarterly, Vol. 94(2016), pp.30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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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보건기구의 임시 권고의 실효성의 문제
국제보건규칙(2005)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의
선언과 함께 임시 권고를 하게 된다. 2020년 1월 30일, 긴급위원회는 코로나19
사건에 대한 2차 긴급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건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에 해당
한다는 결론과 함께 이러한 상황에 관한 권고안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에 게브레예
수스 사무총장은 긴급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코로나19 사건이 국제공중보건위
기상황에 해당한다고 선언하고 긴급위원회의 권고안을 임시 권고로 발표하였다. 이
권고에는 세계보건기구와 회원국 및 국제사회의 대응조치에 대한 개별 조언과 함
께,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여행(travel) 또는 무역 제한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149)
2020년 2월 29일자 추가 권고에서도 여행 또는 무역에 대한 제한이 대부분의
상황에서 효과적이지 않으며, 다른 조치를 통해 대응 가능하다고 보았다. 세계보건
기구는 이러한 제한이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원조 및 기술지원을 방해하고, 이 조
치에 영향을 받는 국가에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회의적이다.
다만, 국제적 연계가 거의 없고 감염병 대응 능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가 일시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국제 교통을
현저히 방해하는 여행 대책은 발생 초기에만 정당화될 수 있는데, 이는 불과 며칠
만이라도 국가들이 시간을 벌어 효과적인 대응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긴급위원회는 이러한 제한이 세심한 위험 평가에 근거하여야 하며,
공중보건 위험에 비례하여야 하고, 기간이 짧아야 하며, 상황이 진화할 때 정기적
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150) 그러나 상당수 국가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와 다르게 여행제한 조치를 취하였다. 긴급위원회는 5월 1일 제3차 긴급회의를 열
고, 세계보건기구와 당사국에게 여행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권고하였으나151), 여전
히 국가들은 각국의 개별적 판단에 따른 보건조치를 지속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5월 18일 제73차 세계보건
총회에 보낸 개회사에서 여러 국가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 서로 다른,
그리고 종종 모순된 전략을 따랐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많은 국가가 세계보건기구
149) WHO, Statement on the second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2005)
Emergency Committee regarding the outbreak of novel coronavirus (2019-nCoV), January 30,
2020.
150) WHO, Updated WHO recommendations for international traffic in relation to COVID-19
outbreak, February 29, 2020, COVID-19 Travel Advice.
151) WHO, Statement on the third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2005)
Emergency Committee regarding the outbreak of coronavirus disease (COVID-19), May 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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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고를 무시하였고 그 결과,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졌다고 지적하였
다.152) 그사이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은 점점 더 심각해졌고, 결국 긴급위원회는
8월 1일 제4차 회의153)와 10월 30일 제5차 회의154)에서 더 이상 당사국에게 여
행 및 무역과 관련한 권고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사무총장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언에 따른 임시 권고는 비구속적 조언으로
국가가 권고를 준수해야 할 국제법상 의무가 없으며 국제보건규칙(2005)는 용어의
정의 규정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155)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시의 임시 권고는 세
계보건기구와 국제사회 그리고 각 국가의 보건조치의 기준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업을 도모함으로써 질병 사건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준
수의 실익이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는 국가들이 임시 권고와 다르게 보건조치
를 취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할 뿐 국가들의 권고 준수를 도모할 해법을 보여
주지 못하였다.

5. 세계보건기구 역할의 한계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을 통해 본 국제보건규칙(2005)를 통한 감염병 대응의 한
계는 세계보건기구 역할의 위기를 그대로 반영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출범 이후 천
연두 퇴치와 같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지만 1980년 이후 신종 감염
병의 등장과 발병이 구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세계보건기구의 공중보건
위기 대응은 수차례 시험대에 올랐다. 세계보건기구를 향한 비판은 결국 국제보건
규칙(2005)의 한계로 향하게 되었다. 세계보건기구는 국제보건규칙(2005)를 포함하
여 국제공중보건에 관한 국제규범을 제정 및 이행 감독함으로써 세계 보건의 지속
적인 개선을 이끌어 나가야 할 권한과 임무가 있지만, 세계보건기구의 이러한 역할
을 훼손하는 중대한 구조적 한계가 여러 지점에 존재한다.
첫 번째는 국가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계보건기구 운영의 제한

152) UN News, UN chief renews call for COVID-19 solidarity as WHO warns ‘majority’ of world
still at risk, May 18, 2020, https://news.un.org/en/story/2020/05/1064252 (검색일: 2020. 10. 15).
153) WHO, Statement on the fourth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2005)
Emergency Committee regarding the outbreak of coronavirus disease (COVID-19), August 1, 2020.
154) WHO, Statement on the fifth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2005) Emergency
Committee regarding the coronavirus disease (COVID-19) pandemic, October 30, 2020.
155) 국제보건규칙 제1조 (정의), “temporary recommendation” means non-binding advice issued by
WHO pursuant to Article 15 for application on a time-limited, risk-specific basis, in response
to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so as to prevent or reduce the
international spread of disease and minimize interference with international traf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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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문제이다. 각 회원국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는 전제 위에서는
국제공동체가 처한 국제보건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회
원국이 자국의 이익을 얼마만큼 제약하고, 세계보건기구가 일정 수준 이상의 독립
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가가 향후 국제보건위기의 국제적 대응에 있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재정 부족과 재정 조달 권한의 한계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보
건을 위해 필요한 범위와 규모에 턱없이 부족한 운영 예산으로 국제공중보건을 책
임지고 있다. 코로나19 사건의 대응 과정에서도 세계보건기구의 재정 부족은 여실
히 드러났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12월까지 17억 달러
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고 국제사회에 공여를 요청하였다. 2020~2021년 세계보
건기구 예산은 48억 달러로156),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연간 예산보다 약 20억 달러
가 적다.157) 그나마 확보한 재정의 운용하는 데 있어 그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다.
여전히 국민국가 단위의 보건체제 유지에 익숙한 회원국들이 세계보건기구의 재정
확충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지 않는 상황이지만 세계보건기구에게 요구하는 역할
은 점차 늘고 있다. 만성적인 자금 부족과 약한 정치적 지지로 세계보건기구는 설
립 후부터 지금까지 늘 곤경에 처해 있다.158) 근본적으로 재정 부족과 재정 조달
권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세계보건기구의 개혁도 국제보건규범의 확립도 불
가능한 일이다.
세 번째로 세계보건기구의 약한 거버넌스를 들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나의
독립된 조직으로서 재무관리, 투명성, 공중보건 우선순위 설정 및 책임 부담 등에
관한 중요한 조직과 절차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상태이다. 독립된 국제기구로 운
영된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충분한 조직적 역량을 함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상
적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일 수 있다. 기구 체계의 과도한 지역화 역시 세계보건
기구의 거버넌스를 약화시킨다. 세계보건기구는 세계 각지에 6개 지역기구로 분산
되어 있으며, 각 지역기구마다 지역위원회와 지역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
한 구조적 특성은 국제보건위기 대응이 인접 지역 단위에서 이뤄질 필요성이 있으
며, 그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선택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기구들
이 독자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가 하나의 조직으로서 일관된 정책을 실

156) WHO, Programme budget 2020-2021, WHO/PRP/19.1, https://www.who.int/about/finances-accountability/
budget/WHOPB-PRP-19.pdf?ua=1 (검색일: 2020. 10. 15).
157) CDC-Budget Request Overview, https://www.cdc.gov/budget/documents/fy2020/cdc-overviewfactsheet.pdf (검색일: 2020. 10. 15).
158) Lawrence O. Gostin, “COVID-19 Reveals Urgent Need to Strengthen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Jama Health Forum, April 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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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지역 단위 조직 운영의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는 동시에
국제보건의 중추로서 세계보건기구가 일관된 조직 운영을 강화하는 지속적인 노력
이 필요하다.

Ⅴ

코로나19 이후 국제보건법의 전망

이하에서는 코로나19 사건을 통해 확인한 국제보건규칙의 한계와 문제점을 바탕
으로 국제법을 통한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앞으로 국제사회가 특히 주목해
서 논의해야 할 이슈를 몇 가지 살펴보고 향후 국제보건법의 발전 방향을 전망해
본다.

1. 국제보건규칙(2005)의 준수와 이행을 위한 당사국의 역량 강화
한 국가도 예외 없이 모든 국가가 국제보건규칙(2005)를 이행하기 위한 핵심 역
량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것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필수 장치이자 핵심 무기이다.
국제보건규칙평가위원회를 포함한 여러 세계보건기구 위원회는 이구동성으로 핵심
역량을 가능한 한 최대한 구축하고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159)
국제보건규칙(2005)는 당사국이 감염병과 관련된 사건을 탐지, 평가, 통고, 보고
할 수 있는 역량과 공중보건위험 및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으
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강화 및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160) 국제보
건규칙(2005)는 당사국이 동 규칙을 이행할 역량이 부족한 경우를 위해 역량의 개
발・강화 및 유지에 필요한 국제협력과 지원 체계도 규정하고 있다. 상당수 국가는
공중보건 핵심 역량을 개발하는 데 긴 시간이 걸려 국제보건규칙의 원활한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0년 국제보건규칙 핵심 역량 모니터링 체계
(the IHR Core Capacity Monitoring Framework)를 발표하고161), 13개의 핵
159) WHO,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2005): WHO. report of the
Review Committee on Second Extensions for Establishing National Public Health Capacities
and on IHR Implementation: report by the Director‐General, January 16, 2015. EB136/22
Add.1. paras. 16-17.
160) WHO, IHR core capacity monitoring framework: questionnaire for monitoring progress in the
implementation of IHR core capacities in States Parties, 2017 Questionnaire, WHO/WHE/CPI/
2017.4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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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역량을 정하였으며 당사국들이 자신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데 활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2019년도 기준으로 당사국의 13개 핵심 역량의 이행은 전체 평균
60%를 조금 웃돈다.162)
국제보건규칙(2005)에 따라 당사국은 규칙의 이행 현황에 관해 세계보건총회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63) 세계보건기구 사무국은 당사국의 이행 보고를
돕기 위해 2007년에 설문지 양식을 전달하였고, 2018년에는 당사국 연례 자체 평
가 보고 도구(State Parties Self-Assessment Annual Reporting (SPAR) Tool)
를 제시하였다.164) 세계보건기구 사무국의 이러한 노력에 도움을 얻어 2018년에는
189개국, 2019년에는 173개국이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였다.165) 그러나 당사국의
자체 평가는 국가마다 평가 능력이 달라 균일한 평가의 질을 담보할 수 없고, 무엇
보다 자국에 유리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커 신뢰도가 낮다는 본질적 문제가 있다.
국제보건규칙 이행에 관한 측정 지표가 가치 있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외
부 평가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당사국은 매년
자국의 역량을 평가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다. 2014년 에볼라 사건의 발생과 함께
같은 해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의 등장은
국제보건규칙(2005) 당사국이 국제보건규칙 이행의 핵심 역량을 자체 평가하는 방
식의 문제점을 크게 부각시켰다. 글로벌보건안보구상은 각 국가 내에서의 보건분야
와 안보분야의 협력과 공조체계를 확립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 간 정보공유 및 신
속대응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 29개국이
모여 출범한 새로운 협의체로서 국가와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개인, 기업, 단체를
포함한 글로벌보건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166) 글로벌보건안보구상은 신종감염병,
항성제 내성, 생물 테러 등 국제공중보건위협에 대한 다분야 대응을 위해 2014년
9월, 제1차 회의에서 11개 항목으로 구성된 행동계획(Action Packages)을 채택하
였다.167) 글로벌보건안보구상은 국제보건규칙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규칙의 이
161) WHO. IHR Core Capacity Monitoring Framework: Checklist and Indicators for Monitoring
Progress in the Development of IHR Core Capacities in States Parties, April 2013.
WHO/HSE/GCR/2013.2.
162) WHO, e-SPAR, Average of capacities for all WHO regions, https://extranet.who.int/e-spar/ (검
색일: 2020. 10. 15).
163) 국제보건규칙(2005) 제13조 제2항.
164) https://www.who.int/gho/ihr/en/ (검색일: 2020. 10. 15).
165) WHO, e-SPAR, IHR States Parties Annual Reporting global submission status per year
(Updated on 03-09-2020), https://extranet.who.int/e-spar/ (검색일: 2020. 10. 15).
166) 2019년 5월 기준, 67개(선도 그룹 10개국 포함) 국가와 7개의 국제기구(WHO, FAO, OIE, INTERPOL,
ECOWAS, UNISDR, EU)가 참여하고 있다.
167) 글로벌보건안보구상 행동계획 11개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예방(Prevent) － ① 항생제 내성 대응
(Antimicrobial Resistance), ② 인수공통감염병 발생․확산 방지(Zoonotic Disease), ③ 생물안전 및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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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력을 높이기 위한 추진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까지 한시적 기한을 두
고 활동한다.168)
세계보건기구는 2016년 글로벌보건안보구상의 11개 행동계획 평가도구에 8개의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2016년에 GHSA-WHO 합동외부평가도구(Joint External
Evaluation Tool: JEE tool)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국제보건규칙 이행을 당사국들
이 자발적으로 평가를 받게 하였다. 합동외부평가(JEE)는 국제보건규칙의 핵심 역
량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최초의 평가점수가 이후 그 당사국 핵심 역량 이
행 정도의 기준이 된다. 평가는 WHO 회원국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되며, 이 평가
에는 외부 전문가와 회원국의 다분야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또한, 평가 데이터와
정보는 공개하고 공유하며, 평가 결과 최종보고서는 평가 후 약 2개월 후 세계보건
기구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다.169)
합동외부평가의 목적은 세계보건기구 회원국의 국제보건규칙 핵심 역량 이행 현
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최초의 평가점수가 이후 그 회원국 핵심 역량 이행
정도의 기준이 된다. 2018년 5월까지 75개 회원국이 합동외부평가를 완료하였
다.170) 세계보건기구와 당사국들은 합동외부평가를 국제보건규칙 핵심 역량 현황
을 파악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아직 합동외부평
가를 하지 않은 국가들의 자발적 수검을 독려하고, 핵심 역량에 구축에 취약한 국
가들에 대해 합동외부평가와 함께 재정지원, 기술지원의 연계를 시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보건규칙의 핵심 역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의 그리고 상호간 책임이
요구된다. 핵심 역량 구축의 시작은 당사국 정부가 국내 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유지
하기 위한 의지와 자원의 확보를 기점으로 시작된다. 모든 당사국은 측정 가능한
지표 및 목표를 사용하여 국제보건규칙의 핵심 역량 구현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격
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들간의 경제적 수준 차이와 상관없이 핵심 역량을 구
축하기 위해서는 책임이 공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역 체계 강화(Biosafety and Biosecurity), ④ 예방접종 대책(Immunization); 탐지(Detect) － ⑤ 실시
간 감시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Real-Time Surveillance), ⑥ 보고체계 강화(Reporting), ⑦ 진단․실험 시
스템 강화(National Laboratory System); 대응(Respond) － ⑧ 위기관리센터 등 인프라 설치
(Emergency Operations Centers), ⑨ 다분야합동 신속대응(Multi-sectoral Rapid Response), ⑩ 의학
적 대응 및 의료인 파견(Medical Countermeasures and Personnel Deployment), ⑪ 인적 역량 강화
(Workforce Development)
168) 글로벌보건안보구상은 2014년 출범 당시 5년의 운영 시한을 정하고 시작하였으나, 2017년 10월 각료회의에
서 시한을 2024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
169) WHO, Joint External Evaluation Tool: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2005), WHO, 2016.
170) 한국은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의장국으로서 2016년 합동외부평가(JEE) 수검을 요청하였으며, 2017년 8월 28
일부터 9월 1일까지 합동외부평가를 진행 및 완료하였다. 주재신, 송인명, 곽진, 박옥, 지영미, “WHO 국제
보건규약 이행을 위한 합동외부평가”, 주간 건강과 질병 제10권 제14호(2017), pp.33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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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과 자금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국제공동체의 집단적 보건 안전
체계는 보건 체계를 지속해서 구축, 측정 및 재정립하기 위한 상호간 의무를 이행
할 때에만 보장할 수 있다.

