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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현 국제법체계에서

“문명”이란

개념은 사문화 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할 이유가 있을지 의문일 수 있다. 물론 오늘날 국제법체계 내에서
명”이라는 표현은 찾아보기 어렵다.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이하

ICJ)

규정 제38조 제1항

(c)에서 “문명국에

“문

Court of Justice,

의하여 승인된 법의 일반원칙”을

법의 연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상설국제사법재판소(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문명국”이라는

이하

PCIJ)

규정의 문구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1)

표현이 제안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보자면, 그 이면에 당시 통

용되던 문명 개념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일반적으로
로 인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오늘날 국제사회의 변화로

“문명국”

문구를 그대

“문명”이라는

표현은 사문

화 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2)
그러나 이 발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문명 개념이 미치는 영향을
주목할 필요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먼저 국제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근
거 시점이
ICJ가

19세기나 20세기

초반일 경우에 시제법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다수의 사례에서 당시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당시

“식민주의적

세계관과

국제법의 정당성을 재확인해주는 위험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데에 있다.3) 시제법의
기계적 적용은 제국주의 국가에게 유리했던 당시 국제법규범을 그대로 수용하여 문
명론을 의도하지 않게 승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발표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적용할 수 있는 카메룬-나이지리아 간 영토분
쟁 사건(2002)을 중심으로 검토하겠다. 이 사건에서

ICJ는

당시 제국주의 정책을 펼

친 대표적인 서구 강대국인 영국과 아프리카 부족국가였던
조약의 효력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 있다.

ICJ

Old Calabar

간의 보호

다수 의견은 시제법에 따라 이 조약

의 법적 결과가 오늘날 유효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는데, 이것이 가지는 법적 함의는
상당하다. 특히

ICJ가

당시 식민지배 조약의 법적 결과가 유효하다고 할 때, 당시

국제사회에 편만했던 문명론을 승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ICJ의

접근은

오늘날 다른 주요 국제 현안에 파급효과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19세기와 20세기

초반 국제사회에 자주 등장하는

“문명”

담론은 본래 비법적

1) Fabián Raimondo, General Principles of Law in the Decisions of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Leide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8), p. 17.
2) 북해대륙붕 사건의 Ammoun 재판관은 ICJ 규정 제38조 제1항 (c)의 “문명국”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Ammoun 재판관은 “국내법체계에 승인된 법의 일반
원칙”, 혹은 단순히 “법의 일반원칙”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하였다. (North Sea
Continental Shelf, Judgment, Separate Opinion of Judge Ammoun, I.C.J. Reports 1969, p.
135.)
3) 박기갑,『식민경영국의 행위가 영유권 및 경계획정 관련 국제판결에 미친 영향 -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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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지만, 당시 국제사회에 영향을 준 중요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문명 개념은
3가지

형태로 등장한다. 첫째, 문명, 미개(반개), 야만을 구분하는 측면에서 문명 개

後進

념이 등장한다. 이러한 구분은 비유럽권 국가를 후진(
용되었다. 둘째, 문명기준(the

)

standard of civilization)

한다. 이때는 당시 문명국들로 이루어진

“근대

민족으로 취급할 때 사

측면에서 문명 개념이 등장

국제사회”에 입회할 수 있는지 여부

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문명 개념이 활용된다. 셋째로

“문명화

사명”이라는 표현

으로 문명 개념이 활용되었다. 문명화 사명이란 문명국이 비문명국들을 문명화할
사명이 있다는 주장이다.

19세기

식민지배 정당화 작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명”이라는 단어는 후쿠자와 유키치가 일본에
면서 소개되었다.4) 이후 후키자와 유키치는

『

로를 제시하는 문명론의 개략
의를 위하여

19세기에

civilisation이라는
1875년 “문명”
)

단어를 처음 번역하

담론을 빌어 일본의 진

』文明論之槪略 을 저술하였다
(

“문

.5)

이 발표문에서는 편

편만했던 복잡한 문명 논의를 문명론이라 칭하겠다.6)

문명론이 무엇인지 쉽게 정의 내릴 수 없고,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
나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 문명론이 국제법의 개념 자체에 작용한 측면이 있다. 근
대 국제법학자들의 국제법의 개념 정의는 문명국을 상정하고 있어서, 그 적용범위
가 문명국으로 한정된다. 역으로 비문명국에게는 국제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문명국이 소위 비문명국과 교류할 때는 국제법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없고,
반대로 비문명국은 국제법상 보장되는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비문명국은 문명기
준에 부합하게 되었을 때에만, 당시 국제법이 적용되는 국제사회에 편입 또는 입회
할 수 있었다. 문명론에 따를 때, 비문명국은 언제든지 문명화 사명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즉,

“보호”의

대상 혹은 선점의 대상으로 식민지배를 당할 위험에 놓여 있

었다.
19세기나 20세기

․

초반을 근거 시점으로 두고 있는 국제 현안에 있어서, 이런 문

명론의 직 간접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당시

법”을 논할 때, 이와 같은 문

명론을 논해야 하는 사안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문명론이 오늘날 국제사회 현안
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면, 문명 개념이 사문화 되었다고 하여, 문명론의 함의
를 배제할 수 없다.
이 발표는 국제법상 문명 개념의 현대적 함의라는 연구의 목적으로 제한된다.
4) 노대환,『문명』한국개념사총서 6권 (소화, 2010), pp. 59-60.
5) 강상규, “19세기 후쿠자와의 시선과 21세기 어느 사상가의 눈”,「역사비평」No. 82, (2008), p. 470.
6) 오늘날 학계에서 “문명론”이라는 단어 사용의 빈도를 검토해본 결과, 역사학, 철학, 정치외교학,
국어국문학, 일어일문학에서 19세기 문명 논의를 “문명론”이라고 표기하는 연구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후키자와 유키치가 사용한 표현이라고 하여, 이를 그대로 고수할 이유는 없다. 다른 학
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하여, 국제법학 혹은 법학에서 이를 반드시 따라야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19세기 중후반에 논의되었던 “문명” 개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측면에
서 “문명론”은 적절한 표현이라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도 이에 따라 문명, 반개(미개), 야만을
구분하는 문명 논의를 “문명론”이라 칭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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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카메룬-나이지리아 간 영토분쟁 사건 검토도 이 목적에 의해 제한된다. 즉,
위에서 언급한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검토할 뿐, 정밀한 판례평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 발표에서 언급하는 근대 국제사회는

1815년

유럽협조체

제가 발생할 때부터 국제연맹 발족 이전까지로 시대적 범위를 한정한다.7)

II.

카메룬-나이지리아 간 영토분쟁 사건의 비판적 검토

과연 영국과 나이지리아 부족 간에 조약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인가. 성립할 수
있다면, 조약에 하자가 없는가. 카메룬-나이지리아 간 영토분쟁 사건에서

ICJ는

시

제법원칙을 강조하며, 식민지배 과정에 체결된 조약의 법적 결과가 유효하다는 입
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시제법에 따른다 할 때는 당시 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ICJ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다수의견이 이를 충분하게 검토하였는지 의문의 여지가
19세기

당시 국제법을 기준으로 영국과 나이지리아 부족

간에 체결된 조약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카메룬-나이지리아 간 영토분쟁 사건에
서

ICJ의

다수의견이 영국과 나이지리아 부족이었던

Old Calabar(현

나이지리아 동

남부 지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의 효력에 대한 검토를 살펴보겠다.

1. ICJ

다수의견: 시제법에 따른 평가

카메룬-나이지리아 간 영토분쟁 사건(2002)에서는 바카시(Bakassi) 반도의 국경
과 그 반도의 영토주권에 대한 분쟁이 있었다.8) 카메룬은 바카시 반도가
월

11일

영국과 독일 간의 합의(Agreement)에 의해 독일 측에 양도되었으며, 이후

uti possidetis원칙에

따라 카메룬과 나이지리아가 바카시 반도의 국경을 승계하였다

고 주장하였다. 반면, 나이지리아는
Old Calabar에게
1913년

1913년 3

1913년에

바카시 반도에 대한 영토적 권원이

있었고, 나이지리아가 독립할 때까지 그 권원이 계속되었으므로,

영국과 독일의 합의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이지리아는 기

본적으로

1884년

영국과

Old Calabar의

왕 및 족장 간에 체결된 보호조약에 의해

7)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1815년 유럽협조체제의 탄생을 국제법의 역사에서 하나의 기점으로 삼고
있고, 또 국제연맹의 발족 혹은 제1차 세계대전을 또 하나의 기점으로 삼는다. 국제법 역사 분야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Nussbaum의 A Concise History of the Law of Nations도 이러한 구분방
법을 취하고 있다. (아르투어 누스바움, 김영석 옮김,『국제법의 역사』(한길사, 2013)) 이 연구도
이런 시대 구분 방법에 따라 1815년 이후부터 국제연맹 탄생 전후를 그 연구의 범위로 한다.
8)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Cameroon v. Nigeria:
Equatorial Guinea intervening), Judgment, I.C.J. Reports 2002. p. 400, para.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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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권원이 양도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ICJ는

저

ICJ는

보호조약을 통해 영토적 권원이 할양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먼
베를린회의(1885) 시대에 유럽 강대국들이 지역 통치자들과 다수의 조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9) 그리고
역 통치자들과
1884년 9월

제2조는

350여개의

영국과

영국이 니제르 삼각지 지역에서 지

조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10) 그 중 하나가

Old Calabar의

Old Calabar가

ICJ는

부족장들 간에 체결된 보호조약이었다. 이 조약

외교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11) 이에 대해

서 나이지리아는 동 조약 제1조가

“보호”(protection)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

당 지역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 영토를 할양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
였다.12)
그러나

ICJ는

조약의 제목 하나만으로 당시 보호조약의 법적 지위를 추론해낼

수는 없다고 보았다.13) 여기서

ICJ는

당시 보호조약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

하였다. 첫째, 일부 보호조약은 당시 국제법상 이미 주권을 보유한 실체(entities)와
체결하였다.14)

ICJ는

프랑스가 모로코, 튀니지, 마다가스카르와 체결한 보호조약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15) 둘째,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보호조약은
“국가”(States)와

였다.16)

ICJ는

체결되지 않았고, 해당 영토의 토착 통치자와 체결되었다고 설명하

팔마스 섬 사건(1928)의

둘째 형태의 보호조약을 설명하였다.