2. 감염병 대응의 전문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한 과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결정에 있어 부적절한 고려, 과도한 영향력 행사 및 정치
적 간섭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주요 원인으로 국제공중보건위기
상황 선포 절차의 ‘투명성’(transparency) 부족이 꼽힌다.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의
선포는 긴급자금 조달, 정보 공유, 무역 및 여행에 대한 조치와 나아가 가능한 경
우 샘플 공유, 치료제, 백신, 진단 등 다른 중요한 조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는
만큼 판단의 전문성, 정치로부터의 독립성, 결정의 투명성, 발표의 신속성 등을 갖
춰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국제보건규칙상의 긴급위원회의 권한과 국제공중보건위
기상황 선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긴급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시되는 방안 중 하나로 긴급위원회의
회의 과정을 공개하는 방법이 있다.171) 이 방법은 특별히 국제보건규칙(2005)의
개정 없이 당장이라도 시행 가능하다. 이미 많은 국제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터
넷 생중계를 통해 위원회 회의를 실시간 공개하고, 구두 회의 내용을 모두 유엔 공
식 언어로 기록하고 게시하면 위원회 작업과 결정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172)
긴급위원회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또 다른 방안으로는 국제보건규칙의 개정을 통
해 현재 임시 기관인 긴급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법이 있다.173) 독립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강화한 상설긴급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포할 권한
과 책임을 사무총장에서 상설긴급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다. 특히, 상설긴급위원회
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원회 회원 구성 방식을 규정할 필요가 있
다. 상임긴급위원회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의 성립 여부의 판단과 권고 제시는 세
계보건기구 긴급준비대응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평가에 기초함으로써 객관성과 과학
171) Mark Eccleston-Turner & Adam Kamradt-Scott, “Transparency in IHR emergency committee
decision making: the case for reform”, BMJ Global Health, Volume 4, Issue 2, April 2019,
https://gh.bmj.com/content/4/2/e001618 (검색일: 2020. 10. 15).
172) 국제보건규칙 제49조 제3항에 따르면, 긴급위원회는 각 회의 후 권고에 관한 자문을 포함하여 회의 절차와
심의에 대한 “간략한 요약 보고서”의 작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173) Suerie Moon et al., “Will Ebola change the game? Ten essential reforms before the next
pandemic. The report of the Harvard-LSHTM Independent Panel on the Global Response to
Ebola”, The Lancet, Vol. 386(2015), pp.2204-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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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차후 국제보건규칙의 개정을 통해 마련해야 할
다단계 경보 체계를 통해 잠재적 위험에 대한 조기 경보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의 선포를 포함하여 감염병 대응 전반에 관한
독립 심사위원회를 제도화하는 방안이다. 독립 심사위원회는 세계보건기구뿐만 아
니라 회원국,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와 사인 집단이 감염병 대응을
위해 취한 조치와 기여, 그 결과를 추적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174)
현재 WHO에는 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두 개의 메커니즘이 이미 존재한다. 하나는
국제보건규칙상의 심사위원회(Review Committee)175)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보건
기구 보건위기프로그램(WHO Health Emergencies Programme)의 독립감독자문
위원회(the Independent Oversight and Advisory Committee)176)이다. 두 심
사 메커니즘 모두 사무총장이 위원을 지명한다는 점에서 또다시 정치적 편향성과
독립성에 관한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 회원국들은 5월 19일, 제73차 세계보건총회 이틀째
회의에서 코로나19 사건 대응에 관해 독립적 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177) 본 결의는 사무총장이 가장 빠른 시점에 “회원국과 상의하여” 코로
나19에 대해 세계보건기구가 조정한 국제 보건 대응 조치로부터 얻은 경험과 교훈
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포괄적인 평가의 단계적 프로세스를 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결의를 통해 합의한 심사 방식은 기존과 달리 “회원국 상의하여” 검토를 시작하고,
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보건규칙
174) Ibid., p.2212.
175) 국제보건규칙 제50조~제53조.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사무총장은 설치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국제보건규칙
의 개정에 관한 기술적 권고의 제공 및 상시적 권고 또는 그 권고의 수정 및 종료에 대한 기술적 권고의 제
공 그리고 국제보건규칙의 기능에 관해 사무총장이 부탁하는 모든 관련 사항에 대한 기술적 권고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05년 국제보건규칙이 채택된 이후 2010년 4월 12~14일 처음으로 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당시 심사위원회는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대유행 사건에 대한 WHO의 대응을 평가할 책무를 맡
았다. 심사위원회의 권고에 근거하여 WHO 사무국장은 2010년 5월 WHA에 첫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11년 5월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2005)｣, Report by the Director-General of WHO, 64th World Health Assembly (WHA),
A64/10, May 5, 2011.
176) Independent Oversight and Advisory Committee for the WHO Health Emergencies Programme,
Terms of reference, https://www.who.int/about/who_reform/emergency-capacities/oversightcommittee/en/ (검색일: 2020. 10. 15). 독립감독자문위원회는 5월 18일, WHO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Interim report on WHO’s response to COVID-19 January-April 2020,
https://www.who.int/about/who_reform/emergency-capacities/oversight-committee/IOAC-interi
m-report-on-COVID-19.pdf?ua=1 (검색일: 2020. 10. 15). 위원회는 본 보고서에서 코로나19의 교훈을
반영하여 국제보건규칙을 재검토하고 보완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하였다.
rd
177) WHA, 73 World Health Assembly, Agenda item 3, COVID-19 response, WHA73.1, May 19, 2020,
para. 9, https://apps.who.int/gb/ebwha/pdf_files/WHA73/A73_R1-en.pdf (검색일: 202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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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의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무총장의 권한을 약화시켰다. 세계보건총회 이
번 결의에 따라 새롭게 설립될 심사 기관이 검토하게 될 사항에는 (i) 세계보건기
구 행정처분 메커니즘의 효과, (ii) 국제보건규칙의 기능 및 국제보건규칙 심사위원
회의 관련 권고사항의 이행 현황, (iii) 유엔 차원의 노력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기여, (iv) 코로나19 관련 세계보건기구의 조치와 타임라인,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보건위기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국제적 감염병 예방･대비 및 대응을 위한 역량 개
선을 위한 권고 제시 등이 포함된다.
국제보건규칙(2005)가 채택된 후 지금까지 국제보건규칙 심사위원회의 검토가
세 차례 있었다. 그중 두 가지는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에 관한 것이
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A(H1N1)에 대해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에 심사를 제
안하여 세계보건기구와 회원국 모두의 신종인플루엔자 A(H1N1)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으며,178) 2014년 에볼라 사건에 대한 2015년 심사는 주로 세계보건기구
의 조치와 국제보건규칙의 유효성에 관한 것이었다.179) 그 해 집행이사회가 사무총
장에게 국제보건규칙 심사위원회 설치를 요청하자, 세계보건총회는 결정 제68(10)
호를 통해 심사위원회의 기준 조건을 정한 바 있다. 2009년, 2015년 모두 회원국
과의 협의를 요구하지 않았다. 결의 제73.1호는 국제보건규칙(2005)가 정한 바를
넘어서는 세계보건기구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지만, 반대로 회원국의 조치에 대한
검토는 제외되었다. 결국, 회원국들은 세계보건기구의 책임만 묻고 회원국의 책임
은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심사가 되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에서 당사국이 취한 보건조치에 관한 대응의 적절성과 효과성 등에 대한 심사
가 필요한 만큼 추후 이 부분에 대한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논의와 실행이 필요해
보인다.

3. 감염병 경보 체계의 보완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의 선언 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 국
제보건규칙(2005)의 감염병의 경보 단계가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한 단계만 존재하
여, 조기 대응을 통한 확산 차단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180)
178) WHO, Role of the IHR in the H1N1 Outbreak and Response, https://www.who.int/teams/ihr/ihrreview-committees/h1n1 (검색일: 2020. 10. 15).
179) WHO, Role of the IHR in the Ebola Outbreak and Response, https://www.who.int/teams/ihr/ihrreview-committees/role-ihr-ebola-outbreak (검색일: 2020. 10. 15).
180) David N. Durrheim. et al., “When does a major outbreak become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The Landce Infectious Diseases, May 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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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제보건규칙(2005)의 개정 없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이전의 중간 단계의
경보를 설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에볼라 중간평가단’ 역
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언의 강력함을 유지하면서 중간 단계의 경보 체계를 마
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181)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의 상징성을 감안할 때 세계보
건기구에 여러 긴급 대응체계를 국제보건규칙(2005)의 프로세스로 통합하여야 한
다. 이때 팬데믹 용어 사용에 대한 확실한 지침을 마련하고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과의 관계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국제보건규칙(2005)의 개정을 통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최고 수준의 경보로
하여 중간 단계의 경보 체계를 명시하는 방법도 있지만, 추가 개정 없이도 국제보
건규칙(2005)에 근거하여 새로운 경보 체계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제보건규
칙(2005) 제11조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는 어떤 사건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이
될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국가와 국제기구에 공중보건 관련 정보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데, 이 조항에 근거하여 세계보건기구는 잠재적인 비상사태를 경고하면서 당사
국과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경보 체계에 관한 비공식 지침을 발전시킬
수 있다.182) 이 방법 외에도 세계보건총회가 국제보건규칙(2005)의 부속서를 채택
하는 방식으로 여러 단계의 경보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183)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이전 중간 단계의 경보를 설정함으로써 순차적 단계의 감
염병 경보 체계를 설정할 때 동시에 고려해야 할 점은 단계마다 적절한 대응 조치
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184) 특히, 중간 단계에서 감염병 예방과 대응에 필
요한 긴급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예를 들어 세계
은행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감염병긴급대응기금(PEF: Pandemic Emergency
Facility)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185) 만약 중간 단계의 선언을 통
181) WHO. Panel of independent experts. Report of the Ebola Interim Assessment Panel – July,
2015, https://www.who.int/csr/resources/publications/ebola/report-by-panel.pdf?ua=1 (검색일:
2020. 10. 15).
182) 국제보건규칙 제11조 (세계보건기구의 정보 제공), 제1항 “Subject to paragraph 2 of this Article, WHO
shall send to all States Parties and, as appropriate, to relevant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as soon as possible and by the most efficient means available, in confidence, such public
health information which it has received under Articles 5 to 10 inclusive and which is
necessary to enable States Parties to respond to a public health risk. WHO should
communicate information to other States Parties that might help them in preventing the
occurrence of similar incidents.”
183) WHO, Panel of independent experts. Report of the Ebola Interim Assessment Panel – July,
2015, https://www.who.int/csr/resources/publications/ebola/report-by-panel.pdf?ua=1 (검색일:
2020. 10. 15).
184) 박진아, “국제법을 통한 김염병 통제 - 국제보건규칙의 이행과 준수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법학
논집 제23권 4호(2019), p.59-83.
185) 감염병긴급대응기금(PEF)는 2016년 5월 21일, 일본 센다이시에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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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조기에 적절한 자금 조달이 이뤄지고, 세계보건기구가 이 자금으로 국제 원조를
약속한다면, 질병 대응을 위한 자금 역량이 부족한 질병 발생국의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감염병 관련 정보를 세계보건기구에 보고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국제보건규칙(2005)의 규범력 강화
국제보건규칙(2005)는 세계보건기구헌장 제21조에 의거하여 회원국들에게 핵심
역량 개발, 감염병 발생 시 보고 등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세계보건기구에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언할 권한186)과 함께 임시 권고를 통해 이러한 비상사
태 시 국가가 취해야 하는 대응 방법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187) 그
러나 국제보건규칙상 세계보건기구의 임시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국가들은
임시 권고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국제보건규칙(2005)의 감염병 대응 체제의 실효
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코로나19 사건은 그러한 우려가 사실임을
확인시켰다.
감염병 통보와 정보 제공을 한 국가를 상대로 한 여행 및 무역 제한 조치가 반
복적으로 불필요하게 이뤄진다면 이 또한 국가들이 감염병 통보와 정보 제공을 기
피하는 원인이 된다. 감염병 통보와 정보 제공을 통해 얻는 국가의 이익에 비해 국
가의 경제적 피해가 터무니없이 크다면, 국가들은 사후에 통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기꺼이 질병 발생 사실을 감추거나 제한된 정보만 제공하려
할 것이다.188)
이번 코로나19 사건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제보건규칙
회의에서 세계은행과 합동으로 개발도상국에서 감염병 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감염병긴급대응기금(PEF)의 창설
에 합의함에 따라 만들어졌다. PEF는 2014년 에볼라 사건에서 조기에 적절한 자금이 투입되지 못해 감염병
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문제점을 교훈 삼아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https://www.worldbank.org/en/topic/pandemics/brief/pandemic-emergency-financing-facility (검
색일: 2020. 10. 15).
186) 국제보건규칙(2005) 제12조.
187) 국제보건규칙(2005) 제1조 제1항: “temporary recommendation” means non-binding advice issued
by WHO pursuant to Article 15 for application on a time-limited, risk-specific basis, in
response to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so as to prevent or reduce
the international spread of disease and minimize interference with international traffic; 국제보건
규칙(2005) 제15조.
188) 예를 들어, 2003년 중국 광둥성에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이 발병하였을 당시 중국이 뒤늦게 세계보
건기구에 발병 사실을 보고한 것을 두고 중국 정부가 국가가 입을 피해를 우려하여 발병 사실을 은폐한 것이
라는 평가가 있었다. Mely Caballero-Anthony, “SARS in Asia: Crisis, Vulnerabilities, and Regional
Responses”, Asian Survey, Vol. 45(2005), pp.47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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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제보건규칙(2005)의 개정을 통해 준수와 이행의 강제력을 높이는 방안,
당사국의 보건조치에 대한 감시와 세계보건기구의 임시 권고를 준수하지 않는 국
가의 보건조치에 대한 조사 권한 등을 세계보건기구에 부여하는 방안, 국제보건규
칙(2005)의 준수를 장려하기 위해 재정 또는 기술 지원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
는 한편, 비준수에 대해서는 유엔 총회 또는 안전보장이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제
재를 부과하는 방식 등의 디스인센티브(disincentive) 부여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국제보건규칙(2005)는 특정 질병에 한정하여 규율하는 기존 방식 대신 열
린 방식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개념을 도입하여 규율 대상 질병의 범위를 획기적
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동물 질병과 식물 질병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인간과 동
식물의 건강을 완전히 통합하는 체계를 갖추진 못하였다. 현재 동물 질병은 국제수
역사무국(OIE: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이, 식물 질병은 식량농
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가
관할한다. 신종감염병의 약 70%가 인수공통감염병(Zoonotic diseases)인 점을 감
안한다면 국제보건규칙(2005)가 인간과 동식물의 질병을 모두 포괄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러한 규범적 흠결을 “One
Health” 정책을 통해 보완하려 노력하고 있다.189)
국제보건규칙(2005)와 별개로 2007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가칭 ｢세계보건기구기
본협약｣(FCGH: Framework Convention on Global Health)의 채택 논의도 코
로나19 사건을 계기로 해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국제보건법 분
야에 기본 조약이 없다는 점에서, 국제보건 분야 전반을 규율할 조약의 채택 필요
성과 그 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향후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주목된
다.190)
이번 코로나19 사건을 통해 관심을 모았던 이슈 중 하나는 당사국의 보건조치로
인한 인권의 제한에 관한 것이었다.191) 국제보건규칙(2005)에서 세계보건기구 및
당사국의 보건조치와 인권 간의 비례성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192), 사안의 중요성에
189) WHO, One Health, September 21, 2017, https://www.who.int/news-room/q-a-detail/one-health
(검색일: 2020. 10. 15).
190) Lawrence O. Gostin & Eric A. Friedman, “Towards a Framework Convention on Global Health:
A Transformative Agenda for Global Health Justice”, Yale Journal of Health Policy, Law, and
Ethics, Vol. 13(2013).
191) 코로나19 사건과 인권 문제를 다룬 최근의 논문으로 다음의 것이 있다: 백범석, “COVID-19와 국제인권법의
역할”, 서울국제법연구 제27권 1호(2020. 6), pp.29-63.
192) WHO의 권고를 통한 보건조치의 비례성 원칙은 IHR 2005 제17조 (d), 당사국의 추가 보건조치의 비례성
원칙은 IHR 2005 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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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일반적이고 간략히 기술되어 있어 현실적 적용을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국가의 보건조치에 의한 인권의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제인권법에서 찾을
수 있는데, 특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조항의 제한 및 침해에 대
한