Max Huber
Huber는

중재재판관의 글을 인용하여 이

이러한 보호조약이 동등한 관계에서

9) Ibid., p. 404, para. 203.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Court first observes that during the era
of the Berlin Conference the European Powers entered into many treaties with local
rulers.”
10) Ibid., 원문은 다음과 같다. “Great Britain concluded some 350 treaties with the local chiefs
of the Niger delta.”
11) Ibid.,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Kings and Chiefs of Old Calabar agree[d] and
promised[d] to refrain from entering into any correspondence, Agreement, or Treaty with
any foreign nation or Power, except with the knowledge and sanction of Her Britannic
Majesty's Government.”
12) Ibid., p. 404, para. 204. 원문은 다음과 같다. “Nigeria has contended that the very title of
the 1884 Treaty and the reference in Article 1 to the undertaking of "protection", shows
that Britain had no entitlement to do more than proteci, and in particular had no
entitlement to cecle the territory concerned to third States: "nemo dut quod non hczbet".”
13) Ibid., p. 404, para. 205.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Court calls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international legal status of a "Treaty of Protection" entered into under the law
obtaining at the time cannot be deduced from its title alone.”
14) Ibid., pp. 404-405, para. 205. 원문은 다음과 같다. “Some treaties of protection were
entered into with entities which retained thereunder a previously existing sovereignty
under international law.”
15) Ibid.
16) Ibid., p. 404, para. 205. 원문은 다음과 같다. “In sub-Saharan Africa, however, treaties
termed "treaties of protection" were entered into not with States, but rather with
important indigenous rulers exercising local rule over identifiable areas of terr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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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어진 협정이라 할 수 없고,

“원주민의

한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하였다.17)

자율성에 기한 식민지 영토 내부 조직의
ICJ는

의견(1975)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를 서부 사하라 권고적

ICJ는

이 권고적 의견을 차용하여 부족

공동체가 사회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지가 아니고, 해당
들과 맺은 협정은

. . .

“지역

통치자

권원이 될 수 있다”라고 확인하였다.18) 즉, 무주지를 선점한

것이 아니라 조약에 따라 영토가 할양되었다는 것이다.19)
결론적으로,

ICJ는 “비록

이러한 취득(acquisition) 형태가 현재 국제법을 반영하

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제법 원칙은 니제르 삼각지에서 체결된 조약의 법적 결과가
오늘날의 분쟁에서 유효하다는 것을 요구한다”는 견해를 밝혔다.20) 즉, 비록 당시
영토 취득 형태가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일지라도, 그 법적 결
과는 유효하다는 것이다.21) 위 조약은 법적 조약이고 해당 조약에 의해서 영토가
유효하게 할양되었다는 것이다.

2.

식민지배 관련 조약 체결권 문제

먼저, 부족공동체와 체결한 식민지배 관련 조약이, 당시 국제법적으로 성립 가
능한 것이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논의의 초점은 과연 부족공동체에게 주권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Oppenheim에

따를 때, 조약은 그 개념 자체

가 둘 이상의 국가 간의 협약 혹은 계약이다.22) 그리고 근대 국제법 시대 이전에도
17) Ibid., p. 405, para. 205. 원문은 다음과 같다. “In relation to a treaty of this kind in
another part of the world, Max Huber, sitting as sole arbitrator in the Island qf
Palmas case, explained that such a. treaty "is not an agreement between equals; it is
rather a form of internal organisation of a colonial territory, on the basis of autonomy of
the natives . . . " (United Nations,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RIAA), Vol. II,
pp. 858-859.)”
18) Western Sahara,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75, p. 39, para. 80. 원문은 다음과 같
다. “agreements concluded with local rulers … were regarded as derivative roots of title.”
19) Ibid. 원문은 다음과 같다. “It shows that in the case of such territories the acquisition of
sovereignty was not generally considered as effected unilaterally through "occupation" of
terra nullius by original title but through agreements concluded with local rulers.”
20)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Cameroon v. Nigeria:
Equatorial Guinea intervening), Judgment, I.C.J. Reports 2002., p. 405, para. 205. 원문은 다
음과 같다. “Even if this mode of acquisition does not reflect current international law, the
principle of intertemporal law requires that the legal consequences of the treaties
concluded at that time in the Niger delta be given effect today, in the present dispute.”
21) 이에 대한 연구는 다음 논문 참고. 이근관,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의 국제영토법리의 비판: 카메룬
-나이지리아 간 영토분쟁 사건(2002)을 중심으로”,「서울국제법연구」제17권 1호, (2010), p. 25.
22) Lassa Oppenheim, International Law: A Treatise, vol. 1, 2nd ed. (New York: Longmans,
Green, and Co., 1912), p. 540. 원문은 다음과 같다. “International treaties are conventions
or contracts between two or more States concerning various matters of interest. 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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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은 국가 간에 체결되는 것이었다.23)
된 것이기 때문에 조약체결권은

Oppenheim은

“국가”의

조약체결권은 주권에서 비롯

권리가 아니라 주권국가 혹은 주권자의

권리라고 하였다. 따라서 조약체결 당사자가 주권국가인 경우에만 조약체결권을 향
유한다.24) 그렇다면 상대를 주권국가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조약
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봐야할 것이다. 반대로 조약이 체결되었고, 조약
이 유효하다고 본다면, 상대 부족공동체에게 주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식민지배 조약에 대한 당시 학설

당시 학자들은 부족공동체와 체결한 식민지배 조약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견해
를 달리했다.25)

① 식민지배 조약의 법적 성격을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

.26)

이에 따

르면, 그와 같은 조약체결은 정치적 의미만 있고 국제법적 조약이 아니다.27) 이러한
견해에 따를 때, 서구 국가들은 선점을 통해 부족공동체의 영토적 권원을 원시적으
로 취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28)

② 부족공동체의 주권을 일부 인정하여 조

Koskenniemi에

따르면, 이러한 견해는 원주민

before a Law of Nations in the modern sense of the term was in existence, treaties used
to be concluded between States.”
23) Ibid.
24) Ibid., p. 543.,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so-called right of making treaties is not a right
of a State in the technical meaning of the term, but a mere competence attaching to
sovereignty. A State possesses, therefore, treating-making power only so far as it is
sovereign.”
25) Martti Koskenniemi, The Gentle Civilizer of N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pp. 138ff.
26) Ibid., p. 138. 국제법학회(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의 창설자 중 하나인 Rolin과 당시 케
임브리지 대학교 국제법 교수였던 Westlake는 조약 자체가 식민지배과정에 아예 불필요하다는 입
장이었다. 그러한 조약 체결이 정치적 이유에서 필요할 수는 있지만, 원주민들에게는 주권 개념이
없어서 이를 양도할 수 없고, 결국 해당 조약체결을 국제법상 의미 있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7) 오늘날 ICJ의 소수 견해 중 당시 식민지배의 법적 성격을 부정한 사례가 있다. 패드라 블랑카 도
서 영유권 분쟁 사건(2008)에서 별도 선언을 한 Ranjeva 재판관은 식민통치 시대에 일어난 일을
근거로 영국이 영토적 권원을 행사하는 것은 당시 전 세계 지도를 재편한 식민지배 법에 따른 사
실(fact)일 뿐, 국제법에 따라 합법(legitimate)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Case concerning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
(Malaysia/Singapore), Judgment, I.C.J. Reports, 2008, p. 104, para. 5.) 카메룬-나이지리아 간
영토분쟁 사건(2002)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Koroma 재판관은 1884년 영국과 Old Calabar의 왕
및 족장들 간에 체결된 조약을 유효하다 하는 것은 조약이나 법원칙의 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정
치적 현실을 승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Dissenting Opinon of Judge Koroma, I.C.J. Reports 2002, p. 474,
para. 3.) 요컨대, 이들의 주장은 식민지배는 법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정치적 사
실일 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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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자결권과 유사한 권리를 향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29) 이러한 견해에 따를 때,
영토 취득에 있어서 조약체결은 법률행위이다.30)

③ 식민지배 관련 조약이 성립하지

만, 상대의 주권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었다. 당시 다수 학자들은 영토적 권원은 부족
공동체에게 양도받는 것이 아니라 서구 국가들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단지
평화로운 조약체결의 증거로 원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31) 이 견해를 취
하는 학자들은 비록 상대 부족공동체의 주권과 영토적 권원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동의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32) 이러한 견해에 따를 때, 원주민
과의 조약은 영토 취득의 필요조건이다.

2)

당시 국내 법원 판례

당시 영국 법원에서도 이런 조약의 법적 성격을 논의한 사례가 있었다. 이 중
몇 개의 판결문에서는 직접적으로 당시 부족장이나 추장이 국제법상 조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33) 대표적으로 소위 마사이 사건으로 알려진 케냐
의
카

Ol le Njogo and other v The Attorney-General and Others

항소

법원은

영국

정부(the

Crown)와

마사이

東

사건에서 동(

부족

간에

)

아프리

체결된

“합

의”(agreement)가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34) 동 사건 수석재판관
28) Koskenniemi, supra note 25, pp. 140-141. 프랑스 법학자 Jéze와 Salomon은 부족들이 거
주하는 영토를 무주지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Jéze와 Salomon은 모든 부족공동체가 영
토주권이 있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이 둘은 정부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유목민 같은 경우
영토주권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보았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정부 조직 형태가 있을 경우, 해당
영토를 취득하는 데에 원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9) Ibid., Koskenniemi가 당시 “자결권”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 다면,
Jéze와 Salomon의 주장이 어떤 자결권과 같은 권리를 인정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차원에서 설명하
였다. Koskenniemi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But even in such cases, native communities
enjoyed at least something like a right of self-determination that seemed to call for the
necessity of native consent: ‘it is not permitted to force happiness on people - in this
matter, everyone is his own best judge.’”
30) 이 견해는 서부 사하라 권고적 의견(1975)과 유사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이 권고적 의견에 따르
면, 해당 영토에 거주하는 부족이나 사람들에게 어떤 정부 조직이 있을 경우 무주지라 취급되지
않았고, 선점에 의해서 영토적 권원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통치자와 “조약”(agreements)
을 체결하여 영토적 권원을 취득하였다. (Western Sahara,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75, p. 39, para. 80.)
31) Koskenniemi, supra note 25, p. 140.
32) Ibid., pp. 140-141.
33) John Mugambwa, "Treaties or scraps of paper? A second look at the legal character of
the nineteenth century British/African colonial agreements", The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Law Journal of Southern Africa, Vol. 20, No. 1 (1987), pp. 86ff
34) Ibid., p. 86. 이때 법원은 마사이 부족이 독자적 주체로 활동할 수 있으며 수 천 명의 창병(槍兵)
을 배치할 수 있는 군사력이 있다는 이유를 근거로 영국 정부가 마사이 부족과 조약을 체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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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마사이 부족이 영국의 보호국이 된 이후에도 마사이 부족에게 주권의 일부(a
remnant of sovereignty)가

관과

Carter

재판관은

남겨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35) 동 사건

Wharton의

Farlow

재판

국제법 저서를 인용하여 조약이란 국가들(nations)

간의 협정(compact)이고, 여기서 국가란 특정 언어, 기원(origin), 정부를 가진 사람
들의 모임이라 하였다. 그리고 마사이 족은 이러한 국가 개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
다.36)

Mugambwa에

따르면, 이외에도 다수의 국내 법원 사례에서 부족들의 주권을

인정하여 당시 영국과 아프리카 부족 간의 조약을 확인하였다.37) 즉, 당시 국내 법
원 판례 중 유럽 국가들과 아프리카 부족 간에 체결된 조약이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가 있었다.

3)

검토

당시 다수 학자들의 견해는 상대 부족공동체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영토적 권원은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주민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
문에 조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 견해에는 모순점이 있다. 근대 국제법상 조
약은 둘 이상의 주권국가가 체결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상대방을 주권국가로 승인
하지도 않으면서 조약이 성립했다고 보는 것은 모순적 주장이다. 오히려 제1설이나
제2설이 법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다. 만일 상대 국가에게 주권이 없다고 본다면, 제1
설처럼 해당 합의는 국제법상 조약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 반대로 조약이 유효하다
고 하려면, 제2설처럼 상대에게 주권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당시 국내 법원 판
례에서도 부족공동체의 주권을 인정한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결론적으로 당시 학설과 국내 법원 판결이 견해의 일치를 보여주고 있지 않았
지만, 해당 판결을 기준으로 삼을 때, 당시 식민지배 과정에 체결된 조약은 국제법
상 조약으로 성립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를 경우, 위 카메룬-나이지리아 간 영
토분쟁 사건에서

Old Calabar에게

조약체결권이 있어서 영국과

Old Calabar

간에

조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

있다고 하였다.
35) Ibid., p. 86. 수석재판관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a remnant of sovereignty still remain(ed) in
the Masai . . .”
36) Ibid., p. 87.
37) Ibid., pp. 86-88. 영국의 추밀원(Privy Council)이 Re-Southern Rhodesia 사건에서 영국 정부
가 남아프리카 지역 통치자였던 Lobengula의 영토주권을 승인했다고 확인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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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민지배 관련 조약 합법성 문제

앞에서는 조약체결권을 중심으로 식민지배 관련 조약이 성립했는지 여부를 검
토하였다. 그러나 식민지배 관련 조약이 성립하였다고 하여, 그 조약이 합법적인지
는 별개의 문제이다. 식민지배 관련 조약이 국제법상 조약이라면, 당시 조약법에 따
라 규율되어야 한다. 당시 조약법에 따라 보았을 때 취소나 무효 사유가 있다고 한
다면, 해당 조약이 비록 형식적으로 성립했다 할지라도, 합법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위 영국과

Old Calabar

간에 체결된 보호조약에 의해 영토가 할

양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본 사건에서 조약의 합법성 문제를 검토하는 의의는
으로 영토 취득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ICJ는

ICJ

다수의견이 보호조약

조약의 제목 하나만으로 당시

보호조약의 법적 지위를 추론해낼 수는 없다고 보았다.38) 그러나 만일 상대 부족공
동체가 해당 조약이 영토 할양을 의미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면, 해당 조약은 치명적인 하자가 있는 조약이다. 즉, 의사의 합치가 있는 합법적인
조약이 아니다. 이 사안은 실제 조약 체결 과정을 살펴보아야할 문제이다. 당시 나
이지리아 부족국가들이 명목상

“보호”조약이지만

실제로 할양 조약으로 인식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 보아야한다.
아래에서는 먼저 조약 체결 과정에 하자를 규율하는 규범을 검토해본 이후, 당
시 실제 국가들의 행위를 살펴보겠다. 이후 본 글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카메룬나이지리아 간 영토분쟁 사건(2002)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영국과 나이지리아 간의
조약 체결 과정을 살펴보겠다.

1)

당시 관련 국제 규범

『만국공법』에 따르면 모든 주권국가는 자유롭게 조약을 체결할 권

Wheaton의

리를 향유한다.39) 조약은 명시와 묵시로 체결될 수 있고, 서면 및 구두로도 체결할
수 있지만, 분쟁을 피하고자 근대 관행은 서면의 방법을 취한다.40) 만일 조약체결권
38)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Cameroon v. Nigeria:
Equatorial Guinea intervening), Judgment, I.C.J. Reports 2002. p. 404, para. 205. 원문은 다
음과 같다. “The Court calls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international legal status of a
"Treaty of Protection" entered into under the law obtaining at the time cannot be deduced
from its title alone.”
39) Henry Wheaton,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James Brown Scott (ed.), The Classics of
International Law (Washington: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1866), pp.
274ff. 이 글에서『만국공법』이란 Wheaton이 저술하고 Martin이 번역한 이 책을 의미한다.
40) Ibid., p. 275.

- 12 -

자의 권한에 결함(imperfect

authority)이

있을 경우, 이후 묵시적 승인으로도 동의

의 의사표시를 표할 수 있다.41) 만일 대사(public

minister)나

여타 외교관에 의해서

조약이 체결 및 서명될 경우, 그는 전권위임장(full-power)과 신임장(letter
credence)

of

모두를 구비해야 한다.42) 따라서 당시 식민지배 과정에 체결된 조약에 이

러한 형식적

▪절차적 요건에 결함이 있는 경우

,

조약의 유효성 여부를 논할 여지가

생긴다.
한편, 강박에 의해 체결된 조약도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가에 대한
강박과 조약체결권자에 대한 강박은 구분이 필요하다. 당시 기준으로 보자면, 전자
는 유효하지만 후자는 그러하지 않았다.

Wheaton은

私法

국내법상 사법(

)

법리에 따

르자면, 합의 과정에 폭력이 행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해당 계약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Wheaton은

Wheaton은

국제사회의 경우 그 법리가 다르다고 본다.

전쟁에 패한 경우 조약체결과정에 강박(duress)이 있었다 할지라도 관련

조약은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43) 만일 구속력이 없다고 한다면, 전쟁은 완전
한 예속(subjugation)에 의해서만 종료될 수 있고, 약한 국가를 폐허로 만들 수 있다
는 것이 그 이유이다.44) 국제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오히려 약자에게 유익하다
는 논리이다. 이러한 입장은
도 동일하게 쓰여 있고,45)

Boyd가

편집한

Phillipson이

Wheaton의 1878년

편집한

1916년

『

판

『

』
의 만국공법』에

판 만국공법 에서

Wheaton

서도 변함없이 기술되어 있다.46)
Oppenheim의

견해도 크게 차이가 없다. 비록 조약은 체약당사국의 절대 자유

에 기초한 실제 동의가 없으면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전쟁에서 패한 경우나, 강한
국가가 협박(menace)하는 상황이 있다고 하여, 조약에 동의할 자유가 배제되었다고
보지 않는 것이 국제법이라고 설명했다.47) 즉, 국가에 대한 강박행위는 유효하다.
41) Ibid.
42) Ibid., p. 276. 당시 국제법학자들의 조약의 형식 및 절차의 하자 문제는 다음 논문 참고. 박배근,
“시제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병합관련 ‘조약’의 효력: 조약 체결의 형식과 절차를 중심으로”,「국제
법학회논총」제54권, 제2호, (2009).
43) Ibid., pp. 284-285.
44) Ibid., 원문은 다음과 같다. “On the other hand, the welfare of society requires that the
engagements entered into by a nation under such duress as is implied by the defeat of its
military forces, the distress of its people, and the occupation of its territories by an
enemy, should be held binding; for if they were not, wars could only be terminated by the
utter subjugation and ruin of the weaker party. Nor does inadequacy of consideration, or
inequality in the conditions of a treaty between nations, such as might be sufficient to set
aside a contract as between private individuals on the ground of gross inequality or
enormous lesion, form a sufficient reason for refusing to execute the treaty.”
45) Wheaton,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A. C. Boyd, ed., (London: Stevens & Sons,
1878), p. 321.
46) Coleman Phillipson, Wheaton's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5th ed., (London: Stevens
and Sons, Limited, 1916), p. 367.
47) Oppenheim, supra note 22, p. 547. 원문은 다음과 같다. “As a treaty will lack binding

- 13 -

그러나

Oppenheim에

따르면, 행위의 자유는 오직 조약체결대표에게 있고 조약체결

대표에게 협박(intimidation)이 가해졌거나, 술에 취한 상태이거나, 정신이상이 있는
경우 해당 조약은 구속력이 없다.48)
(force)에

Woolsey는

1891년

『

』

판 공법편람 에서 강제

의한 조약은 구속력이 없다고 기술하였다.49) 그 근거는 자유로운 독립적

의사표현이 아니기 때문이다.50) 그러나 부당한 강박(duress)행위의 대상이 주권자
(sovereign)

혹은 조약체결권자(the

treaty-making agent)이어야만

무효가 된다고 보

았다.51)
요컨대, 조약의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체약 당사국의 자유의사라 할 수

▪

있다. 그러나 조약에 형식적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조약체결권자에 대한 강박
에 의해 체결된 조약의 경우, 당시 조약법이 적용이 되어 해당 조약이 유효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 조약의 부존재, 무효 혹은 취소를 논할 여지가 있
다.