시라쿠사원칙｣(The

Siracusa

Principles

on

the

Limitation

and

Derogation Provisions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시라쿠사원칙’)이 국제보건규칙(2005)를 보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193) 시라쿠사원칙의 경우 이미 세계보건기구의 정책194) 및 국가의 관
행을 통해 광범위하게 수용되어 있어 국제보건규칙(2005)의 인권 제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데 별 무리는 없지만, 국가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인권 보호를 공고화하기
위해 국제보건규칙(2005)의 개정을 통해 포섭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Ⅵ

결론

국제보건규칙(2005)의 196개 당사국은 “국제 교통에 대한 불필요한 방해를 피하
면서 국제적인 질병 확산을 예방ㆍ방어ㆍ관리ㆍ대응하기로” 약속하였다.195) 그러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국가들의 감염병 대응 방식은 국제보건규칙(2005)
의 체제와 기준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번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을 겪으면서, 감염
병 대응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은 약화되고 국가들은 국제사회와의 조율이나
협력 없이 독자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여행 제한 조치를 취하였다. 현재의 코로
나19 대응 상황은 마치 국제보건규칙(2005) 개정 이전의 국제사회의 모습을 재현
하고 있는 듯하며, 국제보건규칙(2005)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은 국제보건규칙
(1969)의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던 당시의 상황과 흡사하다.
코로나19 사건을 통해 부각된 국제보건규칙(2005)의 전반에 걸친 당사국의 이행

193)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28 September 1984, E/CN.4/1985/4. 시라쿠사원칙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권리의 제한은 법률에 규정되고 법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
• 권리의 제한은 공공의 합법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 권리의 제한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주사회에서 엄격히 필요한 경우에만 부과될 수 있다.
•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침해와 제한이 가장 적은 것이어야 한다.
• 권리의 제한은 예를 들어 비합리적 또는 차별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자의적으로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194)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the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AIDS (UNAIDS) (1999).
Consultation on HIV/AIDS reporting and disclosure, Geneva, October 20-22, 1999.
195) 국제보건규칙(2005)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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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과 비준수는 과연 세계보건기구가 국제보건규칙(2005)의 이행을 감독할 능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비판도 불러왔다. 세계보건기구헌장은 회원국이 제21조에 따라
제정된 법적 구속력 있는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지 않
았으며,196) 국제보건규칙(2005)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동시에 세계보건기구의 재정
난과 약한 거버넌스, 기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 저하 등도 국제보건규칙(2005)
의 법적 위상을 약화시키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은 국제보건규칙(2005) 체제가 국제보건위기상황에 효과
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 문제점과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개별 국가의
독자적이고 일방적인 보건 조치만으로는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지금의 코로나19 위기를 반면교사 삼아 국제보건법을 마련하고
이행한다면, 이 위기는 미래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국제보건규칙
(2005)의 개정을 통한 체제 강화, 세계보건기구의 개혁, 그리고 국제보건 거버넌스
의 구조적 틀을 마련할 기본 조약 채택 등 국제보건법 체제의 변화와 도약을 위한
광범위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이유이다.

196) Walter R. Sharp, “The New World Health Organization”,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41(1947), pp.526-527. WHO헌장에 따라 WHO가 회원국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제재는 회원
국이 WHO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회원국이 가지는 투표권 및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정지
하는 것뿐이다(WHO헌장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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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998년 로마회의에서 ICC의 관할권 행사 대상으로 포함된 침략범죄는 2010년 캄팔라 재검토회
의를 거치면서 비로소 그 정의와 관할권 행사조건이 정해지게 되었다. 2018년 7월 17일부로 ICC
가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개시함에 따라 한국은 침략범죄 개정문을 비준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는바, 이를 위해서는 침략범죄 개정문이 우리 안보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북한과의 군사적 관계에서 살펴볼 때, 한반도를 지배하는 정전체제는 남북한 간 새로운 무
력도발이 발생할 경우 침략행위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정전 체제하에서 남북한 간에는 적대행위
종료 상태가 사실상 유지되어 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남북한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국제법적 차원에서 한국과 북한은 각각 국
가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들은 모두 침략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한국은 로마규정 당사국이지만
북한은 비당사국이다. 따라서 한국과 북한의 지도자가 서로에 대해 범하는 침략범죄에 관해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침략범죄 개정문 제15조의2 제5항의 해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해당 조항은 당사국회부나 소추관 독자수사의 경로를 통하는 경우 비당사국 국민이 범하는 침략범죄
또는 비당사국에 대한 침략범죄에 대해서는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지도자가 한국에 대해 범하는 침략범죄 또는 한국의 지도자가 북한에 대해 범하는 침
략범죄는 각각 당사국회부나 소추관 독자수사의 경로를 통해서는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안전보장이사회의 사태회부가 있다면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는 있겠지만, 안
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구성을 고려할 때 그러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지도자가 북한에 대해 침략범죄를 범하더라도 당사국회부 또는 소추관 독자수사의 경로를
통해서는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 로마규정 제15조의2 제5항의 도입과 관련한 재검토회
의 논의과정 및 제15조의2 제1항의 문언 자체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로마규정
제12조 제3항의 임시 관할권 수락선언을 활용하여 한국의 지도자가 ICC의 관할권 행사대상이 되도
록 할 수도 없다고 이해된다. 한편 북한이 로마규정에 가입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나, 만약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북한의 지위는 조약법 협약 제40조 제5항의 기준에 따라 판단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개정 후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되고자 선택한다면 침략범죄 개정문과 관련하여 수락당사국의
지위를 가질 것이고, 개정 전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되고자 한다면 미수락당사국의 지위를 가질 것이
며,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위의 법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락당사국으로 간주하되, 미수
락당사국과의 관계에서는 미수락당사국의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이 침략범죄
개정문을 비준한 상황에서 북한이 로마규정에 가입한 후 관할권 배제선언을 한다면 안보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 한국도 전략적 차원에서 즉시 관할권 배제선언을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침략범죄 개정문은 현재의 한미연합방위
태세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주한미군이 전
․
략적 유연성 개념을 적용하여 주한미군 기지를 제3국에 대한 무력행사에 활용할 경우 침략범죄와
관련한 논란이 야기될 수는 있을 것이다.

* 이 정책연구는 필자의 법학박사 학위논문인 『침략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행사 개시와 한국에 대한
함의』(서울대 출판부, 2020) 중 제4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ㆍ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또한, 이 글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연구 성과로서 필자가 소속된 육군이나 국방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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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998년에 열린 로마회의는 침략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하 'ICC')의 관할대상범죄에 포함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침략
범죄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이 부각되었다. 우선 침략범죄를 ICC의 관할대상범죄로
로마규정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해 찬반양론이 제기되었다. 다음으로 침략범
죄를 어떠한 방식으로 정의할 것인지도 문제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침략범죄에 대
한 관할권 행사조건도 핵심 쟁점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로마회의 참가국들은 침략
범죄를 ICC 관할대상범죄에 포함시키되, 그 관할권 행사는 침략범죄의 정의와 관
할권 행사조건을 정하는 조항이 채택된 후에야 가능토록 하는 타협안에 도달하였으
며, 그 내용은 로마규정 제5조 제2항에 반영되었다.1)
그 후 2010년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는 침략범죄의 정의와 그 관할권 행사조
건을 정하기 위한 재검토회의가 개최되었다. 침략범죄의 정의와 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침략범죄에 관한 특별실무그룹(SWGCA: Special Working Group on
the Crime of Aggression)에서의 회의 등 그간의 노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공
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캄팔라 재검토회의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았으나,
침략범죄에 대한 ICC의 관할권 행사조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가 간 이견이 존재
하는 상황이었다. 다양한 논의 끝에 결국 캄팔라 재검토회의에서는 침략범죄의 정
의와 그 관할권 행사조건에 대한 타협안을 마련하였고, 컨센서스를 통해 그 내용들
을 채택하게 되었다.
제16차 로마규정 당사국총회가 컨센서스로 채택한 결의에 따라 2018년 7월 17
일부로 ICC는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으며, 동 결의 제4항은
모든 로마규정 당사국들로 하여금 침략범죄 개정문을 비준 또는 수락할 것을 촉구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로마규정 당사국인 한국에게도 결국 (i) 침략범죄 개정문을
비준 또는 수락하는 방안, (ii) 미수락당사국으로 남는 방안, (iii) 관할권 배제선언
을 하는 방안 등 세 가지 선택지가 놓인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침략범죄 개정문을
비준할 것인지 여부, 나아가 비준한다면 언제 비준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국익의
관점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정책적 차원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
러한 정책적 차원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침략범죄 개정문이 한국의 안보환경에
1) 로마규정 제5조 제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1조 및 제123조에 따라 침략범죄를 정의하고 재판소의 관
할권 행사조건을 정하는 조항이 채택된 후 재판소는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한다. 그러한 조항은 유엔헌
장의 관련 규정과 부합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이후 2010년 캄팔라 재검토회의에서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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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법적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법적 분
석은 정책적 판단을 위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 글에서는 우선 2010년 캄팔라 재검토회의에서 채택된
침략범죄 개정문이 북한과의 군사적 관계라는 맥락에서 한국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
기로 한다. 다음으로 한국은 미국과 연합방위체제를 구성하여 북한의 군사적 위협
에 대응하고 있는바, 침략범죄 개정문이 연합방위체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
이며, 아울러 침략범죄 개정문에 비추어 미국의 주한미군 기지 이용과 관련한 쟁점
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Ⅱ

북한과의 군사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수행할 수 있는 군사적 조치로는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자위권 행사와 북한 급변사태를 가정한 인도적 개입의 가능성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자위권 행사와 관련하여 한국군이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 자위권
의 행사요건을 결여한 무력사용을 감행할 경우 ICC는 그러한 자위권 행사를 결정하
거나 지시한 한국의 지도자를 상대로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가 문제 될 것이다. 특히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군의 강경대응 기조를 고려할 때 자위권 행사요건 중 비례성 충족 여부가 논란
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있다.2) 한편,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예방적
자위권(anticipatory self-defense)3) 행사도 논란이 될 수 있다. 특히 예방적 자위
권 행사는 현실적인 무력공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임박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먼저 공격하겠다는 것이므로 침략행위 논란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
북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변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4) 급변사태
2) 연평도 포격도발 사태 이후 새로 임명된 국방부장관은 자위권에 있어서는 교전규칙의 필요성․비례성의 원칙이 적
용되지 않으며, 적의 도발 의지가 꺾일 때까지가 자위권 행사의 범위라고 강조하였다. 이후 한국군의 공식 입장
은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도발원점, 도발 지원세력은 물론 그 지휘세력까지 강력하게 응징한다는 것이었다.
합동참모본부 보도자료(2013-55), “또다시 도발한다면 처참한 응징으로 작전을 종결”, 2013. 11. 21. 참조.
3) 무력공격을 기준으로 한 시간적 전후관계에 따라 자위권의 수식어로 대응적(reactive), 차단적(interceptive), 예
방적(anticipatory), 선제적(preemptive) 등의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며, 학자에 따라서는 각 용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Tom Ruys, ‘Armed Attack' and Article 51 of the UN Charter: Evolutions in
Customary Law and Prac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252. 여기서는 무력공격이 임박한
상황에 대해 예방적(anticipatory)이라는 용어를, 무력공격이 임박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선제적(preemptive)이
라는 용어를 각각 사용하기로 한다.
4) 박휘락,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 군사적 개입의 명분과 과제”, 『국제관계연구』 제20권 제1호, 2015; 이근관,
“북한위기상황 시 주변국의 개입가능성과 그 국제법적 논리에 대한 검토”, 『서울국제법연구』 제18권 제2호,
2011; 신범철, “안보적 관점에서 본 북한 급변사태의 법적 문제”, 『서울국제법연구』 제15권 제1호, 2008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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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형으로는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유출, 북한의 정권교체, 쿠데타 등에 의
한 내전상황,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한국이 북한에 일방적인 인도적 개
입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할 경우 이는 로마규정이 말하는 침략범죄의 기초인 침략
행위에 해당되어 ICC가 그러한 결정을 한 지도자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가 문제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구체적 사례를 검토하기에 앞서 한국과 북한 간에는 ICC의 침략
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와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보다 근본적인 쟁점들이 있다.
우선 6·25 한국전쟁 이후 지속되어 온 한반도 정전체제가 침략범죄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다. 또한 한국과 북한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
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이 침략범죄 성립에 미칠 영향도 분석이 필요하다. 특
히 가장 중요한 쟁점은 비당사국과 관련한 모든 침략범죄를 ICC의 관할권 행사대
상으로부터 배제하고 있는 로마규정 제15조의2 제5항에 대한 해석이다. 로마규정
비당사국인 북한이 한국의 군사활동과 관련하여 제12조 제3항을 활용할 수 있는지
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북한이 로마규정 체제에
가입하는 상황을 가정한 쟁점도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을 차례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정전협정 체제와 침략범죄론
2010년 12월 6일 ICC의 소추관 오캄포(Luis Moreno Ocampo)는 천안함 폭
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이 ICC의 관할대상인 전쟁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예
비조사를 시작한다고 공표하였다.5) 그런데 몇 년간의 조사 끝에 2014년 6월 ICC
소추부는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 천안함이 해군함정이었고, 사망자들도 군인이었
으므로 이들을 공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쟁범죄가 아니며,6) 정전협정에 위반한
공격행위가 로마규정상의 기만에 의한 전쟁범죄에 해당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
다.7) 또한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서는 비록 이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였지
만,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연평도 포격도발이 의도적으로 민간인 또는 민간시설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8) 또한 민간인 피해가 예상되는 군사적
5) Office of the Prosecutor, “ICC Prosecutor: alleged war crimes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under preliminary examination”, December 6 (Press Release, 2010).
6) ICC, Office of the Prosecutor,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5 Report, June 2014
(hereinafter “2014 Article 5 Report”), para. 47.
7) Ibid., paras. 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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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보다 “명백히 과도한(clearly excessive)” 것으로 예측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 평가하였다.9) 그리하여 ICC 소추관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10)
ICC의 논리 중 특히 천안함 폭침사건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은 6․25 한국전쟁을 완전히 끝낸 것이 아니므로 한국과 북한은 여
전히 전쟁 중이며, 전쟁 중에 북한이 합법적인 군사표적인 한국의 군함을 공격하
는 행위는 전쟁범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ICC가 한반도 상황을 전시상태, 즉 국제
적 무력충돌의 상태로 판단한 근거는 다음의 두 가지였다. 첫째는 1953년에 체결
된 정전협정은 전쟁을 잠시 멈춘 것에 불과하며, 한국과 북한은 6․25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협정을 아직 협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한 간에는
여전히 전쟁상황이 유지되고 있다.(the two countries are technically still at
war.)”는 것이다.11) 둘째는 천안함 폭침사건에서 어뢰를 발사하거나, 연평도에 포
사격을 가하는 행위를 통해 관습국제법상 국제적 무력충돌의 상황이 조성되었다는
것이다.12)
정전체제를 전시로 이해하는 위와 같은 입장은 오펜하임(Oppenheim)으로 대표
되는 전통국제법의 시각과 궤를 같이한다. 배재식 교수는 전통국제법의 시각에 의
하면, 전쟁과 평화는 배타적 관계에 있다고 설명한다. 즉, 국가 간 관계는 전시 또
는 평시의 양자택일적 상황이라는 것이다.13)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정전이나 휴전
은 전쟁종결의 효과를 갖지 않는다. 정전이 장기간에 걸치는 경우 그것이 사실상
전쟁종료를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법적으로는 정전 자체가 전쟁상태의
종결, 즉 평화상태의 회복을 의미하지 않는다. 결국 정전기간 중 교전당사자 사이
에는 여전히 전쟁상태가 계속되는 것으로 이해한다.14) 국내에서도 이러한 전통국제
법적 시각을 바탕으로 현재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법적 측면에서 전시상황으로 이해
하는 견해도 존재한다.15) 즉, 엄격하게 법리적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의 정전체제는