2)

사안의 적용: 영국과 나이지리아 간의 사례 검토

앞에서는 당시 기준으로 조약 체결과정에 발생한 하자를 규율할 규범을 검토해
보았다. 그렇다면 당시 실제 식민지배 과정에서 조약체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Koskenniemi에

따르면,

19세기

후반에는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 조약체결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 당시에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약이 체결
되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았고, 또 조약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했다
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많았다.52) 식민지배 과정에서 체결된 대다수 조약이 무력 충
force without real consent, absolute freedom of action on the part of the contracting
parties is required. It must, however, be understood that circumstances of urgent distress,
such as either defeat in war or the menace of a strong State to a weak State, are,
according to the rules of International Law, not regarded as excluding the freedom of
action of a party consenting to the terms of a treaty. The phrase "freedom of action"
applies only to the representatives of the contracting States. It is their freedom of action
in consenting to a treaty which must not have been interfered with and which must not
have been excluded by other causes.”
48) Lassa Oppenheim, International Law: A Treatise, vol. 1, 1st ed. (New York: Longmans,
Green, and Co., 1905), p. 524; Oppenheim, supra note 22, p. 547.
49) Theodore Dwight Woolsey, Introduction to the International Law, 6th ed.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891), p. 161. 이 저서는 구한말에『공법편람』으로 근대 한국에 소개
가 되었다. 따라서 이를 존중하여, 이 연구에서도 『공법편람』으로 칭하겠다.
50) Ibid., p. 162.
51) Ibid. 근대 국제법체계상 조약 체결 대표자에 대한 강박 행위가 조약 무효 사유라는 연구는 다음
논문 참고. 박배근, “한국병합관련조약의 효력과 국가 대표의 매수”,「서울국제법연구」, 제17권, 2
호, (2010), pp. 170ff.
52) Koskenniemi, supra note 25, p.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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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직후나 외교적 강박(duress)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문제도 지적되었다.53) 물론
당시 유럽 국가들과 비유럽권 국가들이 체결한 모든 조약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현 우간다에 거주하는 바간다족(Baganda)은 영국과 조약을 체
결할 때 매 조항 마다 심도 있게 협상하였다고 한다.54) 그러나 당시 다수의 식민지
배 조약에는 하자가 의심될만한 정황이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카메룬-나이지리아 간 영토분쟁 사건의 영국과
Calabar

Old

간의 조약 체결 과정에는 하자가 전혀 없었는지 의문이다. 당시 서구 국가

들의 제국주의적 식민지배 실행 혹은 관행을 고려해 보자면, 식민지배 과정에 다수
의 하자가 의심되고, 영국과 나이지리아 부족공동체 간에 체결되었던 조약체결과정
에 하자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카메룬-나이지리아 간 영토분쟁사건에서
이지리아 부족 중 하나인

Old Calabar간에

ICJ의

입장은 시제법에 따라 영국과 나

체결된 조약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그러

나 만일 영국과 나이지리아 부족공동체 간 조약체결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면, 문제
가 다르다. 시제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조약체결과정에 발생한 치명적인 하자는
조약의 무효 사유가 된다. 그렇다면

ICJ가

시제법을 고수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부

분을 고려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당시 아프리카 식민지배
조약체결과정에는 하자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따라서 당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영국과 나이지리아
부족공동체 간에 체결된 조약에 하자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론을 먼저
언급하자면, 영국이 나이지리아 부족과 체결한 다수의 조약에는 하자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1861년 8월 6일

영국은 나이지리아 일부 지역의 라고스(Lagos)의 왕

할양 조약을 체결하였다.55)
Dosumu왕과

Oyebode에

Dosumu와

따르면, 영국은 자신의 해군 함선으로

부족장들을 소집하였고, 이들에게 할양 조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였

다.56) 즉, 조약체결대표에게 직접적인 강박행위를 하였다. 또한 이 조약이 영어로만
53) Arnulf Becker Lorca, “Universal International Law: Nineteenth-century Histories of
Imposition and Appropriation”, 51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475, (2010), p. 480.
54) Lugard에 따르면, 바간다족은 1890년 조약을 체결할 때 매 조항 마다 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조항의 단어나 표현이 바뀌었으며, 이들은 마치 유럽인들과 같이 개별 규정을 검토하였다고 한다.
Lugard는 바간다족과 체결하는 조약이 몇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했으나 결과적으로 3일 동안
진행된 치열한 협상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Mugambwa, supra note 33, p. 90.)
55) Akin Oyebode, “Treaties and the Colonial Enterprise: The Case of Nigeria”, 2 Af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17 (1990), p. 23.
56) Ibid. 이 할양 조약 제1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었다. “. . . I, Docemo, do with
the consent and advice of my Council, give, transfer, and by these presents grant and
confirm unto the Queen of Great Britain, her heirs and successors for ever, the Port and
Island of Lagos, with all the rights, profits, territories and appurtenancies whatsoever
thereunto belonging, and as well the profits and revenue and the direct, full and absolute
dominion and sovereignty of the said port, island and premises, with all the roya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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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되었기 때문에

Dosumu왕과

부족장들이 그 내용을 이해했는지도 알 수 없다.57)

당시 라고스를 병합하는 데에 있어서 영국 정부가 제시한 명목은 노예무역의 억제
와 적법한 무역을 활성화이다.58)
한편, 영국 정부가 설립한 국가아프리카회사(National
제르 강 유역과 베누에 강(the

African Company)가

basins of Niger and Benue Rivers)에

니

위치한 나이지

리아 북부 이슬람 통치지역에서 다수의 할양 조약을 체결하였다.59) 국가아프리카회
사의 주장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약
Oyebode에

360여개의

할양 조약이 체결되었다.60)

따르면, 이러한 조약들이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들 나이지리아 부족장 혹은 국왕들은 위 조약이 할양조약이라는 사
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들은 위 조약의 성격을 역외관할권을 설정하
는 조건부 항복(capitulation) 및 무역 양해라고 알고 있었다고 한다.61) 이후 밝혀진
것이지만, 당시 국가아프리카회사의 통역담당은 조약 문언을 그대로 통역하지 않았
고, 할양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한다.62)
Oyebode에

있다.

1885년 6월

Gwandu가

․

따르면, 또 나이지리아에서 체결된 조약에는 형식적 절차적 하자가
국가아프리카회사와 베누에 강 지역의 이슬람 통치자인

Sokoto와

체결한 조약은 술탄의 인장과 이슬람권의 국왕인 에미르(Emir)의 서명

이 없다.63) 따라서 이 조약은 위조에 해당된다는 주장도 있다.64)
요컨대, 영국이 나이지리아 지역의 부족장 내지는 국왕과 체결한 조약에는 여러
하자가 있다. 이를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조약체결대표에 대한 강
박 사례가 있다. 둘째, 조약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서,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셋째, 최고통치자의 인장 및 국왕의 서명이 없어서 형식적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1885년

․

베를린회의에

thereof, freely, fully, entirely and absolutely. I do also covenant and grant that the quiet
and peaceable possession thereof shall, with all possible speed, be freely and effectually
delivered to the Queen of Great Britain, or such person as Her Majesty shall thereunto
appoint, for her use in the performance of this grant; the inhabitants of the said island
and territories, as the Queen's subjects, and under her sovereignty, crown, jurisdiction,
and government, being still suffered to live there.”
57) Ibid., p. 24.
58) Robert Smith, “The Lagos Consulate, 1851-1861: An Outline”, 15 The Journal of African
History 393 (1974), pp. 412, 414.
59) Oyebode, supra note 55, p. 28. 영국정부가 1879년 설립한 United African Company는 1881
년에 National African Company로 개명하고, 1886년에 Royal Niger Company로 개명하였다. 이
회사는 Niger 지역 식민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60) Ibid.
61) Ibid.
62) Ibid., p. 29.
63) Ibid.
6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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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위 조약들을 근거로 나이지리아 영토를 확보하였다.65)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두 번째 사례 즉, 니제르 강 유역에서 국가아프리카회사
에 의해서 체결된 약

360여개의

할양 조약이다. 이 조약들은 조약체결권자가 조약

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라 할 수 없는 조약들이었다.
Oyebode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부족장 혹은 국왕들은 위 조약이 할양조약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 즉, 하자가 있는 조약들이었다.
ICJ는

이러한 니제르 강 유역의

360여개

할양 조약을 인지하고 있다고 볼 부분

이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카메룬-나이지리아 간 영토분쟁 사건에서
이 니제르 삼각지(Niger

delta)에서

고 확인했다.66) 그 중 하나가
결된 보호조약이었다. 그리고

지역 통치자들과

1884년 9월
ICJ는

영국과

350여개의

Old Calabar의

ICJ는

영국

조약을 체결하였다
부족장들 간에 체

궁극적으로 이 조약의 법적 결과가 오늘날 유효

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엄격하게 구분하자면,

Oyebode가

지칭한 니제르 강 유역

은 니제르 강이 흐르는 언저리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ICJ가

지칭한

니제르 삼각지보다 더 넓은 의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니제르 강 유역에는 니제르
삼각지도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Oyebode와 ICJ는

겹치는 지역을 지칭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하자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았는지 의문이다.
못했을 수도 있으나,

ICJ가

ICJ는

왜 당시 조약이 시제법에 따라

ICJ가

위에서 언급한 하자를 인지하지

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당시 기준에 의존했다는 것이 설

득력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ICJ는 1885년

베를린회의 당시에 유럽 강대국들이

지역 통치자들과 다수의 조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67) 이러한 문맥에서
영국과

Old Calabar

간의 조약을 이해한 것이다. 즉,

19세기

말에 체결된 이러한 조

약들은 당시 국제법 혹은 시제법을 적용했을 때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당시 국제법에 따라 보았을 때에, 위 조약들이 당연히 유효하다
고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조약체결대표에 대
한 강박이나 조약체결과정에 형식적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해당 조약의 무효를

논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조약의 상대가 해당 조약이 할양조약이라는 사실을 인지
하지 못한 조약도 치명적인 하자가 있는 조약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근
거에서

ICJ가

해당 조약이 오늘날 유효하다고 하는지 의문이다.

65) Ibid.
66)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Cameroon v. Nigeria:
Equatorial Guinea intervening), Judgment, I.C.J. Reports 2002. p. 400. 원문은 다음과 같다.
“Great Britain concluded some 350 treaties with the local chiefs of the Niger delta.”
67) Ibid., p. 404, para. 203.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Court first observes that during the era
of the Berlin Conference the European Powers entered into many treaties with local
ru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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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카메룬 나이지리아 간 영토분쟁 사건과 문명

위에서는 과연 식민지배 과정에 체결된 조약이 성립되었는지, 성립되었다면 당
시 국제법상 합법적 조약이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당시 기준으로 보아도 해당
조약들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Calabar를

Old

포함하여 니제르 삼각지에 위치한 다수의 부족국가들에게 보호조약 따라

영토적 권원을 양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때 영국에게 할양의 의사
가 있었다고 한다면, 의사의 합치가 있는 조약이라 할 수 없다. 이러한 조약은 치명
적인 하자가 있는 조약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CJ

다수의견은 시제법 원

칙에 따라 니제르 삼각지에서 체결된 조약의 법적 결과가 오늘날 유효하다는 것이
다. 즉, 조약 당사자의 의사에 반할 여지가 있어도, 해당 조약이 시제법에 따라 유
효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 아래에서는

1. ICJ 의

ICJ의

ICJ의

다수의견이 지칭하는 시제법이 무엇인지 의문이

소수의견을 통해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겠다.

소수의견:

19세기 “당시

법”으로서 문명론

카메룬-나이지리아 간 영토분쟁 사건에서 나이지리아는
Calabar

1884년

영국과

Old

간에 체결된 보호조약으로 해당 영토가 할양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은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것이다. 이에 대해

ICJ

1913년

독일과 경계획정조약을 체결한

내에서도 견해의 차이가 있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ICJ의

다수의견은 해당 보호조약에 의해 해당 영토를 취득할 수 있고, 그 법적 결과가 오
늘날에도 유효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소수의견을 취한 재판관들은 이 문제에 대해 견해를 달리했다. 예를 들어
Rezek

재판관도

Calabar의
Calabar

ICJ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한다. 먼저

왕과 부족장들이 조약을 체결할 행위능력이 있고,

Rezek

재판관은

1884년에

간에 체결된 조약이 국제법상 조약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68)

Old

영국과

Old

Rezek

재판

68)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Declaration of Judge Rezek,
I.C.J. Reports 2002, p. 489. 원문은 다음과 같다. “Moreover, only the 1884 Treaty,
concluded with that form of local rule, could have justified the functions assumed by Great
Britain when it became the protecting State of those territories, for, if the Kings and
Chiefs of Old Calabar did not have capacity to enter into an international agreement, if
the 1884 Treaty was not a treaty and had no legal force whatsoever, it must be asked
what was the basis for Great Britain to assert its authority over these territories, by what
mysterious divine right did it set itself up as the protecting State of these area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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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은 영국과

Old Calabar

권을 감독할 권한(power

간의 보호조약에 의해 영국이 해당 아프리카 국가의 외교
to oversee)을

수여 받았지만, 해당 국가의 영토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양도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Rezek

재판관은 바카시 반도

의 국경을 획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국과 독일 간 조약은 해당 조항에 한정하
여 무효(invalid)라 하였다.69)
재판관에게 있어서,

Koroma

ICJ

다수의견은 당시 조약을 제대로 적용한 것도

아니고 그에 관련된 법원칙을 적용한 것도 아니다.
실을 승인한 것에 준할 뿐이다.70)

Koroma

ICJ

다수의견은 당시 정치적 현

재판관에 따르면,

ICJ

다수의견이

에 영국이 독일과 국경을 획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한 것은
Old

Calabar

servanda
1913년

1884년

간의 보호조약의 내용에 반할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1913년

영국과

pacta

sunt

원칙에 반한다.71) 영토적 권원이 보호조약에 따라 양도될 수 없기 때문에,

영국과 독일의 조약은 영국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약이 된다.

요컨대,

Rezek

재판관과

Koroma

재판관에 따르면, 보호조약에 의해서 영토가

할양이 될 수 없다. 조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영국 행위는 조약의 내용에
반할 뿐 아니라

pacta sunt servanda

원칙에 반한다. 이들에 따르면, 당시 기준에

따라 보아도, 보호조약에 의해 영토가 할양되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해당
보호조약에 대해 의사의 합치가 없는 사안이라고 보았을 때에는, 이 보호조약에는
치명적인 하자가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ICJ

다수의견은 그러한 문제는 고려 사안

이 아니었다.
ICJ의

소수의견과 다수의견이 견해를 달리하면서도, 둘 다 당시 법을 전제라고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수의견은 시제법 원칙을 적용하면,
의해서 영토 취득행위가 성립한 것이다. 반대로 위

ICJ

1884년

보호조약에

소수의견에 따르면, 이 보호

Africa.”
69) Ibid., p. 490.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unlawfulness of the act of cession renders the
Anglo-Germsn Treaty of 11 March 1913 invalid in so far as, in defining the last sector of
the land boundary, it determines the treatment of Bakassi. The defect in the provisions
concerning the Bakassi Peninsula does not however affect the validity of the remainder of
the Treaty.”
70)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Dissenting Opinion of Judge
Koroma, I.C.J. Reports 2002, p. 474, para. 3. 원문은 다음과 같다. “I am, however, obliged
to observe that the conclusion reached by the Court with respect to the 1884 Treaty
between Great Britain and the Kings and Chiefs of Old Calabar regarding the Bakassi
Peninsula is tantamount to a recognition of political reality rather than to an application of
the treaty and the relevant legal principles.”
71) Ibid., p. 476, para. 7.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is conclusion, with respect, is unsustainable,
both in the light of the 1884 Treaty and in the light of the material evidence which was
before the Court. The findings are in clear violation of the express provisions of the 1884
Treaty and contrary to the intention of one of the parties to the 1884--that of the Kings
and Chiefs of Old Calabar--and hence to the rule of pacta sunt servanda, i.e., the sanctity
of trea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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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에 의해서 영토가 할양될 수 없다. 그리고

1917년

조약은 권한을 넘어서는 행

위로 무효이다.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차이는
ICJ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때문일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
ICJ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견해의 차이를 보이기

다수의견이 취하는 시제법이 과연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ICJ

다수의견이 추정하고 있는

하는 데에는

Ranjeva

“당시

법” 혹은 시제법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

재판관의 견해가 도움이 된다.

해석하는 문제를 설명할 때,

ICJ

Ranjeva는 “당시

다수의견이 본 사안에서

법”의 개념을

Old Calabar와

약의 성격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72) 바로 이어

체결된 조

Ranjeva는

당시 문

명국 요건은 국제법 주체로서의 지위를 향유하기 위한 요건이었다고 설명하면서,
문명국이 주권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으면 전통 토착 사회, 특히 아프리카 사회
들은 국제법상 주체 지위를 향유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73)
또,
며,

Ranjeva는

“토착

시제법 원칙을 문자 그대로 적용했을 때

부족장과의 조약 관계에 대해서는

밝혔다.74) 즉,

“약속은

1884년

결론”이 나온다

pacta non servanda sunt이

적용된다”고

지켜지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국제법

체계의 대전제라 할 수 있는
따르자면,

“놀라운

영국과

pacta sunt servanda가

Old Calabar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간에 체결된 보호조약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진다.
Ranjeva

재판관은 자신의 개별의견의 결론에서 유럽 국가 간에 적용되는 법과

유럽 국가와 비유럽권 토착 통치자 간에 적용되는 법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
다.

Ranjeva는

전자를 국제법으로, 후자를 식민지법(colonial

law)으로

칭하는 것이

더 좋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이 식민지배 과정의 법 구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고 지적하였다.75)
72)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Separate Opinion of Judge
Ranjeva, I.C.J. Reports 2002, pp. 469-470, para. 2.
73) Ibid.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criterion of “civilized nation” represented the qualifying
condition in order to be accorded the juridical status of international subject. Without
formal recognition of sovereignty on the part of the civilized nations, traditional indigenous
societies, African societies in particular, did not have the status of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even where their territory was not necessarily res nullius, as was made
clear in the Advisory Opinion on the Western Sahara case (I.C.J. Reports 1975, p. 12).”
74) Ibid., para. 3. 원문은 다음과 같다. “Literal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of intertemporal
law leads to a surprising conclusion, which could be expressed in the following maxim: ‘in
treaty relations with indigenous chiefs, pacta non servanda sunt’.”
75) Ibid., para. 6. 원문은 다음과 같다. “For these reasons, it would have been preferable to
speak of international law when referring to the law governing relations between the
European Powers or with sovereigns recognized by the European Powers, and of colonial
law or acts, as appropriate, when addr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uropean
Powers and indigenous chiefs. Such a distinction or classification permits a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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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재판관의 견해에 따르면, 당시 국제사회를 규율하던 법은 두

Ranjeva

가지이다. 유럽 국가들 간의 관계를 규율하던 법이 있었고, 유럽 국가와 비유럽 국
가 혹은 부족 간의 관계를 규율하던 법이 따로 있었다. 전자는 국제법이었고, 후자
의 관계에서는 적어도 국제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세기

다.

초 국제법학자도 보호제도와 관련하여 유사한 이분법을 취한 사례가 있

Oppenheim은

당시 문명국들로 이루어진 국제사회(the

Family of Nations)

내의

보호국과 이 국제사회 밖의 보호국을 구분하였다. 전자일 경우 보호를 받는 국가의
법인격이 부분적으로 유지된다. 또한 보호를 받는 국가가 절대로 보호하는 국가의
일부로 취급되지 않는다.76) 이에 따르자면
그러나

Oppenheim은

된다한다.

ICJ의

다수의견에 오류가 있어 보인다.

당시 국제사회 밖에 위치한 보호국들에게는 다른 법이 적용

Oppenheim은

이들과의 보호관계는 병합(annexation)에 이르기 위한 전

단계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77) 한 걸음 더 나아가

Oppenheim은

이들이 적어도 실

제 국가와 체결한 조약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부족들과의 보호관계와는 차이가 있
다고 하여, 비문명국일 경우에도 보호관계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보았다.
Oppenheim에

따르면, 아프리카 부족들과의 보호관계일 경우, 해당 영토는 미래에

선점을 하기 위하여 보존한 것일 뿐이다.78) 즉, 영토적 권원이 보호조약에 의해 양
도 되는 것이 아니라, 차후 선점에 의해 권원을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자면

ICJ의

다수의견은

Ranjevah

재판관이 말하듯이 별도의 법체계를

적용하고 있을 수 있다. 즉, 비유럽권 국가에게는 별개의 법을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보자면, 오히려

Koroma와 Rezek

재판관의 주장이 시제법에

따른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근거에서 당시 국제법이 달리 적용되었
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즉, 근대 식민지배 정당화 이론으로 활용되었던

“문명”

개념

을 다시 주목하게 한다.

understanding of the legal framework of colonization.”
76) Oppenheim, supra note 22, pp. 145-146. 원문은 다음과 같다. “But it is characteristic of
the protectorate, in contradistinction to suzerainty, that the protected State always has
and retains for some parts a position of its own within the Family of Nations, and that it
is always for some parts an International Person and a subject of International Law. It is
never in any respect considered a mere portion of the superior State.”
77) Ibid., p. 147. 원문은 다음과 같다. “Protectorates of this kind are actually nothing else
than the first step to annexation.”
78) Ibid. 원문은 다음과 같다. “Since they are based on treaties with real States, they cannot
in every way be compared with the so-called protectorates over African tribes which
European States acquire through a treaty with the chiefs of these tribes, and by which
the respective territory is preserved for future occupation on the part of the so-called
pro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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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대 국제법학자들의 문명론

당시 국제법학자들의 견해 또는 학설은 당시 국제법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
료가

된다.