8) Ibid., para. 70.
9) Ibid., para. 81.
10) Ibid., para. 82.
11) Ibid., para. 43.
12) Ibid., para. 43.
13) 배재식, “한국휴전의 법적 제문제”, 서울대학교, 『법학』 제16권 제1호(1974), p.35.
14) 배재식, 상게논문, p.37. 같은 시각으로는 Howard S. Levie, “The Nature and Scope of the Armistice
Agreement”,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50 (1956), p.884 참조.
15) 제성호 교수는 이와 관련하여 “1953년 7월 군사정전협정의 체결로 3년간의 한국전쟁이 외형적으로는 끝났지
만, 법적으로는 지금까지도 전시 상황이 연장되고 있다. 57년이 지난 오늘에도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 제성호, “한국전쟁의 국제법적 재조명”, 『전략연구』 통권 제49호
(2010),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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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로 명확히 대체되지 않는 한 전시의 연장이라는 것이다.16) 제성호 교수는
이러한 입장이 국내 학계의 통설적 견해라고 소개한다.17)
천안함 폭침사건에서의 ICC의 논리와 정전체제에 대한 전통국제법적 시각은 침
략행위의 성립과 관련한 별도의 쟁점을 야기한다. 한반도에서의 정전협정 체제는
전쟁을 완전히 종결시킨 것이 아니므로 한국과 북한은 여전히 전쟁 중이라는 논리
에 따른다면, 한국과 북한 간에는 전쟁범죄와 마찬가지로 침략행위도 성립할 수 없
는 것인지가 문제 되는 것이다. 여전히 정전체제가 지배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과
연 천안함 폭침사건이나 연평도 포격도발 같은 유형의 사태가 다시 발생한다면 이
를 침략행위로 평가할 수 없는가? 상반된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1) 침략행위 성립 부정론
한국과 북한이 법적으로 여전히 전쟁 중이라는 논리를 따른다면 합법적인 군사
표적인 상대방의 군함이나 군사시설을 타격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를 전쟁
범죄라고 볼 수 없고, 더 나아가 침략행위도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
다. 전쟁 상황 중에는 어느 일방의 행위를 침략행위로 보고, 타방의 행위를 자위권
행사라고 판단하기는 불가능하며, 전시에는 합법적인 군사표적을 공격하는 것이 허
용되는데 이를 두고 과연 침략행위라고 비난할 수 있느냐의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도발행위는 전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적대행위 중의 하나
에 불과하여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남북한 간의 현재 상태를 전쟁 중이라고 보게 되면 남북한 간에는 전시법(戰時
法, jus in bello)이 적용될 뿐이며, 개전법(開戰法, jus ad bellum)이 적용될 여지
는 사라지게 되는바, 이는 결국 개전법의 영역에 속하는 침략범죄가 성립하기 어렵
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대신 전쟁 중인 남북한 간에는 개개 전투행위의 적법성
과 관련된 전쟁범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될 뿐이다. 이는 침략범죄가 전쟁범죄와
구별됨에 따른 결과이다.18)

16) 제성호, “한국정전협정의 이행실태”, 서울대학교, 『법학』 제41권 제2호(2000), p.239, 각주 2; 제성호, 『한반
도 안보와 국제법』(한국국방연구원, 2011), p.104.
17) 제성호, “법적으로 본 남북 관계의 위상”, 『통일정책연구』 제24권 제1호(2015), pp.92-93. 한편 이근관 교수
는 한반도의 상황을 정전협정 체결ㆍ발효에 의하여 전쟁은 이미 종료하였지만 아직 평화는 수립되지 않은 과도
기적인 제3의 법적 상태라고 설명한다. 이근관,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수립의 국제법적 함의”, 서울대학
교, 『법학』 제49권 제2호(2008), p.182.
18) Carrie McDougall, The Crime of Aggression under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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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침략행위 성립 긍정론
그러나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하여 남북한 간에 침략행위의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전쟁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시각
과 침략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시각은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 즉, ICC가 한국
과 북한 간의 관계를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판단한 전제하에 합법적
인 군사표적에 대한 공격은 전쟁범죄가 될 수 없다고 본 논리는 침략범죄 성립여
부의 논의에 그대로 원용되기 어렵다. ICC 또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사
건에 대한 예비조사보고서에서 이 점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행위가 전쟁범죄로 성
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북한의 무력사용행위를 눈감아 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ICC 소추부가 전쟁범죄 성립 여부의 판단에 적용한 법리는 개
전법(jus ad bellum)이 아니라 전시법(jus in bello)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19)
정전협정 체제하에서 침략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대행위 종료
상태가 사실상 유지되어 오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
에서 정전협정은 비록 완전한 의미의 평화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남북 간 적대행
위의 중단을 가져왔고, 그러한 상태가 지금까지 65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물론 정전협정을 유지하는 동안에도 북한은 크고 작은 도발
을 이어왔지만,20) 그것이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다시 전면전을 개시하는 결과로 이
어지지는 않았다. 한국은 정전협정을 준수한다는 점을 수시로 밝혀왔으며, 북한도
현재의 정전협정 체제를 부인하지 않는다. 특히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는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
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고
하였고, 화해부속합의서 제20조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이는 남북 간 상호
전면전 수준의 적대행위가 종료된 상태가 유지되어 오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러한 상황을 전제로 일방이 타방에 대해 유엔헌장에 위반되는 무력을 행사하는 것
은 침략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정전협정으로 인해 적대행위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침략행위는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정전체제를 법적으로는 전쟁상태가 존속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 경우에도 국제법상 무력사용금지 원칙이 여전히 적용된다는 시각도 주목할 만하
다.21) 이에 의하면 평화협정의 체결에 의해 전쟁상태가 종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19) 2014 Article 5 Report, paras. 12, 82.
20) 북한은 1950년대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총 3,119건의 침투 및 국지도발을 감행하였다. 국방부, 『2018
국방백서』, p.251 참조.
21) 조시현, “한국전쟁의 국제법적 성격”, 서울대학교, 『법학』 제41권 제2호, 2000,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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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전쟁상태가 존속하는 정전체제하에서 이루어진 무력행사도 무력사용금지
의 원칙을 적용받기 때문에 자위권의 행사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불법하게 된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바뀌었는지 여부는 무력사용금지 원칙의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의하면 현재 한반도를 지배하
는 정전협정 체제하에서도 당연히 침략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딘스타인 교수는 평화협정은 물론 정전협정도 전쟁을 종료시킨다는 점에서 동일
하며, 만약 정전협정 후 당사국 간에 새로운 적대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는 기존 적
대행위의 연속이 아니라 별도의 적대행위로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22) 특히 딘스타
인 교수는 정전에 대한 인식이 지난 세기 동안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고 설명한다.
즉, 두 차례 세계대전 이전의 정전은 교전국 간 적대행위를 잠시 정지하는 것이었으
며 교전국들은 여전히 전쟁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이러한 시각
은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36조 내지 제41조에도 반영되었다. 이에 의하면 정
전은 적대행위의 정지(suspension of hostilities)를 의미하며, 만약 정전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교전당사국은 상대에게 일정기간 경고를 한 다음 언제라도 적
대행위를 재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 국제법에서 정전은 비록 완전한 의미의 평
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대행위의 종료(termination of hostilities)
를 의미하게 되었다고 한다. 즉, 오늘날 정전이란 적대행위를 재개할 권한을 당사국
에게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거의 정전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23) 특히 딘스
타인 교수는 정전협정이 전쟁을 종료시킨 대표적 예로 6․25 한국전쟁을 종료시킨
1953년 정전협정을 들고 있다. 그는 한국에서의 정전협정이 비록 완전한 의미의 평
화를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그로 인해 전쟁이 종결되었다고 평가하면서,

6․25 한국

전쟁이 법적으로 여전히 유효하다는 명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24)
이러한 딘스타인 교수의 설명에 의하면 정전협정 체제하의 남북한 간에도 별도의
적대행위가 발생할 경우 당연히 침략행위가 성립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도발 같은 유형의 사태가 오늘날 다시 발생한
다면 이는 한반도를 지배하는 정전협정 체제에도 불구하고 침략행위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전협정이 6․25 한국전쟁을 끝낸 것이 아니므로 한국과 북한이 여전
히 국제적 무력충돌 중이라는 ICC의 기존 논리는 침략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용되기 어렵다고 본다.

22) Yoram Dinstein, War, Aggression and Self-Defense, 5th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p.47.
23) Ibid., pp.41-42.
24) Ibid.,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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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한 특수관계와 침략범죄론
침략범죄 개정문은 침략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로서 침략행위의 발생을 요구
하며, 침략행위의 주체와 객체는 국가에 한정된다. 따라서 테러단체 같은 비국가행
위자는 침략행위의 주체나 객체가 될 수 없다. 여기서 한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
하지 않으며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로 보고 있는데, 북
한이 한국에 대해 무력행사를 한 경우 또는 그 반대로 한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조
치를 시행한 경우 침략행위의 범주에 포섭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1) 국내법적 차원의 여러 이론들
우선 한국과 북한은 상호간을 국가와 국가의 관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도 남북한 모두는 각자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주장하고 있다. 우선 한국의
법체계는 헌법 제3조를 토대로 규범적으로는 전 한반도가 한국의 영토이고 이에
따라 한국의 주권이 북한 영역에까지 미친다고 설명한다. 법원은 비록 한국의 통치
권이 북한지역에 당장은 집행되지 않지만, 이 지역도 한국의 법령이 적용된다는 논
리의 판결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이 극단화된 것이 이른바 미수복지구론 또는
반국가단체론이다. 즉, 북한지역은 언젠가는 한국이 되찾아야 하는 미수복지구이며,
북한지역에서는 한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도 인정할 수가 없으므로,
비록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국가로 존속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북한 당
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정상회담 등을 제의하였다 하여 북한이 한국의 영토고권을
침해하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25) 이러한 미수복지구론
또는 반국가단체론은 한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입장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한국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가 되면 북한은 자연스럽게 반국가단
체가 되는 것이다.
한편 한국 법제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만 인식하지는 않는다. 헌법 제4조는 대
한민국이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통일정책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에 입각한 것인 동시에 평화적일 것을 요구한다. 평화적 통일정책은 상대방을 대화
상대로 인정해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헌법적 요청에 따라 남북은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을 비롯하여 1973년 6․23 선언을 통해 남북한 당국 간의 제한적이고 비공
개적인 대화를 이루었다. 특히 1988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기초한 7․7 선언에

25)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45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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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남과 북의 대결관계를 지양하고 공동번영의 동반자관계를 추구하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1990년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후
1991년 12월에는 남북관계의 근간을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다. 여기에
서는 남과 북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
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미수복지역론, 반국가단체론, 유일합법정부론, 남북한 특수관계
론은 전부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서로 실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국내
법적 차원의 논의이다. 그런데 침략행위는 본질적으로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발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침략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는 필연적으로 국제법
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2) 국제법적 측면의 검토 필요성
무엇이 국제법상 국가라고 인정되는가의 논의는 국제법의 근원과 관련된 주제이
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3요소로는 국민․영토․정부가 제시되며, 이러한 국가의 자격
요건론은 아직도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26) 이 기준에 따른다면 북한은 국
제법상 국가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토를 확보하고 있으며, 그 영토에는 국민들이 살고 있고, 또한 북한지역에 대해
실효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정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
한 몬테비데오 조약은 다른 국가와 관계를 맺을 능력을 국가의 요건의 하나로 규
정하는바, 북한은 상당수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어 이러한 요건도 충족한다.
현재의 남북한 관계를 국제법상 분단국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해하더라도 북한의
국가성은 별다른 무리 없이 인정된다. 분단국이란 과거 통일된 국가에서 분리되어
현재는 외견상 복수의 주권국가로 성립되어 있으나 언젠가는 통일을 지향하는 국가
를 말하며, 현재의 남북한 관계가 그 대표적 예이다.27) 일반적으로 분단국 상호간
에는 국가승인을 하지 않으며, 공식 외교관계도 수립하지 않고, 상호간 경계를 국
제법상 국경으로 간주하지 않지만, 국제사회의 대다수 국가는 분단국 양측을 별개
의 독립국가로 승인한다. 또한, 이들 분단국 상호간에는 무력사용금지나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가 적용된다고 이해된다.28) 따라서 남북한 관계를 분단국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도 국제법상 북한의 국가성은 인정될 수 있다.
26)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제8판(박영사, 2018), p.147.
27) 정인섭, 상게서, p.158; 제성호, “법적으로 본 남북 관계의 위상”,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제1호
(2015), p.90.
28) 정인섭, 상게서, 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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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92년 9월 17일 한국과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다는 점도 국제법적 측
면에서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할 만한 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유엔헌장은
제4조에서 유엔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으로 국가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
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상호 국가성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인지에 대해 헌법재판소
는 이를 부정하는 결정을 하였지만29), 이러한 결정 또한 국내법의 테두리 내에서
만 의미를 가질 뿐이며, 북한의 국제법상 지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한편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2005년 3월 20일 서울을 방문하면서 가진 기자회
견에서 북한이 주권국가라는 점을 언급하였으며,30) 최근에는 북미 정상이 두 차례
회담을 갖기도 하였다. 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가승인을 하지는 않
았지만, 적어도 북한을 하나의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였다는 점을 의미한다. 몬테비
데오 조약 제3조는 한 국가의 정치적 실재(political existence)는 다른 국가의 승
인과는 독립적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1974년 침략의 정의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 제3314호(XXIX)는 침략행위의 주체로서 국가를 설명하면서 이는 승인
의 문제나 혹은 그 국가가 유엔총회 당사국인지 여부와 무관하다고 밝혔다.31) 이
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북한을 국가로 승인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치적 실체로서의 북한은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존재하는
것이며 침략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침략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는 결국 북한이 ICC 체제 내에서도 국
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와 관련된다. 실제 ICC는 북한의 국가성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ICC 소추부는 2014년 6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에 대한 예비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이 ICC 체제 내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언급하였다. 당시 ICC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이 로
마규정 제12조 제2항에 비추어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쟁범죄에 해당
하는지를 검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ICC는 북한을 당사국이 아니라고 하면서 북
한 정부(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32), 북
한 국적자(DPRK nationals)33)라는 표현을 썼다. 또한, ICC는 한국과 북한을 두