Oppenheim에

당시에는

권위

있는

학자들의

저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따르면, 학자들의 저술이 마치 판사의 판결문처럼 관습법을 확정하고

조약의 의미를 확정하는 데 필요했다.79) 특히,

Oppenheim은

국제법 영역에서 권위

있는 학자의 학설(teachings)은 국내법 영역에서 판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判定法

(

가졌다.

)”(judge-made law)의

“판정법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80) 이러한 견해가 당

시 모든 이들에게 받아들여졌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학자들의 저술이
오늘날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저술을 통해 당시 문명론에
대한 국제법 이론을 확인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당시 다수의 국제법학자들은 국제법의 적용범위를 소위 문명국가로 제한하였다.

『만국공법』에서 국제법의 개념을 정리할 때

Wheaton은

먼저

,

되는 국제법”이라고 그 대상을 한정하였다.81) 즉,
문명국가들 간의 법이다.82)
여 그 범위를 제한했다.

Oppenheim도

Oppenheim에

Wheaton이

“문명국가

간에 이해

말하는 국제법은 유럽

국제법의 개념에 문명국가 개념을 삽입하

따르면,

“국가들의

법 혹은 국제법은 문명국

가 간에 교류할 때 스스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여기는 관습과 조약 규칙 일체를
지칭한다.”83)

문명국가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상호

관계를

다룰(mutual

때 그들의 행위를 결정할 규칙의 총체로 정의될 수 있다.”84)

Westlake에게

Lawrence에
dealing)

Lawrence도

따르면,

국제법의

“국제법은

개념에

문명국가들이

간의

79) Lassa Oppenheim, “The Science of International Law: Its Task and Method”, 2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313 (1908), p. 315. 원문은 다음과 같다. “Apart from
the International Prize Court agreed upon by the Second Hague Peace Conference but not
yet established, there are no international courts in existence which can define these
customary rules and apply them authoritatively to cases which themselves become
precedents binding upon inferior courts.”
80) Ibid., p. 345. 원문은 다음과 같다. “. . . The teachings of authoritative writers take,
therefore, within the province of international law, to a certain extent the place which
judge-made law has within the province of municipal law.”
81) Wheaton, supra note 39, p. 20. 원문은 다음과 같다. “International law, as understood
among civilized nations, may be defined, from one point of view, as consisting of those
rules of conduct which reason deduces, as consonant to justice, from the nature of the
society existing among independent nations, subject to such definitions and modifications
as may be established by general consent.”
82) Ibid., p. 15.
83) Oppenheim, supra note 22, p. 3. 원문은 다음과 같다. “Law of Nations or International Law
(Droit des gens, Völkerrecht) is the name for the body of customary and conventional
rules which are considered legally binding by civilised States in their intercourse with
each other.”
84) Thomas Joseph Lawrence,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Boston, New York,
Chicago: D. C. Heath & Co., Publishers, 1895, 1910), p. 1. 원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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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란 첫째, 유럽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이 아는 국제법은 유럽 국가들
을 규율하는 법이다.85) 그리고 국제법은 둘째로 모든 아메리카 대륙 국가들을 규율
하고, 셋째로 이외 지역의 기독교 국가들을 규율한다.86)

Westlake은

국제법의 적용

범위를 위 지역으로만 한정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지역인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
은 국제법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된다.87) 또, 기독교 국가이더라도 아비시니아(에티오
피아)는 적용범위에서 배제된다.88)
또,

19세기에

저명했던 독일 국제법학자

Wilhelm Heffter의

국제법 교과서에서

는 국제법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역사적 근원에 따라 보았을 때 유럽 국제법(the
독교 국가들만을 구속한다.

. . .

European law of nations)은

오직 기

그러나 비기독교 국가들과 관계할 때 그 국제법은

오직 부분적으로만, 예상되는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 주의하여 측정하여 적용될 뿐이
다.
Heffter의

. . .89)

교과서는 국제법의 적용범위를 이분화하였다. 우선 국제법은 그 개념 자

체가 국제사회를 상정하기 때문에, 유럽 지역의 기독교 국가들만 국제법에 구속
(binding)된다.

따라서 이들은 당시 국제법에 근거하여 제한 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비기독교 국가들과
관계할 때는 국제법이 부분적으로만 적용된다. 그것도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 조심
스럽게 적용될 뿐이다. 따라서 비문명국에게 국제법이 완전히 적용되어야 할 이유
가 없다는 논리가 가능해진다.

3.

검토

“International Law may be defined as the rules which determine the conduct of the
general body of civilized states in their mutual dealing.”
85) John Westlake, Chapters on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94), p. 81.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international society to which we
belong, and of which what we know as international is the body of rules, comprises-First, all European states.”
86) Ibid., pp. 81-82.
87) Ibid., p. 103.
88) Ibid., p. 82.
89) Wilhelm G. Grewe, The Epochs of International Law (Walter de Gruyter, 2000). p.
464.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European law of nations is, according to its historical roots,
binding essentially only upon the Christian States, . . . . However, in relation to
non-Christian States it finds only a partially, carefully measured application according to
the expected reciprocity,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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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jeva

재판관의 의견에 따르자면, 당시 국제사회는 두 가지 별개의 법체계로

명칭을 구분해야 할 정도로 문명국과 비문명국 간의 관계는 달랐다. 실제로 두 개
의 법체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소위 비문명국들은 국제법이 적용되
는 국제사회 밖에 놓여 있었을 수 있다.90)

Oppenheim도

당시 유럽 국가들로 이루

어진 국제사회 내에 위치한 보호국과 그 밖에 위치한 보호국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전자와 달리 후자에 해당될 경우, 해당 보호관계는 병합에 이르기 위한 전 단계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또, 아프리카 부족일 경우, 보호관계는 미래에 이루어질 선점의
예약 정도로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당시 국제법체계에서 논의되었던 문명 개념에
대해서 다시 주목하게 만든다.
19세기와 20세기

초반 국제법학자들의 저서를 검토해본 결과, 국제법의 적용범

위를 유럽 문명권으로 제한하여, 문명국과 비문명국을 구분하여 보았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법리적으로 비문명국에게 국제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설명된다 할 수 있다. 관행과 관습을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에게 유럽 대외공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만한 일이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국제법적 함의가 있다. 소위 비문명국에게는 기존 국제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식민지배 관련 조약에 대해서는 전통 국제
법이 아닌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게 한다.

Gerrit W. Gong이

가들이 문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의

“울타리”와

지적하듯이, 비유럽국

보호밖에 놓일 수밖에 없었

다.91) 따라서 이 법의 적용범위 밖에 놓여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당시 국제법상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게 된다. 반대로 유럽 국가들은 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
법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없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식민지배 과정
에 다양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견해가 성립할 수
있다. 하자 있는 조약이라 할지라도 당시 유럽 국가들 간에 적용되는 법이 적용되
지 않는다면, 해당 조약이 당연 무효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보호조약의 내
용과는 무관하게 영토 취득행위라 본

ICJ의

다수의견이 정당화 될 여지도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카메룬-나이지리아 간 영토분쟁 사건에서 보여준

ICJ

다수의

견이 이와 같은 논리를 수용했는지는 여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시제법 원칙을
언급하며 덮어 놓고 당시 조약의 법적 결과가 오늘날 유효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다. 당시 국제사회는 식민지배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보았
90) 페드라 브랑카 사건(2008)의 Bennouna 재판관도 개별 선언에서 E. Milano를 인용하여 이 부분
을 지적하였다. Milano에 따르면, 19세기 국제법은 많은 부분 국제사회에 입회여부를 판단하는 문
명기준에 기초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당시 국제사회에 비유럽권 사회조직들의 참여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Case concerning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 (Malaysia/Singapore), Declaration of Judge Bennouna,, I.C.J.
Reports, 2008, para. 5.
91) Gerrit W. Gong, The Standard of “Civilization” in International Society (Oxford Univeristy
Press, 1984),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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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2) 예를 들어 벨기에의

Leopold

국왕의 식민지 영토 확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

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국제법학회(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는 1885년

벨기

에의 콩고지역 탐사로 시작된 콩고지역 식민화 사업을 경축하는 결의안(resolution)
을 채택했다.93) 국제법학회는

Leopold

왕이 콩고를 관리하면서 노예무역을 억제하

는 등 인도적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하였다.94)
19세기와 20세기

초반을 대상으로 두었을 때, 당시 법 혹은 시제법을 적용한다

고 할 때는 이와 같은 문명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당시 국제사회가 소위
문명국과 비문명국을 구분하여 식민지배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긍정적으로 봤다는
것이다. 또한 식민지배의 법적 결과를 형식적으로 수용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문명
국과 비문명국을 구분하는 법체계를 승인하는 것이라 할 여지가 있다.

ICJ

다수의견

이 이러한 상황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당시 문명론에 기초한
법체계를 승인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VI.

결론

“문명”

개념은 오늘날 국제법체계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오늘날 발생하

는 국제분쟁에서 문명 개념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먼저, 사안이 근대
국제사회를 배경으로 두고 있는 경우, 당시 국제법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당시
기준에 따라 식민지배의 법적 결과를 형식적으로 수용한다면, 의도하지 않았던 결
과가 나올 수 있다.
카메룬-나이지리아 간 영토분쟁사건에서
아 부족 간에 체결된

19세기

ICJ는

시제법에 따라 영국과 나이지리

보호조약의 법적 결과가 오늘날 유효하다는 입장을 취

했다. 그러나 당시 식민지배 과정에 체결된 다수의 조약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ICJ의

․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조약이 강박에 의해 체결되거나 절차적

형식적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당시 국제법을 기준으로 보아도 해당 조약의 효력을
당연히 유효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세기

당시 영국과 나이지리아 간에 체결된 조약을 확인해 본 결과, 니제르 강

92) Fisch는 16세기서부터 20세기에 이르는 유럽의 제국주의 식민지배가 여타 세계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국주의 국가들과 차이를 나타내는 고유한 특징이 있다고 설명한다. Fisch는 유럽 국가들이
자국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하였고, 이들 보다 더 법적 도덕적 정당성을 중요시한 과거 제국주의
국가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J. Fisch, “The Role of International Law in the Territorial
Expansion of Europe 16th-20th Centuries”, 3 International Center for Comparative Law
and Politics Review 4, (2000), pp. 4ff.)
93) Koskenniemi, “International Law in Europe: Between Tradition and Renewal”, 16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13, (2005), p. 116.
9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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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에서 약

360여개의

할양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들은 자유로운 의사의 합

치라 할 수 없는 조약들이었다는 주장이 있다. 나이지리아 부족장 혹은 국왕들은
위 조약이 할양조약이라는 사실 조차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카메룬-나
이지리아 간 영토분쟁 사건에서

ICJ가

말하는

1884년 9월

보호조약은 이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CJ는

영국과

Old Calabar

간의

궁극적으로 당시 니제르 삼각

지에서 체결된 보호조약의 법적 결과가 오늘날 유효하다는 것이다. 해당 보호조약
에 의사의 합치가 없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ICJ

호조약에 의해 영토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다수의견은 시제법에 따라 보

ICJ

다수의견에 따를 때, 조약의

내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듯하다.
ICJ

소수의견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ICJ

다수의견이 의미하는

시제법은 당시 유럽 국가들을 규제했던 국제법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ICJ

다수

의견이 의미하는 시제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개별의견을 표
명했던

Ranjeva

재판관은 당시 국제법이 문명국과 비문명국을 구분하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당시 국제법은 문명론이 작용하던 시대이고, 문명국과 비문
명국 간에는 당시 국제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식민지배 과정에 다양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견해
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하자 있는 조약이라 할지라도 당시 유럽 국가들 간에 적용
되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해당 조약이 당연 무효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ICJ가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시 식민지배의 법적 결과를 형식적

으로 수용하여 당시 식민지배 관련 조약을 유효하다고 했을 때, 의도치 않게 유럽
국가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던 문명론 또한 승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문명론의 현대적 함의를 간과하기 어렵다. 적어도

ICJ

가 당시 식민지배를 정당화했던 국제법을 형식적으로 수용하는 시제법 원칙을 고수
하는 한 오늘날 국제분쟁에서도 문명 개념은 완전히 배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리고 그 법적 결과는 오늘날 현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명론에 대한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과연 근대 국제사회에서의 문명
개념은 무엇인지, 어떻게 비법적 개념인 문명이 법체계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당시
문명국가 개념과 주권국가 개념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맺었는지, 문명론은 당시 기
준으로 보았을 때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ICJ

가 시제법 원칙에 의거하여 당시 국제법을 형식적으로 적용할 경우, 이에 대한 대
응논리의 개발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
문명론 연구가 오늘날 국제법학에 의의를 가지는 이유 중 하나는

19세기와 20

세기 초반에 체결된 전 세계 식민지배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
문이다. 이 연구가 동아시아에 특정하여 의의를 갖는 부분도 적지 않다. 최근 진행
되는 동아시아 국가 간 갈등의 근원에

19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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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국제법이 녹아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 갈등 모두가 문명론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지는 않다. 그
러나 근대 국제법를 배제하고 논의하기 어려운 주제들이다. 그리고 문명 개념이 당
시 국제법에 중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고려하자면, 문명 개념과 관련이 있는 사
안도 있을 수 있다.

․

이러한 연구는 역사적 이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현안 문제를
직접 해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문명론 연구는 과거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다
양한 문제들에 대해 서구의 시각이 아니라 당시 충돌하는 복잡한 체계 내에서 새로
운 법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초와 단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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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 중첩수역 해양석유 가스자원
공동개발에 관한 국제법 체제

김 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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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 중첩수역 해양석유 가스자원
공동개발에 관한 국제법 체제

김 자 영 (고려대학교 강사/고려대학교 법학박사)

Ⅰ

.

서 론

1950년대

중반 해양공동개발이 도입된 이후, 2개국 이상의 이해관계국이 관련되는 관할권 중첩

해역과 월경광상에서 해양공동개발이 확산되기 시작하자 이러한 국가실행을 설명하고 규율하기 위
해 관련 국제법적 문제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었다.1) 이러한 국제법적 문제의 상당수는 대륙붕의
배타성으로부터 비롯된다. 대륙붕은 연안국의 명시적 선언 없이는 수립될 수 없는 배타적 경제수역
(이하 EEZ)과

달리,2) ‘해양으로의 영토의 자연적 연장’으로,3) 시원적 성격을 가진다.4) 대륙붕을 탐

사하고 천연자원을 개발할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는 고유하고 배타적이다. 따라서 연안국이 대륙붕
을 탐사하지 않거나 그 천연자원을 개발하지 아니하더라도 주권적 권리는 상실되지 않으며, 다른
국가는 연안국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해당 대륙붕을 탐사하거나 개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내용의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조항은 마치 각국이 다른 국가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국 대륙붕 자원을 탐

사하고 개발할 독립적인 권리를 갖는다고 인정하는 듯 보인다.5) 그러나 동 협약은 해양경계 중첩
수역에서 자원의 탐사 개발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동 협약은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일
반적 원칙만을 제시할 뿐 영해의 중첩, 다른 해양관할권 수역간의 중첩, 분쟁도서로 인한 해양관할
권의 중첩 문제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6) 다만 동 협약은 중첩
1)

Onorato,

William

T.,

“Apportionment

of

an

International

Common

EEZ와

Petroleum

대

Deposit”,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26, No. 2 (1977); Lagoni, Rainer, “Oil and Gas
Deposits Across National Frontier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73 (1979); Lagoni,
Rainer,

“Interim

Measures

Pending

Maritime

Delimitation

Agreement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78 (1984); Miyoshi, Masahiro, “The Basic Concept of Joint Development of
Hydrocarbon Resources on the Continental Shelf”, International Journal of Estuarine (now Coastal)

Law, Vol.3, No 1 (1988); Fox, Hazel, et al., Joint Development of Offshore Oil and Gas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1989);

Fox,

Hazel,

et

al.,

Joint Development of

등.
유엔해양법협약의 제5부는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들에 관한 제77조 2항 및 3항에 상
응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어느 조항도 규정하지 않는다.
대륙붕은 ‘영토의 자연적 연장’으로 국제재판소는 다음의 판결에서 이를 거듭 명시하여 왔다. North
Offshore Oil and Gas Vol. II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1990)

2) 1982년

3)

Sea Continental Shelf, Judgment, I.C.J. Reports 1969, p. 30, para. 40;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Interim Protection, Order of 11 September 1976, I.C.J. Reports 1976, p. 36, para. 86; Continental Shelf
(Tunisia/Libyan Arab Jamahiriya), Judgment, I.C.J. Reports 1982, p. 43, para 36; Case concerning the
delimitation of continental shelf between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French Republic, Decision of 30 June 1977,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Vol. XVIII, p.

이 문구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유엔해양법협약 제77조

443, para. 191
4) 1982년
5)

Urdaneta,
United

Karla,

States

“Transboundary

and

Mexico

in

Petroleum

the

1항의

Reservoirs:

Deepwaters

of

the

A

대륙붕의 정의에 반영되었다.
Recommended

Gulf

of

Mexico”,

Approach

Houston

for

Journal

the

of

International Law, Vol. 32 (2010), p. 372.
6)

Davenport,

Tara,

“The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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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hydrocarbon

resources

in

area

of

륙붕에서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제74조 3항과 제83조 3항에서 유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
은 중첩

EEZ와

대륙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대처하기에는 미흡하다.

중첩 대륙붕의 문제와 관련하여,

1982년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조항은

유엔해양법협약 제83조 3항7)은 제74조 3항과 동일한

2가지

측면의 의무를 규정한다. 첫째, 관련국은

“실질적인

잠정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둘째, 관련국은 “최종경계에 대한 합의
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중첩
EEZ

및 대륙붕에서의 관련국의

2가지

측면의 의무는 최종경계에 대한 합의까지 소요되는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분쟁해역에서 연안국의 자원 개발활동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일방적 개발활동을 제한하고자 한 것이다.8)
따라서 대륙붕 중첩수역에서의 해양공동개발과 관련하여
성격과 내용에 대한 해석은 중요하다. 또한 지난

60여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83조 3항의

년간 많은 공동개발협정이 중첩수역에서 지

속적으로 체결되고 논의되고 있는 바, 중첩수역에서 공동개발에 협력할 의무가 국제관습법으로 확
립되었는가도 중요한 쟁점이다.9) 이하에서는 대륙붕 중첩수역에서 해양공동개발에 적용되는 현행

overlapping claims”, in Robert Beckman et al., Beyond Territorial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

Legal

Frameworks for

the Joint

Development

of Hydrocarbon Resources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2013), p. 100.
7) “제1항에

규정된 합의에 이르는 동안, 관련국은 이해와 상호협력의 정신으로 실질적인 잠정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며, 과도적인 기간 동안 최종 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
거나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약정은 최종적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3조 3항은 1958년 대륙붕에 관한 제네바 협약 상에는 없던 내용으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서 새롭게 규정된 것이다.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는 잠정약정과 관련하여 두 가지 다른 접근법
이 충돌되었다.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경계획정원칙과 관련하여 중간선 또는 등거리선을 지지
하는 국가들은 비공식단일교섭초안(ISNT)을 지지한 반면, 형평원칙을 지지하는 국가들은 비공식통
합교섭초안(ICNT)을 지지하였다. 그러던 중 1978년 모로코가 “합의 또는 해결의 결과에 도달할 때
까지, 관련국은 최종해결을 저해할 수 있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삼
가며, 분쟁지역에서의 활동에 관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잠정약정에 이르도록 노력한다.”로 제안
(Informal suggestions by Morocco, Conf. Doc. NG7/3, April 21, 1978)하였으며, 재개된 7차 회기
협상그룹 7에서 이 제안은 기존의 두 입장을 타협하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국가들로부터 인
정받았다. 이후에도 회기동안 잠정약정에 관한 두 입장사이에 타협점을 찾는 노력은 계속되었고,
1979년 4월 인도, 이라크, 모로코는 모로코의 이전 제안의 의무적 성격과 분쟁지역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고, 조치들의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내용의 비공식 제안을 제출하였다(India,
Iraq,

and

Morocco:

Informal

Proposal,

Articles

74(3)

and

83(3),

Conf.

Doc.

NG7/32,

April

5,

이 제안은 “합의 또는 해결에 도달할 때까지, 관련국은 협력의 정신으로 자유롭게 잠정약정
을 체결한다. 따라서 관련국은 과도기적 기간 동안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어느 국가의 이익을 위태
롭게 할 수 있는 활동 또는 조치를 삼간다. 상호자제든 상호조정이든 간에 이러한 약정은 경계획정
에 관한 최종해결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제안은 약간의 변화를 거친 후
1980년 ICNT의 2차 수정안(UN Doc. A/CONF.62/WP.10/Rev.2, Arts. 74, para. 3 and 83, para. 3,
1980)에 삽입되었으며, 유엔해양법협약 초안과 협약 최종안에 그대로 유지되었다.
잠정약정의 성격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항은 분쟁지역 내에서의 경제적 활동을 유예하자는 제
안(Informal suggestion by Papua New Guinea, Conf. Doc. NG7/15, Arts. 74 and 83, May 9,
1978)이 협상그룹 7에서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Statement made by the Chairman of
1979).