29) 헌법재판소 1996년 10월 14일 선고 95헌가2 결정 참조.
30) Charles L. Pritchard & Michael E. O’Hanlon, “A New Approach to North Korea”, Brookings
Institution, 2005. 4. 12, https://www.brookings.edu/opinions/a-new-approach-to-north-korea (검
색일: 2020. 1. 1).
31) UNGA Resolution 3314(XXIX). Definition of Aggression, Annex, Article 1. 참조. 원문은 다음과 같다.
“In this Definition the term “State” (a) Is used without prejudice to questions of recognition or
to whether a State is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32) 2014 Article 5 Report, paras. 5, 37.
33) Ibid., paras. 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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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국가(two countries)34)라고 하면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로 인해
국제적 무력충돌(international armed conflict)35)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ICC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ICC는 침략범죄의 맥락에서도 북한을 한국과
구분되는 별도의 국가로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3. 로마규정 제15조의2 제5항의 해석 문제
1) 문제의 소재
침략범죄에 대한 ICC의 관할권 행사는 (i) 당사국회부 또는 소추관 독자수사(제
15조의2), (ii) 안전보장이사회의 사태 회부(제15조의3)라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우선 안전보장이사회는 침략행위의 주체가 로마규정 당사국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ICC에 그로 인한 사태를 회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는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침략행위 상황도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ICC로
회부될 수 있다. 그러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전보장이사회가 한국과 북한 간의 침략행위로 인한 사태를 ICC
로 회부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우방국이며, 한국
은 미국과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군사도발에 함께 대응하고 있기 때문
이다.
그런데 당사국회부 또는 소추관 독자수사의 경로를 통한 ICC의 관할권 행사를
검토한다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다. ICC가 한국과 북한 간 침략행위로 인한 침략
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고 해석될 만한 규정
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침략범죄 개정문 제15조의2 제5항인바, 그 원문은
“In respect of a State that is not a party to this Statute, the Court shall
not exercise its jurisdiction over the crime of aggression when
committed by that State’s nationals or on its territory.”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속인주의를 규정한 “crime of aggression committed by that State’s
nationals”는 비당사국의 국민이 범한 침략범죄를 의미하므로, 제15조의2 제5항은
ICC가 비당사국의 국민이 범한 침략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명확
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에 의하면, 북한은 현재 로마규정 비당사국이므로 북한의
지도자가 대한민국에 대해 침략범죄를 범할 경우 ICC는 당사국회부 또는 소추관
34) Ibid., paras. 9, 43.
35) Ibid., paras. 9, 10, 11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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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수사의 경로를 통해서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반대로 한국
의 지도자가 북한에 대해 침략범죄를 범할 경우는 어떠한가? 이는 속지주의를 규정
한 “crime of aggression committed on its territory” 부분의 해석에 따라 결
론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다. 이 부분의 규범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견
해차가 존재하는바, 이하에서는 이 쟁점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36)

2) 해석상의 견해 대립
일반적으로 침략범죄 개정문 제15조의2 제5항의 속지주의 부분은 비당사국의 영
토에서 침략범죄의 개별적인 행위들이 발생한 경우는 물론 침략범죄의 결과가 비당
사국의 영토에서 발생한 경우까지 포섭하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
견해에 따르면, 제15조의2 제5항의 속지주의 부분은 비당사국의 영토에서 침략범
죄의 개별적인 행위들이 발생한 경우 또는 침략범죄의 결과가 비당사국의 영토에서
발생한 경우에 ICC가 해당 침략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규범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침략범죄의 개
별적인 행위들을 범하고 그 결과가 북한의 영토에서 발생한 경우 ICC는 대한민국
의 지도자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북한은 로마규정 비당사국이고
북한의 영토에서 침략범죄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해석
에 의하면, 로마규정 비당사국인 북한이 당사국인 한국을 침략하거나 그 반대의 상
황이 발생한다면 당사국회부 또는 소추관 독자수사의 경로를 통해 남북 양측의 지
도자가 각각 ICC에 의해 침략범죄로 수사받거나 기소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평
가된다.37)
그러나 위와 같은 일반적인 해석에 반대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트라한 교수는
수락당사국이 미수락당사국을 침략하는 경우는 로마규정 제121조 제5항 제2문이
규율하는 범위에 포섭되지 않기 때문에 ICC가 여전히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는 주장을 펼쳤다. 구체적으로 침략범죄와 관련된 모든 행위, 즉 침략행위의 계
획, 준비, 개시 등의 모든 행위가 수락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일어났다면, 비록 그
침략행위의 결과가 피침국인 미수락당사국의 영토에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36) 로마규정 제15조의2 제5항의 해석 및 번역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 대해서는 이상재, “침략범
죄 개정문의 한국에 대한 함의(부제: 제15조의2 제5항의 해석과 번역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65권
제3호(2020), pp.149-172 참조. 지면 관계상 이 글에서는 위 쟁점에 대한 축약된 형태의 논증을 소개하기로
한다.
37) 최태현, “ICC규정 침략범죄관련 조항의 채택과 함의”, 『서울국제법연구』 제17권 제2호(2010), p.144; 최태현,
“한국에 있어서 ICC규정 침략범죄조항의 국내적 이행”, 한양대학교 『법학논총』, 제32권 제2호, 2015, p.101;
최태현, “침략범죄에 대한 ICC관할권 행사개시 결정”, 국제법 현안 Brief 2018-제1호(2018. 3. 30),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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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범죄는 수락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미수락당사국의 영토에
서의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 committed on the territory of a State
Party that has not ratified or accepted these amendments)”에 해당하지
않고, 결국 ICC는 그 침략범죄자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다.38)
이러한 논리가 확장된다면 수락당사국이 비당사국에 대해 침략행위를 감행한 경
우에도 로마규정 제15조의2 제5항의 규율 범위에 포섭되지 않게 된다. 실제 트라
한 교수는 이전 논문에서 로마규정 당사국인 영국이나 프랑스가 비당사국을 침략하
는 상황을 가정하며, 만약 무력사용의 계획, 준비, 개시 등의 행위들이 영국이나
프랑스의 영토 내에서 행해지고 이들 국가가 침략범죄 개정문을 수락하고 관할권
배제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영국이나 프랑스의 지도자도 ICC의 관할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39)

3) 구체적 검토
이러한 상반된 입장은 본질적으로 침략범죄에서의 속지주의가 개별적인 침략범죄
의 행위발생지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그러한 침략범죄의 결과가 발생한 영토까지 포
함하는지의 시각차에서 비롯된다. 즉, A국의 영토 내에서 A국의 지도자가 침략행
위를 계획, 준비, 개시, 실행하여 그 침략의 결과가 B국의 영토 내에서 일어난 경
우 과연 침략범죄는 A국의 영토에서만 범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A
국의 영토뿐만 아니라 B국의 영토에서도 범해진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지의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침략범죄 개정문 제15조의2 제5항에 규정된 “crime of
aggression committed on its territory”는 어떠한 규범적 의미를 가지는가? 로
마규정 당사국인 한국이 침략범죄 개정문을 비준한 상태를 전제할 때 한국의 지도
자가 한국의 영토 내에서 비당사국인 북한에 대한 침략행위를 계획, 준비, 개시,
실행하여 그 결과가 북한의 영토에 미치게 되는 경우 제15조의2 제5항의 규율 범
위에 포섭되는가? 몇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38) Jennifer Trahan, “From Kampala to New York—The Final Negotiations to Activate the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over the Crime of Aggression”, International Criminal Law
Review, Vol. 18(2) (2018), p.238.
39) Jennifer Trahan, “The Rome Statute’s Amendment on the Crime of Aggression: Negotiations at
the Kampala Review Conference”, International Criminal Law Review, Vol. 11(1) (2011),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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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마규정 제12조 제2항 (a)에서의 문제의 행위(conduct in question)
로마규정 제15조의2 제5항이 규정하는 “crime of aggression committed on
its territory”는 ICC가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는 근거로서 속지주의
(territoriality)를 표현한 것이며, 속지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은 로마규정 제12
조 제2항 (a)에 마련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로마규정 당사국의 영토에서 “문제의
행위(conduct in question)”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ICC에 관할권을 부여해 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의 행위란 개별적인 범죄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범죄행위의 결과까지 포함하는 개념인가?
우선 로마규정 제12조 제2항 (a)의 문언상 표현에 주목한다면 문제의 행위 자체
가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에 한정하여 ICC의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 해당 조문은 분명히 당사국의 영토에서 문제의 행위(conduct
in question)가 발생한 경우에 ICC의 속지주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로마규
정의 다른 부분에서는 행위(conduct)와 범죄(crime)라는 표현을 각각 구별하여 사
용하고 있는 점40)을 고려할 때 양자의 의미상 차이는 더욱 분명해지기 때문이
다.41) 또한, 로마규정 제31조 제1항은 행위자가 행위 시(at the time of that
person’s conduct) 일정한 능력이 없으면 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명
시하는바, 여기의 행위 시란 범죄행위 그 자체가 발생한 시점을 의미하며 범죄행위
로 인한 결과가 발생한 시점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는 제12조 제
2항 (a)에서의 행위도 범죄행위 자체를 의미한다는 시각을 뒷받침할 수도 있다.42)
그뿐 아니라 로마규정은 개인의 형사책임을 다루는 규범이므로 그 해석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이러한 해석을 보강해 주는 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
한 시각에 따른다면, ICC는 범죄행위 자체가 당사국의 영토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속지주의에 근거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며, 범죄행위의 결과가 당사국의 영
토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관할권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요소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협소한 해석은 ICC의 관할권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켜 이른바
잔혹범죄에 대한 국제적 처벌의 공백을 만들어 낼 우려가 있다. 따라서 로마규정

40) 로마규정 제12조 제2항 (a)에 함께 규정된 선박과 항공기에서의 속지주의 규정에는 범죄(crime)라는 용어가 사
용되었고, 제12조 제2항 (b)의 속인주의 규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범죄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또한 임시관할권
수락선언을 규정한 제12조 제3항에서도 문제의 범죄(crime in ques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결국 ICC의
관할권 근거를 규정한 제12조에서 행위(conduct)라는 용어는 일반적인 속지주의 규정에서만 사용된 것이다.
41) Michail Vagias, The territorial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p.95.
42) Ibid.,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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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2항 (a)에 사용된 용어의 표면적 의미에 얽매이기보다는 로마규정의 대
상과 목적을 포함한 문맥에 기초하여 속지주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
직한 해석이다. 로마규정 제12조 제2항 (a)의 속지주의 연결고리는 제13조 (a), (c)
에 따른 당사국회부 또는 소추관 독자수사의 경우에만 요구되는바, 당사국회부를
규정한 제13조 (a)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범죄가 범해진 것으로 보이는 사태가 당
사국에 의해 소추관에게 회부된 경우를, 소추관 독자수사를 규정한 제13조 (c)는
소추관이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 경우를 각각 규정한다. 결국 당사국회부 또는
소추관 독자수사에 있어 속지주의 연결고리가 요구되는 경우란 개별적인 행위가 발
행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범죄가 범해진 상황을 전제하는 것
이다. 따라서 로마규정 제12조 제2항 (a)를 제13조 (a), (c)의 문맥에 비추어 해석
한다면 당사국의 영토에서 발생해야 하는 것은 개별적인 행위가 아니라 전체로서의
범죄라고 이해할 수 있다.43) 그러므로 ICC는 로마규정 제12조 제2항 (a)에 따라
범죄의 개별적인 행위가 당사국의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죄를
구성하는 결과가 당사국의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속지주의에 근거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2)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속지주의의 적용 범위
로마규정의 합목적적 해석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제법 원
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속지주의의 적용범위는 행위발생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44) 즉, 오늘날에는 자국 내에서 행위가 시작되었으나 그 결
과가 타국에서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 즉 타국에서 행위가 시작
되었으나 그 결과가 자국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영토국의 관할권 행사가 인정되고
있다.45) 학계에서는 전자를 주관적 속지주의(subjective territoriality), 후자를 객
관적 속지주의(objective territoriality)라 부르며 모두 속지주의의 내용에 포함시
키고 있다.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가 로터스호 사건(Lotus case)에서 내린 판결
도 관할권 행사의 근거로서의 이러한 속지주의 법리를 잘 보여주었다.46) 즉, 이 사
건에서 프랑스인 선원의 구체적 과실행위는 프랑스 선박 내, 즉 프랑스 영토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그 과실의 결과는 터키 선박, 즉 터키 영토에 대해 발생하였고,
43) Vagias, supra note 41, pp.96-98.
44) Hein D. Wolswijk, “Locus Delicti and Criminal Jurisdiction”, Netherlands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46(3) (1999), p.363.
45) 정인섭, 전게서, p.216.
46) 특별실무그룹 논의과정에서도 로마규정 제12조 제2항의 속지주의에 결과발생지가 포함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로터스호 사건(Lotus case)이 원용되었다. November 2008 SWGCA Report, para.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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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터키가 객관적 속지주의에 근거하여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재판소의 결론이다.47) 결국, 행위발생지뿐만 아니라 결과발생지도 속
지주의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결과발생지국이 객관적 속지주의에 근거하여 관할권을
행사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48)

(3) ICC의 실무 적용례
ICC도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에 대한 예비조사보고서에서 속지주의 개념에 결과
발생지가 포함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ICC는 2010년 당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를 두고 예비조사를 하였는데, ICC가 전쟁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려면 로마규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속지주의 또는 속인주의 연결
고리가 충족되어야 하였다. 그런데 ICC 소추관은 이 사건에서 속지주의 연결고리
가 충족된다고 보았다. 로마규정 제12조 제2항 (a)의 속지주의는 행위발생지뿐만
아니라 결과발생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포격도발의 결과 내지 피해가 발생한 장
소는 로마규정 당사국인 한국의 영토이므로 속지주의 연결고리가 충족되어 결국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49) ICC는 이 사건을 전쟁범죄의 관
점에서 검토하였지만, 침략범죄에서도 관할권 행사를 위한 속지주의 요건은 동일하
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영토와 관련된 침략범죄의 특성
침략범죄는 다른 범죄와 비교할 때 행위발생지와 결과발생지가 분리되는 현상이
두드러지며, 이는 침략범죄의 주체가 국가지도자에 한정되는 점과 관련된다. 즉, 침
략범죄의 주체는 한 국가의 정치적․군사적 지도자에 한정되는바, 이러한 지도자는
행위 당시 침략국에 위치할 가능성이 다른 범죄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행위발생
지와 결과발생지가 분리되는 현상이 부각되는 것이다.50) 이러한 현상은 침략범죄가
47) 로터스 판결은 객관적 속지주의에 근거한 관할권 행사를 인정해 준 것으로 평가된다. Cedric Ryngaert,
Jurisdiction in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of Oxford Press, 2015), p.38; Vagias, supra
note 41, p.17.
48) 다만 이 판결 이후 공해상 선박충돌사건에 있어 형사관할권을 어느 국가가 행사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적절한지
에 대해 국제적 논란이 일었고,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제97조는 이 판결의 결과와는 반대로 공해상 선박충
돌사건에 관한 형사관할권은 기국에 있다고 규정하였다.
49) 2014 Article 5 Report, paras. 38-39. 특히 ICC는 연평도에 대한 포격도발 행위가 연평도의 영토에서 발
생한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the conduct of firing shells onto Yeonpyeong Island
is conduct occurring on the territory of a State Party.” 또한, 포를 발사하는 행위와 포를 목표한 영역
에 맞추는 행위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만약 이를 분리할 경우 하나의 행위를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이라
고 평가하였다.
50) November 2008 SWGCA Report, para.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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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으로 타국의 영토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연한
측면이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자면, 로마규정 제12조 제2항 (a)를 그 대상과 목적을 비
롯한 문맥을 고려하여 해석한다면 당사국의 영토에서 개별 범죄행위가 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 당사국의 영토에서 구성요건적 범죄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ICC는 객
관적 속지주의에 근거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이해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속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며, 실제 ICC도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에 대한 예비조사보고서에서 이러한 법리에 기초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침략범죄의 경우 그 지도자범죄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범죄의 행위발생지와 결과
발생지가 분리되는 특성을 가지며, 또한 침략범죄 자체가 본질적으로 타국의 영토
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한다.
결국, 제15조의2 제5항의 “crime of aggression committed on its territory”
는 침략범죄의 개별적인 행위가 비당사국의 영토에서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침략
범죄의 결과가 비당사국의 영토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로마규정 당사국인 한국이 비당사국인 북한에 대해 침략행위를 감행할 경
우, 설사 그것이 침략범죄 개정문을 비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침략범
죄 개정문 제15조의2 제5항의 해석상 ICC는 한국 지도자에 대해 당사국회부 또는
소추관 독자수사의 경로를 통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4. 로마규정 제12조 제3항의 적용 문제
북한은 로마규정 비당사국이므로 한국과 북한 간에 ICC의 침략범죄 관할권 행사
와 관련해서는 로마규정 제15조의2 제5항이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의하면 한
국이 로마규정 비당사국인 북한에 대해 침략행위를 범하더라도 당사국회부 또는 소
추관 독자수사의 경로를 통해 한국 지도자가 ICC의 침략범죄 관할권 행사대상이
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 경우 만약 북한이 로마규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임시관할권 수락선언51)을 통해 침략범죄 개정문을 임시수락하여
ICC로 하여금 한국의 지도자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는가?
이는 침략범죄에 있어서도 다른 ICC 관할대상범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로마규
51) 로마규정 제12조 제3항은 ICC가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 로마규정 비당사국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러한 비
당사국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로마규정 비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자국
영역에서 벌어진 ICC 관할대상범죄를 ICC가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관할권 수락선언을 하기도 하였다.
Ukraine accepts ICC jurisdiction over alleged crimes committed since 20 February 2014, ICC
(Press Release, September 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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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제12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의 문제이다. 로마규정 제15조의2의 내용 중에는 제
12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 이로 인해 침략범죄에도
전쟁범죄 등에서와 마찬가지로 비당사국이 제12조 제3항의 임시관할권 수락선언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침략범죄
의 경우에는 로마규정 비당사국이 제12조 제3항의 임시관할권 수락선언을 이용하
여 ICC로 하여금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본다.52)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로마규정 제15조의2 제5항의 도입과 관련한
재검토회의 논의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캄팔라 재검토회의에서는 ICC의 침략
범죄에 대한 시간적 관할권과 관련하여 침략범죄 개정문의 발효 전이라도 관련 국
가가 제12조 제3항에 따른 선언을 하는 경우에는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는 취지의 문언을 포함하는 양해사항이 애초에 포함되어 있었다.53) 그러나 비당사
국에 대한 침략범죄 관할권의 전면적 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제15조의2 제5항이 제
안되면서 해당 양해사항은 결국 삭제되었다. 왜냐하면, 침략범죄에도 제12조 제3항
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비당사국은 침략국이 되는 경우 제15조의2 제5항에 따라
ICC의 관할권 행사대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지만, 반대로 비당사국이 피침국이 되
는 경우 그 비당사국은 제12조 제3항의 선언을 통해 침략국 지도자를 ICC의 관할
권 행사대상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바, 이는 형평에 맞지 않는 안보적 혜택을 비당
사국에게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었다.54) 침략범죄에 있어서도 제12조 제3항의
임시관할권 수락선언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양해사항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삭제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비당사국이 관련된 침략범죄에는 제
1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55)
다음으로 제15조의2 제1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로마규정 비당사국은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임시관할권 수락선언을 할 수 없다.56) 새롭게 도입된 제15조의2는
52) Claus Kreß & Leonie Von Holtzendorff, “The Kampala Compromise on the Crime of Aggression”,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 8(5), 2010, p.1213. fn. 113; Mcdougall, supra note
18, p.263; Dapo Akande, “An Analysis of why the ICC does not have Jurisdiction over the
Crime of Aggression Committed by Nationals of ICC Parties which have not Ratified the
Kampala Aggression Amendments”, ICC Forum, 2018. 2. 12, https://iccforum.com/aggression#Akande
(검색일: 2020. 1. 1); Gerhard Kemp, Individual Criminal Liability for the International Crime of
Aggression, 2nd ed, Intersentia (2016), p.183.
53) 해당 양해사항은 다음과 같다. “It is understoo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 paragraph 2, of the
Statute, that in a case of article 13, paragraph (a) or (c), the Court may exercise jurisdiction
only with respect to crimes of aggression committed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mendment
for that State, unless that State has made a declaration under article 12, paragraph 3.”
54) 최태현, “ICC규정 침략범죄관련 조항의 채택과 함의”, p.140; Mcdougall, supra note 18, p.263.
55) Stefan Barriga & Leena Grover, “A Historic Breakthrough on the Crime of Aggression”,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05(3) (2011), fn. 37.
56) 최태현, “ICC규정 침략범죄관련 조항의 채택과 함의”,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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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서 침략범죄에 관한 ICC의 관할권 행사가 “이 조의 규정에 따라(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이루어진다고 명시한다. 이는 당사국회부 또
는 소추관 독자수사의 경로를 통해 ICC가 침략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경
우 제15조의2의 명시적인 규정에 따르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제15조
의2 제5항은 피침국이 로마규정 비당사국인 경우에는 ICC가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 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57) 따라서 로마규
정 비당사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ICC의 침략범죄 관할권으로부터 제외되며, 제12조
제3항의 임시관할권 수락선언도 활용할 수 없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이 비당사국 지위를 가진 북한에 대해 무력행사를 할 경우 북한이 제12조 제3
항의 임시관할권 수락선언을 활용하여 ICC로 하여금 한국 지도자를 대상으로 관할
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해함이 타당하다.

5. 북한의 로마규정 가입과 관련한 쟁점
한국이 침략범죄 개정문을 비준한 상황에서 나중에 북한이 로마규정에 가입한
후 침략범죄와 관련하여 관할권 배제선언을 하게 된다면, 한국은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는 몇 가지 쟁점이 내포되어 있다. 우선 북한이 로마규정에 가입
할 경우 침략범죄 개정문과 관련하여 북한이 가입하게 되는 조약은 어느 것인지가
문제 된다. 다음으로 한국이 수락당사국의 지위를 갖게 된 이후 북한이 관할권 배
제선언을 한 당사국의 지위를 갖게 된다면 안보적 측면에서 문제는 없는지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1) 로마규정에 가입할 북한의 법적 지위
북한의 인권상황이 국제적 눈높이를 충족할 수준으로 개선되거나 북한의 집권세
력이 교체되는 등 국제정세가 급변하여 만약 북한이 로마규정에 가입하게 된다면
침략범죄 개정문과 관련하여 북한은 어떠한 지위를 가지게 되는가? 이는 북한이 침
략범죄 개정문 채택 이전의 로마규정(“개정 전 로마규정”이라 칭한다)과 침략범죄
개정문 채택 이후의 로마규정(“개정 후 로마규정”이라 칭한다) 중 어디에 가입하게
되는지의 문제이다.
추후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되는 국가는 자동적으로 침략범죄 개정문이 반영된
57) 이 점에 대해 크레스 교수는 로마규정 제15조의2 제5항이 제12조 제3항에 대한 특별법(lex specialis)으로 볼
수 있다고 서술하는바, 적절한 설명으로 보인다. Kreß & Holtzendorff, supra note 52, p.1213. fn.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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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규정에 가입하게 된다는 견해가 있다.58) 이는 조약법 협약 제40조 제5항이 다
자조약에 새로 가입하는 국가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를
다자조약의 틀 안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동조 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규정은 해당 다자조약에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을 때 적용된다고 명
시된 점에 주목한다. 즉, 다자조약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해당 다자조약에 달리 규
정하는 바가 있는지를 우선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로마규정 제12조
제1항과 제5조는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되는 국가가 침략범죄에 대한 ICC의 관할
권을 수락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로마규정에 새로 가입하는 국가는 침략범죄의
관할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로마규정 제120조는 로마규정에
대한 유보를 금지하고 있는바, 조약법 협약 제40조 제5항이 예정하고 있는 별도의
의사표시는 이러한 유보금지에 위배된다는 것이다.59) 이러한 이유로 침략범죄 개정
문이 채택된 이후에 로마규정에 가입하게 되는 국가는 자동적으로 “개정 후의 로마
규정”에 가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로마규정 제12조 제1항을 미래에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될 국가들의 지위
를 결정하는 근거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제12조 제1항은 로마규정의 당사국
이 되는 국가가 침략범죄 등의 관할권을 수락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
이다. 새롭게 로마규정에 가입하는 국가가 침략범죄 개정문을 수락하지 않은 당사
국의 지위를 가진다 하더라도 그 국민이 ICC의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 대상
이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미래에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될 국가가 미
수락당사국의 지위를 가진다 하더라도 로마규정 제12조 제1항의 취지가 몰각되는
것이 아니다. 한편, 로마규정 제120조가 말하는 유보의 금지란 로마규정이 마련하
고 있는 내용을 제한하려는 당사국의 의사표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바, 수
락당사국 또는 미수락당사국의 지위는 침략범죄 개정문을 제121조 제5항 제1문에
따라 발효시킬 경우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다. 미래의 로마규정 당사국이 될
국가가 이러한 지위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제120조가 금지하
는 유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미래의 로마규정 당사국의 지위는 조약법 협약 제40조 제5항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해석이 국가주권을 좀 더 존중하는 입장일
것이다.60) 이에 의하면, 개정하는 합의의 발효 후에 조약의 당사국이 되는 국가는
58) McDougall, supra note 18, p.265.
59) Ibid.
60) 특별실무그룹 논의 과정에서도 제121조 제5항의 발효절차가 채택되어 현재의 로마규정 당사국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미래에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될 국가들에게도 동일한 선택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었다. November 2008 SWGCA Report, para.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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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국가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a) 개정되는 조약(the amended
treaty), 즉 개정 후 조약의 당사국으로 간주되며, (b) 개정하는 합의에 의하여 구
속되지 아니하는 조약의 당사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개정되지 아니한 조약(the
unamended treaty), 즉 개정 전 조약의 당사국으로 간주된다. 결국, 다자조약이
개정된 이후에 다자조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국가는 개정 전 조약과 개정 후 조약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61), 이러한 선택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위와 같은 기준
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정 후의 조약의 당사국으로 간주되게 된다.
캄팔라 재검토회의에서 침략범죄 개정문과 함께 채택되었던 전쟁범죄 개정문 결
의에는 주목할 만한 문구가 있다. 조약법 협약 제40조 제5항에 따라 추후 로마규
정의 당사국이 되는 국가들은 로마규정에 가입하면서 전쟁범죄 개정문을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62) 비록 침략범죄 개정문 결의에서는 이러한 문
구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법리는 침략범죄 개정문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63)
북한의 로마규정 가입 상황에 위 법리를 적용해 본다면, 우선 북한은 개정 전 로마
규정과 개정 후 로마규정 중 자신이 당사국으로 되고자 하는 조약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64) 즉, 북한이 개정 후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되고자 선택한다면 침략범죄 개정
문과 관련하여 수락당사국의 지위를 가질 것이고, 개정 전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되고
자 한다면 미수락당사국의 지위를 가질 것이다. 만약 북한이 로마규정에 가입하면서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위의 법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락당사국으로 간주
하되, 미수락당사국과의 관계에서는 미수락당사국의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2) 관할권 배제선언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
한국이 침략범죄 개정문을 비준한 상태를 전제할 때, 만약 북한이 로마규정에 가
입하면서 침략범죄 개정문도 비준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아무런
61) 같은 취지의 주장으로는 Trahan, supra note 38, p.241.
62) RC/Res.5 “…in light of the provision of article 40, paragraph 5,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States that subsequently become States Parties to the Statute will be
allowed to decide whether to accept the amendment contained in this resolution at the time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of, or accession to the Statute.”
63) Andreas Zimmermann, “Does 19+11 Equal 30?: the Nitty Gritty of the Law of Treaties and the
Kampala Amendment to the Rome Statute on the Crime of Aggression”, EJIL: Talk!, 2014. 11.
27, www.ejiltalk.org (검색일: 2020. 1. 1).
64) Facilitation Report, Annex II, C. Paper submitted by Argentina, Botswana, Samoa and Switzerland
(August 2017), para. 7. 이에 의하면 아르헨티나, 보츠와나, 사모아, 스위스도 로마규정에 새로 가입하는 국
가가 개정 전 로마규정을 비준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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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수락당사국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한국
과 북한 사이는 수락당사국과 수락당사국의 관계가 설정된다. 그러므로 상호간 침
략행위가 발생할 경우 양국 지도자는 모두 ICC의 관할권 행사 대상이 된다. 만약
북한이 개정 전 로마규정에 가입하겠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다면 북한은 미수락
당사국의 지위를 가지게 되며, 이 경우 한국과 북한은 수락당사국과 미수락당사국
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광의의 관할권설에 의하면 한국과 북한 상호간의 무력행사
는 모두 ICC의 관할권 행사대상이 되지만, 협의의 관할권설에 의하면 어느 경우도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한국이 침략범죄 개정문을 비준한 이후 북한이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되면서 침
략범죄와 관련하여 관할권 배제선언을 할 경우 한국도 전략적 차원에서 즉시 관할
권 배제선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65) 즉, 이 경우 한국과 북한
간에는 “수락당사국”과 “관할권 배제선언 당사국”의 관계가 설정되는데, 이 경우에
는 수락당사국과 관할권 배제선언 당사국 사이에 안보비대칭 현상이 발생하므로66),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도 즉시 관할권 배제선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것이다. 한국과 북한 모두 관할권 배제선언을 하면 서로에 대한 침략범죄는
적어도 당사국회부 또는 소추관 독자수사의 경로를 통한 ICC의 관할권 행사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안보비대칭 현상은 해소된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주장은 로마규정 당사국이 침략범죄 개정문을 수락한 이후에도 관할권
배제선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로마규정 당사국이 침략
범죄 개정문을 수락한 이후 관할권 배제선언을 감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어떠한 제
도적 장치도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학자들은 수락당사국에게 관할권
배제선언을 허용하는 것이 로마규정 당사국들로 하여금 침략범죄 개정문을 수락하
도록 독려하는 유인책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67)
그러나 수락당사국 지위에서 행하는 관할권 배제선언은 미수락 상태에서의 관할
권 배제선언보다 안보적 이점을 제공해 주는바, 이는 로마규정 당사국들에게 침략
65) Nu Ri Jung, “A Study on the Efficacy of the Kampala Amendments for Suppression of Aggression:
Examined by the Case of Armed Conflicts in the Korean Peninsula”, Loyola University of
Chicago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10(2) (2013), p.175; 최태현, “한국에 있어서 ICC규정 침략범
죄조항의 국내적 이행”, p.102.
66) 수락당사국인 한국이 관할권 배제선언을 한 당사국인 북한에 대해 침략행위를 범한 경우에는 ICC가 한국 지도
자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지만, 반대로 관할권 배제선언을 한 북한이 수락당사국인 한국에 대해
침략행위를 범한 경우 ICC는 북한의 지도자에 대해 관할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 여기서 안보비대칭 현상
이란 이 점을 말한다.
67) Dapo Akande & Antonios Tzanakopoulos, “Treaty Law and ICC Jurisdiction over the Crime of
Aggression”,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9 (2018), p.958; Mcdougall, supra
note 18, p.255.

침략범죄 개정문의 한국에 대한 함의

197

범죄 개정문을 수락한 이후 관할권 배제선언을 하도록 부추기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 결과 많은 로마규정 당사국들이 수락 후 관할권 배제선언을 하게 된다면
ICC의 침략범죄 처벌 체제의 한 축인 당사국회부 또는 소추관 독자수사의 경로를
통한 관할권 행사제도는 형해화될 우려가 생긴다. 결국, 로마규정 당사국들에게 침
략범죄 개정문을 수락한 이후 관할권 배제선언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막지 않은 것
은 조약의 구속력을 약화시키는 제도적 허점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잔혹범죄에 대
한 불처벌을 종식시키려는 로마규정의 목적과도 양립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침략범죄 개정문
을 비준한 상황에서 북한이 로마규정에 가입한 후 관할권 배제선언을 한다면 한국
도 전략적 차원에서 즉시 관할권 배제선언을 하는 방안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ICC는 당사국회부 또는 소추관 독자수사의 경로를 통해 한국이나 북한의
지도자에 대해 침략범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안전보
장이사회의 사태 회부에 의해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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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미연합방위체제에 미치는 영향

1. 한․미연합작전 수행에 미칠 영향
한국이 침략범죄 개정문을 비준할 경우 로마규정 비당사국인 미국과 연합작전
수행 시 군사작전 수행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이러한 배경하에 침략범죄 개정문은 한․미 연합방위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칠 것인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68)
우선 북한의 국지도발 등에 대해 자위권적 대응조치를 하는 경우는 논리적으로
현재의 정전상황, 즉 평시 상황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본격적인 전쟁이 개시된다
면 합법적인 군사표적을 타격하는 것은 전시법상 허용되는 것이므로 자위권을 원용
하면서 이를 합리화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평시 한국 군대의 작전통제권은 한
국에 있으며, 한국 정부가 합참을 중심으로 한국군에 대한 평시 작전통제권을 행사
68) 현재
습은
위를
동맹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미국과의 연합방위체제를 통해 대응하고 있으며, 연합방위체제의 구체적 모
한․미연합사를 통해 구현되고 있다. 한․미연합사는 양국의 통합된 군사노력으로 한국에 대한 외부의 적대행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 한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분쇄하는 임무를 가진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
60년사』(2013), p.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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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69) 따라서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한 자위권적 대응조치는 한국 합참을 중심으
로 하는 한국군의 몫이며, 한․미연합사는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해 보조적 역할에 그
치게 된다. 그렇다면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로마규정 당사국인 한국과 비당
사국인 북한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로마규정 제15조의2 제5항에 따라 비당사
국인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국회부 또는 소추관 독자수사의
경로를 통한 ICC의 침략범죄 관할권 행사 대상이 되지 못한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경로를 통한 ICC의 관할권 행사 가능성도 미국의 상임이사국 지위를 고려할 때 극
히 낮다. 결국, 한국이 침략범죄 개정문을 비준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한 평시 한․미연합방위체제하의 군사대응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국지도발과 아측의 군사대응이 계속되면서 위기가 고조되고, 북
한의 대량살상무기 사용징후가 임박한 상황에서 한․미연합사를 중심으로 한․미가 공
동으로 북한에 대해 군사행동을 취하는 경우는 어떠한가? 한․미 군당국은 위기가
고조되면 방어준비태세(DEFCON)를 격상시키게 되며, 방어준비태세 3단계부터는
한․미연합사가 대부분의 한국군을 포함한 한․미 전력에 대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북한의 국지도발과 아측의 군사대응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국제사회는 이를
전시상태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전시법(jus in bello)이 적용되는 전시상태는 공
식적인 선전포고 유무를 불문하며 사실상 무력충돌 상태가 있으면 족하기 때문이
다.70) ICC 소추부도 2010년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에 대한 포격도발과 아측의 대
응을 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이라고 판단하였다.71) 전시에는 전시법(jus in bello)이
적용되며, 개전법(jus ad bellum)이 적용될 단계는 이미 지난 것이다. 따라서 전시
상황에서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를 받는 한․미 연합전력이 북한에 대해 군사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타격대상이 군사시설 등 합법적 군사표적이라면 개전법은 물론 전시
법에서도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
만약 위기가 고조되어 한․미연합사가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69) 1978년 11월 7일 창설된 한․미연합사는 기존 유엔사가 행사하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전환 받아 이를
행사하였으나, 1994년 12월 1일부로 한국이 평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넘겨받음에 따라 현재에는 전
시 작전통제권만을 행사하고 있다. 즉, 전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가 한․미 양국의 국가통수
기구의 지침에 따라 행사하는 것이지만, 평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한국 합참의장이 국가통수 및 군사
지휘기구의 지침에 따라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70) 1949년 제네바협약 공통조항(Common Article) 제2조는 해당 협약이 전쟁이 선포된 경우나 혹은 기타 어떠
한 국제적 무력충돌에도 적용되며, 설사 무력충돌의 당사자 일방이 전쟁 상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적용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안전보장이사회가 침략의 존재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침략의 정의
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 제3314호(XXIX) 제3조와, ICC가 침략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인 로마
규정 침략범죄 개정문 제8조의2에서도 모두 전쟁선포 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국제적 무력충돌 상황
인지 여부는 실제 무력충돌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형식적인 선전포고 유무는 고려대상이 아니라
는 취지로 이해된다.
71) 2014 Article 5 Report, para.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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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지도발과 이에 대한 아측의 대응이 미미한 수준이어서 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이 아니라고 평가되는 경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징후가 객관적으로 임박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판단의 착오 내지 여하한 이유에서 한․미 군당국이 공
동으로 선제적 군사조치를 취한 경우는 어떠한가? 이때에는 여러 가지 쟁점이 제기
될 수 있다. 우선 한․미 군당국은 이러한 선제적 군사조치를 예방적 자위권
(anticipatory self-defense)의 법리로 정당화하려고 할 것인바, 과연 예방적 자위
권이 국제법상 허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결국, 예방적 자위권 논
란은 타방의 무력공격이 임박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귀결
될 것인바, 한․미 군당국이 이를 입증할 만한 정보들을 수집하였는지도 논란의 대상
이 될 수 있다. 만약 무력공격의 임박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이러한 선제
적 군사조치는 어떠한 국제법 이론에 의하더라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결국
유엔헌장에 위반된 무력사용으로 평가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로마규정에서 말하
는 침략범죄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는 별도의 검토를 요하는 문제이다. 침략범죄의
기초가 되는 침략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무력사용이 성질, 중대성, 규모에
비추어 유엔헌장의 명백한 위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ICC의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 조건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한․미
군당국의 선제적 군사조치는 이러한 복잡한 논의를 불필요하게 만든다. 북한이 로
마규정의 비당사국이기 때문이다. 로마규정 제15조의2 제5항은 비당사국에 대한
침략범죄를 ICC의 관할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이는 침략행위의 주체가
로마규정 당사국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따라서 로마규정 당사국인 한국과 로마규정
비당사국인 미국이 공동으로 로마규정 비당사국인 북한에 대해 군사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제15조의2 제5항의 규율범위에 포섭된다. 그 결과 당사국회부 또는 소추
관 독자수사의 경로를 통해 ICC가 한국의 지도자나 미국의 지도자에 대해 관할권
을 행사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러한 사태를 ICC에 회
부할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미 양국 국가통수기구의 결
단을 바탕으로 미군 4성 장군이 지휘관으로 있는 한․미연합사가 군사조치를 감행한
것에 대해 미국이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를 ICC에 회부하는 경
우는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침략범죄 개정문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구축
하여 대응하고 있는 현재의 안보 시스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
인다. 그 주요한 요인으로는 우선 북한이 로마규정 비당사국이라는 점을 들 수 있
다. 이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한측이 단독으로 대응하든, 한․미 군당국이 공
동으로 대응하든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국회부 또는 소추관 독자수사의 경로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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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의 침략범죄 관할권 행사를 차단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한국이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다. 이는 안전보장이사
회의 사태 회부를 통한 ICC의 관할권 행사 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2. 미국의 주한미군 기지 이용 관련 문제
1) 로마규정 제8조의2 제2항 (e) 관련 문제
동의 없이 타국의 영토에 일국의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은 국제법상 위법한 행위
이다. 그러나 군대의 주둔에 대해 동의가 있다면 이러한 위법성은 조각된다. 2001
년 국제법위원회의 국가책임 초안 제20조는 타국의 행위에 대한 국가의 유효한 동
의(valid consent)는 그 동의의 범위 내에서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규정하였
는데, 특히 제20조에 대한 해설에 의하면 타국 군대의 주둔에 대한 동의를 위법성
조각의 대표적 예로 들고 있다.72) 미국이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도 한국과의
상호 합의에 의해 그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며, 그 동의의 내용과 한계는 한․미상
호방위조약과 이에 근거한 한․미 주둔군지위 협정으로 구체화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그 주둔의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
주둔군지위 협정의 구체적 내용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종
료된 이후에도 한국에 계속 주둔하는 경우 이를 침략행위로 볼 수 있는가? 로마규
정 제8조의2 제2항 (e)는 “한 국가가 접수국과의 협정으로 타국의 영토에 있는 자
국 군대를 협정에 규정된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그 협정의 종료 이후에도
그 영토에 계속 잔류하는 행위”를 침략행위로까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
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 주둔군지위 협정의 구체적
내용을 위반하거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종료된 이후 계속 주둔하는 사태가 발생하
더라도 그러한 사실 자체만으로 ICC에 의해 침략범죄 여부가 다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른바 문턱요건의 충족 측면에서 이러한 행위는 불법을 강화시키는 추가
적 요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혁적 측면에서 검토할 때, 로마규정 제8조의2
제2항 (e)의 객관적 행위 자체는 불법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평가되었
다. 로마규정 제8조의2 제2항 (e)는 1969년 침략을 정의하기 위한 제4기 특별위원
72)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with commentaries,
2001, Article 20, Commentary para.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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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활동 중 6개국 제안에 포함된 내용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당시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의 제안에는 “근본적 허가 조건에 위배하여 타국 내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행위 또는 허가 종료 이후에도 군대를 계속 주둔시키는 행위”를
침략의 객관적 유형 중 하나로 명시하였다.73) 이러한 제안이 문구수정을 거치면서
타협의 결과로 1974년 침략의 정의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에 포함되었고, 오늘날
로마규정 침략범죄 개정문에도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 6개국 제안으로 처음 등장한
이러한 행위 유형은 6개국 제안의 핵심이었던 불법적 목적의 맥락과 함께 고려될
때 좀 더 명확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즉, 당시 6개국 제안은 침략행위가 성립
하기 위해 객관적 행위뿐만 아니라 불법적 목적도 요구된다는 입장이었고, 이러한
불법적 목적으로는 (i) 타국의 영토를 축소시키거나 혹은 국경을 변경시키기 위한
목적, (ii) 국제적으로 합의된 경계선을 변경하기 위한 목적, (iii) 내정간섭 목적,
(iv) 타국 정부를 교체할 목적, (v) 해악을 가하거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목적의
총 5가지가 제시되었다.74) 이러한 불법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근본적 허가
조건에 위배하여 타국 내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행위 또는 허가 종료 이후에도 군
대를 계속 주둔시키는 행위”를 하면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를 침략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불법적 목적의 요구는 최종적으로 채택된 1974년 침략의
정의 제2조의 후문, 즉 안전보장이사회가 행위 또는 그 결과의 중대성을 포함한 기
타 관련된 사정을 참작하여 침략행위 여부를 판단한다는 문구에 흡수되면서 사라지
게 되었다. 결국, 6개국 제안에서의 불법적 목적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침략행위 성
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 중 하나가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혁적 측면을 고려할 때, 애초 6개국 제안에 포함되었던 불법적 목적을 제외한 채
객관적 행위만을 판단대상으로 한다면 그 행위의 불법성은 상당히 약화될 것이고,
객관적 행위만으로는 로마규정이 침략범죄 성립에 요구하는 문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다.
로마규정 제8조의2 제2항 (e)의 객관적 행위가 포섭하는 개념의 범위도 넓어 사
소한 조건위반까지 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점 또한 문제이다. 해당 조항이 규
율하는 행위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행위 유형은 한 국가가 접수국
과의 협정으로 접수국 영토에 주둔하고 있는 자국 군대를 협정에 규정된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 행위 유형은 협정의 종료 이후에도 그 영토에
73) Report of the Special Committee on the Question of Defining Aggression, 24 February – 3 April

1969,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s: Twenty-Fourth Session, Supplement No. 20 (A/7620),
para. 11. 원래 6개국 제안에 포함된 해당 부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use of its armed forces in
another State in violation of the fundamental conditions of permission for their presence, or
maintaining them there beyond the termination of permission;”
7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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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잔류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첫 번째 부분은 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위배한 행
위를 침략행위로 본다는 것인데, 과연 접수국과 파견국 사이의 양자협정 위반에 불
과한 모든 행위가 곧바로 유엔헌장의 위반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75)
물론 협정에 규정된 조건의 위반이란 군대의 주둔 목적 위반 등 중대한 사유도 있
겠지만, 주둔군지위 협정의 사소한 규정 위반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침략은 불법적인 무력사용의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형태라는 점을 고려할 때 후자
의 행위 유형이 침략의 개념에 들어맞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국가책임 이론의 관
점에서 보더라도 협정의 조건위반이 타국 군대의 주둔에 대한 동의의 범위를 초과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다. 국제법위원회는 동의에 부가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가 반드시 동의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그 예로 타국 군인들의 국내 방문에 동의하면서 시설사용료의 지불을 조건
으로 삼은 경우 만약 시설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이는 불법적인 행위임에 틀
림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시설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군대
가 곧바로 점령군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76)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현재의 안보환경이 지속된다고 가정한다면 미국이 한․
미상호방위조약이나 주둔군지위 협정의 세부적 조건을 위배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미군 주둔에 대해 한국이 동의한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조건의 맥락에서 미국이 로마규정 비당
사국이라는 점도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침략범죄 개정문 제15조의2 제5항은 비당
사국 국민이 범하는 침략범죄를 ICC의 관할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로마규정 체제하에서는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한․미 주둔군지위 협정
의 구체적 조건을 위배하여 한국에 주둔하거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종료된 이후에
도 한국에 계속 주둔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ICC가 침략범죄 혐의로 미국의 지
도자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미국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임을 고
려할 때 안전보장이사회의 사태 회부를 통해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없
다. 결국,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주한미군의 주둔과 관련하여 로마규정 제8조의2
제2항 (e)가 적용되어 침략범죄의 성립 여부가 ICC에 의해 다루어지는 상황은 생
각하기 어렵다.

75) Harold Hongju Koh & Todd F. Buchwald, “The Crime of Aggression: The United States
Perspective”,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09(2) (2015), p.267.
76)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with commentaries,
2001, Article 20, Commentary para. 9. fn.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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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마규정 제8조의2 제2항 (f) 관련 문제
로마규정 제8조의2 제2항 (f)는 “한 국가가 타국이 제3국에 대한 침략행위를 범
하도록 자국의 영토를 이용하는 것을 방임하는 행위”를 침략행위의 한 유형으로 들
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를 제3국에 대한 군사공격의 전초기
지로 활용하고, 한국이 이러한 기지사용을 허가할 경우 한국이 그 제3국과의 관계
에서 침략행위를 범한 것으로 되어 한국의 지도자가 ICC의 관할대상이 될 가능성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77)
특히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이라는 개념이 미군의 새로운 군사 패
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논의는 더욱 의미를 가진다. 이는
미군이 붙박이처럼 한 장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테러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새로운 안보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다른 장소로 기동성
있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78) 미국은 이러한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주
한미군에도 적용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주한미군의 활용은 대북억제와 방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 신속히 기동할 수 있는 지역
및 세계 기동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한미
군이 한반도로 유입 및 유출(flow-in and flow-out)과 경유를 자유롭게 할 수 있
어야 한다고 보았다.79) 이와 관련하여 2006년 1월 19일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영역 밖 출동에 관한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 합의하면서,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는 대신 미국은 한국의 의사에 반하여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80) 이러한 배경하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이 침략범죄 개정문 제8조의2 제2항 (f)에 비추어 어떠한 함의
를 가지는지 검토해 보는 것은 현실적 의미가 있다.

(1) 자국 영토 내 군사기지 사용문제
우선 제8조의2 제2항 (f)의 행위는 두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자국
영토에 있는 타국이 제3국에 대해 침략행위를 범하는 것이고, 둘째는 타국의 영토

77) 한․미연합방위 체제와 북한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기의 제3국은 북한을 제외한 국가
로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7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 60년사』, p.317.
79) 상게서, p.317.
80)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
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 전략적 유연성의 이해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
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상게서, 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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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에 대해 자국이 이를 허용해 주는 것이다. 여기서 영토사용을 허용해 주는 행
위의 핵심 불법은 타국이 제3국을 침략함에 있어 그 침략행위 실행을 용이하게 해
주었다는 점에 있다. 국제법위원회의 2001년 국가책임 초안은 제16조에서 국제위
법행위에 대한 방조행위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지원국은 피지원국의 행위가
국제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지원이 그러한 위법행위를 범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되었으며, 해당 행위는 원조국이 했더라도 위법한
행위인 경우 원조국은 그에 대한 국제책임을 진다는 내용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국제법위원회는 타국이 제3국에 대한 위법한 무력공격을 하도록 자국의 군사기지
사용을 허가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81)
타국이 제3국에 대해 무력공격을 함에 있어 자국의 영토 활용이 문제 된 경우는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1986년 4월 5일 서독 서베를린에서 미군 전용 디스코
텍이 폭발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미국은 폭발물 설치의 배후에 리비아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달 15일 영국 내 미군기지에서 발진시킨 미군 폭격기 등으
로 리비아의 군사시설을 폭격하였다. 당시 미국은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로부터
영공 통과를 승인받지 못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럽대륙 내 군사기지 사용도 승인
받지 못하였다.82) 그로 인해 영국에서 발진한 미군 폭격기는 스페인, 프랑스 영공
을 우회하여 지브롤터 해협 상공을 지나 리비아를 폭격할 수밖에 없었다.83) 미국
의 군사공격에 대해 리비아 국가원수 카다피는 미국은 물론 미군의 공습에 군사기
지 사용을 허가해 준 영국도 함께 비난하였다. 반면, 프랑스에 대해서는 미국의 영
공통과를 허용하지 않은 점에 사의를 표하였다.84)
유사한 상황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서도 벌어졌다. 당시 독일은 미군에
게 자국 상공을 비행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고, 독일 내 미군 기지가 미군의 이라크
침공에 활용되도록 허락하였다. 이러한 독일 정부의 행위가 침략전쟁을 금지하는
독일형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한편 당시 미국은
터키에게도 미군들이 터키 내 기지와 항구를 활용하여 이라크를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터키 의회는 표결을 통해 이러한 요청을 부결시켰
81)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with commentaries,
2001, Article 16, Commentary paras. 1-11.
82) Michael J. Lostumbo, et al., Overseas Basing of US Military Forces: An Assessment of Relative
Costs and Strategic Benefits, Rand Corporation (2013), p.103.
83) 이 사건에서 유엔총회는 미국의 리비아 공격이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하였다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UNGA
Resolution 41/38. 다만 미국의 리비아 공격이 유엔헌장에 위반된다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은 미국, 영국,
프랑스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되지 못 하였다.
84) Edward Schumacher, “Tension in Libya: Assessing the Air Raid; Qaddafi, on TV, Condemns
Attack”, New York Times, 1986. 4. 17, https://www.nytimes.com/1986/04/17/world/tension-inlibya-assessing-the-air-raid-qaddafi-on-tv-condemns-attack.html (검색일: 202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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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5) 다만 터키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터키 영공을 이용하여 이라크를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86)
타국의 제3국에 대한 무력행사가 국제위법행위로 평가된다면 여기에 영토를 제
공해 주는 행위는 그러한 국제위법행위의 실행을 더욱 용이하게 해 주는 것으로서
별도의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앞의 사례에서 미국이 리비아를 공습한 행
위가 유엔총회 결의와 같이 국제위법행위라면, 미군의 전투기 발진에 사용되도록
군사기지, 즉 영토를 제공해 준 영국의 행위 역시 국제위법행위인 것이다.87) 더 나
아가 1974년 침략의 정의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 제3314호(XXIX)와 이를 그대로
원용한 로마규정 침략범죄 개정문에 따르면, 타국의 침략행위에 전초기지로 활용되
도록 자국의 영토 사용을 허락해 주는 행위는 침략행위로도 인정된다. 이러한 이론
과 사례를 고려한다면,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를 이용하여 제3국에 대한 침략행위를
감행할 경우 한국이 그 침략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영토를 제공해 주는 행위
를 하였다고 평가된다면 한국의 그러한 행위도 침략행위로 인정될 것이다.

(2) 문턱요건의 충족 여부
영토사용 허락행위가 로마규정에서 말하는 침략범죄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행위가 성질, 중대성, 규모에 비추어 유엔헌장의 명백한 위반이어야 한다. 이는 결
국 타국의 제3국에 대한 침략행위에 영토사용 허락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가 관
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3년 독일은 자국의 미군기지를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활용되도록 허락하였
다. 그 행위의 위법성에 논란이 있었으나 독일 검찰은 독일 정부의 이러한 행위를
기소하지 않았다. 미군에게 기지사용 권한을 부여한 행위만으로는 무력사용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군사력의 실질적 사용 혹은 상당한 규모의 군사적
관여에 한정하여 처벌한다는 것이 독일 형법의 취지였고, 독일 검찰은 독일 내 미
군 기지가 미군의 이라크 침공 활동에 사용되도록 허락하는 행위를 중대하게 보지
않은 것이다.88)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본다면, 한국이 미국에게 영토 내의 기지를
85) 미국은 그 대가로 터키에게 60억 달러의 경제원조를 제안하였으나 터키는 이를 거절하였다. CNN, “Turkey
rejects U.S. troop proposal”, 2003. 3. 2, http://edition.cnn.com/2003/WORLD/meast/03/01/sprj
.irq.main/ (검색일: 2020. 1. 1).
86) CNN, “Turkey opens airspace to U.S.”, 2003. 3. 20, http://edition.cnn.com/2003/WORLD/europe/
03/20/sprj.irq.turkey.vote/index.html (검색일: 2020. 1. 1).
87) 다만, 당시 영국은 미국의 리비아 공습이 자위권 행사에 해당하여 정당한 무력사용이라고 주장하였다.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with commentaries, 2001,
Article 16, Commentary para. 8.
88) Claus Kreß, “The German Chief Federal Prosecutor's Decision Not to Investigate the Alle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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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도록 허락해 준 행위가 미국의 제3국에 대한 군사력 행사에 실질적으로 기
여한 것이 아니라면 그 영토사용 허락행위를 유엔헌장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평가하
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 기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
하여 판단될 것이다.

(3) 관할권 행사조건 측면
다음으로 ICC의 침략범죄 관할권 행사조건의 측면을 검토해 본다. 우선 제15조
의2 제5항으로 인해 당사국회부 또는 소추관 독자수사의 경로를 통해서는 ICC가
비당사국 지도자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미국은 현재 로마규정 비당사국
이므로 설령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를 전초기지로 활용하여 제3국을 침략한다 하더
라도 미국의 지도자는 ICC의 관할권 행사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여기서 미국의 무력사용 행위가 ICC의 관할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미국의 무
력사용에 영토를 활용하도록 허락해 준 한국 지도자의 행위도 자동적으로 ICC의
관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자국의 영토사
용 허락행위는 타국의 제3국에 대한 침략행위와 구별되는 별도의 불법성을 가진다
고 보아야 한다. 국제법위원회도 2001년 국가책임 초안 제16조에 대한 해설을 통
해 지원국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책임을 지는 것이며, 피지원국의 행위에 대해 책
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89) 따라서 제3국에 대한 무력사용을 지시한 미국
의 지도자가 ICC의 관할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제3국에 대
한 무력사용을 알면서 영토 내 기지사용을 허가해 준 한국의 지도자는 ICC의 관할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지는 않고 피침국인 제3국과의 관계에서 ICC의 관할권 행
사 대상 여부가 별도로 검토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광의의 관할권설을 전제한다면, 한국이 미수락당사국의 지위이고 미국이 침략한
제3국이 수락당사국이라면, 한국의 지도자가 미군의 제3국에 대한 무력사용을 알면
서 기지사용을 허락해 준 행위는 ICC의 관할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그러한 제3
국이 한국을 당사국회부의 경로를 통해 ICC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그 제3국이
미수락당사국이거나 비당사국인 경우 한국 지도자의 기지사용 허락행위는 ICC의
관할대상에서 제외된다.90) 반면, 한국이 수락당사국의 지위라면 미국의 제3국 침략
Crime of Preparing Aggression against Iraq”,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 2
(2004), pp.247-255.
89)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with commentaries,
2001, Article 16, Commentary para. 10.
90) 이 경우 협의의 관할권설 입장에서는 한국이 침략범죄 개정문을 비준하지 않았으므로 미국의 피침을 받은 제3
국이 어떠한 지위에 있느냐를 불문하고 ICC는 한국의 지도자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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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한국의 지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범위는 넓어진다. 미국의 피침국인 제3
국이 로마규정 당사국이기만 하면 한국의 지도자는 ICC의 관할권 행사 대상이 되
기 때문이다.91) 이 점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한국의 침략범죄 개정문
비준과 양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미국이 주한미군을 활용하여 제3국
에 무력을 행사하고, 한국이 이를 알면서 기지사용을 허락해 준 경우 안전보장이사
회가 이러한 사태를 ICC에 회부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이 한국 내의 미군기지 혹은 한국의 영공과 영해를 활용하여 제3국을
침략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알면서도 용인하는 경우 한국의 지도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또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제로 로마규정 제8조의2
제2항 (f)가 가지는 함의를 검토해 보았을 때 한국이 침략범죄 개정문을 비준하지
않은 경우보다 비준한 경우가 ICC의 관할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다만, 한국이 침략범죄 개정문을 비준한다면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구실로
주한미군 기지를 토대로 병력을 직접 한반도 이외의 분쟁에 투입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법적 명분이 생기는 측면도 있다.

Ⅳ

결론

지금까지 침략범죄 개정문이 한국의 안보현실에 비추어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
를 북한과의 군사적 관계에 미칠 영향과 한․미연합방위체제에 미칠 영향으로 나누
어 검토하였다. 북한과의 군사적 관계에서는 우선 한반도를 지배하는 정전체제가
침략행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바, 정전체제
하에서 침략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대행위 종료상태가 사실상 유
지되어 오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오늘날 국제법 질서의 핵심을 이루
고 있는 무력사용금지 원칙은 정전체제하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정전체제 중인 남북한 간에도 새로운 무력도발이 발생한다면 침략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남북한 상호간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침략행위의 주체인
국가가 될 수 있는지는 국제법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하는바, 북한은 배타적 관할권
91) 이 경우 협의의 관할권설 입장에서는 미국의 피침을 받은 제3국이 침략범죄 개정문을 비준한 국가인 경우에만
ICC는 한국의 지도자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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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행사하는 영토를 확보하고 있으며, 그 영토에는 국민들이 살고 있고, 또한 북한
지역에 대해 실효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정부가 존재한다. 또한, 북한은 상당수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으며, 미국도 북한을 적어도 하나의 정치적 실체로 인정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의 예비조사보고서에
나타난 ICC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ICC는 침략범죄의 맥락에서도 북한을 한국
과 구분되는 별도의 국가로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침략범죄 개정문 제15조의2 제5항 속지주의 부분의 해석과 관련하여 시각차가
없지는 않으나, 침략범죄에서의 속지주의는 개별적인 범죄행위가 발생한 영토뿐만
아니라 그러한 침략범죄의 결과가 발생한 영토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
다. 속지주의를 규정한 로마규정 제12조 제2항 (a)는 잔혹범죄에 대한 불처벌의 종
식이라는 로마규정의 목적에 부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 객관적 속지주의 원칙
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 속지주의의 적용범위는 행위발생지에 국한되지 않고 결
과발생지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로터스
(Lotus)호 판결뿐만 아니라 ICC의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에 대한 예비조사보고서에
서도 확인되고 있는 점, 침략범죄는 그 지도자범죄성으로 인해 행위발생지와 결과
발생지가 분리되는 특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관할권 경합이 발생한다는 것이 침략
범죄에 관한 특별실무그룹 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 등이 그 근거이
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에 의한다면 침략범죄 개정문 제15조의2 제5항의 “crime
of aggression committed on its territory”는 비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침략범죄
의 개별적 행위들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죄행위의 결과가 비당사국
의 영토에서 발생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된다. 따라서 한국의 지
도자가 비록 한국 영토 내에서 북한에 대한 침략행위를 계획, 준비, 개시, 실행하
였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북한의 영토에 발생하게 된다면 제15조의2 제5항의 규율
범위에 속하게 되며, 결국 ICC는 이 경우 한국 지도자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한국이 북한에 대해 무력행사를 하더라도 당사국회부 또는 소추관 독자
수사의 경로를 통해 한국 지도자가 ICC의 침략범죄 관할권 행사대상이 될 가능성
은 없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이 경우 만약 북한이 로마규정 제12조 제3항에 규정
된 임시관할권 수락선언을 통해 침략범죄 개정문을 임시수락하여 ICC로 하여금 한
국의 지도자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로마규정 제15조의2 제5항의 도입과 관련한 재검토회의 논
의과정 및 제15조의2 제1항의 문언 자체에 비추어 볼 때, 침략범죄의 경우에는 로
마규정 비당사국이 제12조 제3항의 임시관할권 수락선언을 이용하여 ICC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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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이해함이 타당하다.
북한이 로마규정에 가입할 가능성은 희박하나, 만약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조
약법 협약 제40조 제5항의 기준에 따라 북한은 침략범죄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개
정 전 로마규정과 침략범죄 조항이 포함된 개정 후 로마규정 중 자신이 당사국으로
되고자 하는 조약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북한이 개정 후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되고자 선택한다면 침략범죄 개정문과 관련하여 수락당사국의
지위를 가질 것이고, 개정 전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되고자 한다면 미수락당사국의
지위를 가질 것이며,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위의 법리에 따라 원칙적으
로 수락당사국으로 간주하되, 미수락당사국과의 관계에서는 미수락당사국의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이 침략범죄 개정문을 비준한 상황에서 북한
이 로마규정에 가입한 후 관할권 배제선언을 한다면 안보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 한
국도 전략적 차원에서 즉시 관할권 배제선언을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침략범죄 개정문이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비하여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하고 있는
한국군의 활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다만, 주한미군
이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적용하여 주한미군 기지를 제3국에 대한 무력행사에 활
용할 경우 침략범죄와 관련한 논란이 야기될 수는 있다. 그러나 한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이는 대신 미국은 한국의 의사에 반하여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속을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한미 당국이 이와 같은
합의에 기초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한다면 이러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사전에
차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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