Negotiating Group 7 on 12 September 1978, Conf. Doc. NG7/23, Sept. 12, 1978).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및 제83조의 문안작업과정에 관해서는

Scovazzi,

Tullio,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new issues, new challenges”, Collected Courses of 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Vol. 286 (Brill, 2000)., pp. 194-200;

Brown, Edward Duncan,

Sea-bed Energy and Minerals: the International Legal Regime, Vol.1 (Martinus

Nijhoff

1992), pp. 19-23; Lagoni, Rainer, Lagoni, Rainer(1984), supra note 1, pp. 349-354

Publishers,

참조.

8) Award of the Arbitral Tribunal between Guyana and Surinam, Decision of 17 September 2007, para.
459

<http://www.pca-cpa.org/showpage.asp?pag_id=1147>

9) Okafor, Chidinma Bernadine, “Joint Development: An Alternative Legal Approach to Oi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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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체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우선 해양공동개발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조약과 국제관습법을 확인
한 후 현행 규범체계의 한계를 국가들이 어떻게 해결해나가고 있는지 관련 국가실행 분석을 통해
대륙붕 중첩수역에서의 해양석유 천연가스에 대한 전반적인 국제법 체제에 대해 고찰한다.

Ⅱ

. 1982년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83조 3항상 의무

유엔해양법협약 제83조상 경계획정분쟁의 해결에 관한 규칙(제2항)은 분쟁의 해결에 관

한 그 밖의 규칙들과 같이 전통적으로 인정된 내용이었으나, 최종 대륙붕 경계획정까지의 잠정약정
의 개념은 최종경계획정이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과정임을 감안하여 새로 도입된 것이다.10) 제83조
3항의

규정은 잠정약정의 정확한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따라서 동 조항의 내용에

따를 때 일단 중첩 대륙붕이 확인될 경우 관련국은 최종경계획정에 이를 때까지 잠정약정을 체결
하도록 신의성실하게 교섭하고 최종경계획정을 방해할 만한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1.

신의 성실한 교섭의 의무

교섭의 의무를 부담하는 관련국은 동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의해서 잠정약정을 체결하도록
강요되지 않는다.11) 따라서 잠정약정에 관한 교섭이 결렬될 경우 중첩 대륙붕의 탐사 및 개발 관
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제2절에 규정된 강제적 분쟁해결절

차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동 협약 상 관련국은 언제라도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강제적 해결을 수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면으로 선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강제
적 해결의 가능성도 제한되어있다.12)
1)

잠정약정의 개념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83조

3항은 “잠정약정”의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동 조항의 관련 내용과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잠정약정은 다음의 몇 가지 사항으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제83조 3항에 따라 체결되는 잠정약정은 두 관련국 이상이 체결한 협정이다. 관련국은 인
접국 또는 대향국으로만 반드시 제한되지 않는다.13) 잠정약정은 조약의 형태로 체결되므로 원칙적
으로 잠정약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만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설사 잠정약정의 당사국이 아닌
제3국이 중첩수역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제3국에게 해당 잠정약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Gas Exploitation in the Nigeria-Cameroon Maritime Boundary Disput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Vol. 21, Iss. 4 (2006), pp. 506-509.
10) Lagoni, Rainer(1984), supra note 1, p. 349; Davenport, Tara, supra note 6, p. 100.
11) Anderson, D. H., “Strategies for Dispute Resolution: Negotiating Joint Agreements” in Blake,
Gerald, et al. (eds.), Boundaries and Energy: Problems and Prospects (Kluwer Law Intl, 1998), p.
476.
12)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 참조.

13) Lagoni, Rainer(1984), supra note 1, p.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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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잠정약정은 “실질적”이어야 한다. “실질적”이라는 의미는 잠정약정이 경계획정에 관해 분
쟁 중인 중첩수역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해결방안을 제공
하며, 중첩수역의 이용문제를 발생시키는 근본적 원인인 경계획정의 문제나 영유권 문제는 분리한
다는 것이다.14) 실질적 성격의 잠정약정은 분쟁수역 내 자원의 이용 및 개발과 같은 문제를 해결
하려는 목적일 뿐 최종경계획정 또는 영유권문제에 대한 당사국의 주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잠정약정은 경계획정 문제에 관한 당사국의 입장과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다. 이와 같은 내용은 제83조 3항 2문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고 있다.15) 최종경계획정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당사국은 잠정약정의 어떠한 내용도, 잠정약정에 따라 취해진 당사국의 행위도 자신의 주
장을 강화하기 위해 주장되거나 고려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국이 최종 경계획정 교섭에서 잠정약

禁反言

정에서 취했던 입장과 다르게 주장하더라도 금반언((
“실질적”이라는

, estoppel)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의미를 이해한다하더라도 해당 잠정약정이 실질적 성격을 가지는가를 판단하는

일은 어려울 수 있는데, 동 조항은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다. 관련 조약의 관행을 살펴
볼 때, 이와 같은 잠정약정의 실질적 성격은 약정 내 삽입되는 권리유보조항(Without
Clause)

Prejudice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권리유보조항이 규정하는 주요 내용은 약정의 어떠한 규정 또는 내

용도 해당수역에 대한 당사국의 권리나 주장을 인정하거나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약정
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지는 행위나 조치는 해당수역에 대한 각 당사국의 입장을 주장하거나 지지
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16) 이와 같은 권리유보조항은

1959년

남극조약 제4조가 최초로

규정하였으며, 거의 대부분의 잠정약정에 삽입되고 있다.17) 만약 잠정약정 내에 권리유보조항이 규
정되지 않았다면, 다음으로 약정의 실질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약정의 서문과 다른
조항에서 실질적 성격으로 체결되었음을 밝히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즉 잠정약정의 서문과 조
항에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및 제83조 각 3항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체결되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경우, 당사국이 실질적 잠정약정을 의도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18)
14)

Kim,

Sun

Pyo,

Maritime Delimitation and Interim Arrangements in

North East

Asia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4) p. 50.
15) “이러한

약정은 최종적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협상그룹 7의 의장 성명에 따르면, “어느 잠정약정도 최종적 경계획정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효과에 대해 일반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Statement made by the
Chairman of Negotiating Group 7 on 12 September 1978, Conf. Doc. NG7/23 (Sept. 12, 1978)

16)

영국 국제법 및 비교법 연구소(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이하
관련 국제법 및 관련 국가실행들을 검토하여 작성한 1989년 모델협정의 권리유보조항은
제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BIICL)가

(1) Nothing Contained in this Agreement shall be interpreted as a renunciation of any right or
claim relating to the Zone by either State Party or a recognition of or support for the other
State party’s position with regard to any right or claim to the Zone.
(2) No act or activities taking place as a consequence of this Agreement or its operation shall
constitute a basis for asserting, supporting or denying the position of either State with regard
to rights or claims over the Zone.
(3)

Unless

otherwise

agreed

between

the

States

Parties

negotiations

on

the

issue

of

final

delimitation shall be postponed for the duration of this Agreement.
Hazel Fox et al.(1989), supra note 1, p. 392.

최종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수역을 대상으로 체결되는 해양공동개발협정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이란-샤르자 양해각서(1971), 한일공동개발협정(1974), 호주-인도네시아 티모르 갭 조약(1989), 말레
이시아-베트남 양해각서(1992), 아르헨티나-영국 공동선언(1995), 나이지리아-상투메프린시페 공동개
발조약(2001), 호주-동티모르 티모르 해 조약(2002), 호주-동티모르 티모르 해 특정해양조약(2006) 등
이 권리유보조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18) 권리유보조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해양공동개발협정 중 말레이시아-태국 양해각서(1979/1990)는
서문과 제2조에서 양국간 대륙붕 경계의 중첩발생을 인정하고 경계협상을 계속 진행할 것과 상호
17)

- 34 -

셋째, 잠정약정은 경계획정 분쟁과 관련한 국제법상 잠정조치(interim/provisional

measures)로

볼 수 있다.19) 잠정조치는 일반적으로 최종결정 전에 분쟁의 악화를 방지하고 분쟁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통해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행되는 조치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잠정조치
의 법적 성격과 기능은 국제연합헌장 제40조에 구현되고 있다.20) 또한 잠정조치의 명령은 국제재
판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41조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290조 1항

에도 규정되어있다. 다만 이와 같이 제3자적 기관에서 명령하는 일반적인 잠정조치와 달리,

1982

년 유엔해양법협약 제83조 3항에 근거한 잠정약정은 관련국의 합의에 따라 최종 경계획정 이후에
도 지속될 수 있다. 또한 관련국간 이와 같은 합의가 없더라도 잠정약정의 당사국이 계속 최종
경계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당사국 간 적용 가능한 강제적 분쟁해결절차가 없을 경우 잠정약
정은 자연스럽게 영구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21) 여기서 오랜 기간 최종경계를 합의하지 못하였
으나 강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도 없고, 체결한 잠정약정 상 유효기간, 종료, 폐기, 탈퇴 등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잠정약정은 자동으로 영구적 조치가 되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설사
잠정약정이 종료, 폐기, 탈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당사국의 이와 같은 권리는 잠정
약정의 “잠정적” 성격으로부터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22)
잠정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당사국에 의해 결정되며, 각 개별 분쟁의 양상 및 상황들,

·

예를 들어 천연자원의 종류, 분쟁지역의 넓이, 주장하는 국가의 수, 관련 법적 정치적 문제들의 복
잡성, 경계획정과정의 예상소요시간 등과 의도된 목적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2)

잠정약정 적용범위

(1)

지역적 범위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의 제83조와 관련한 제안들 중 일부는 특정 지리적 경계선 또는 지
역들을 언급했으나 최종안에서 모두 삭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83

조 3항상 잠정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교섭할 의무가 적용되는 지역은 충분히 추정가능하다. 동 조
항의 대상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동 의무는 관련국이 서로 충돌되는 관할권 주장을 하고 있어
중첩되는 대륙붕이 존재하는 지역에 적용된다.23)
관련국이 주장하는 대륙붕의 범위가 중첩되는 지역을 결정함에 있어 국제 판례는 다양하게 접
근하고 있다.

1969년

북해대륙붕사건에서

ICJ는 “경계선에

관한 모든 분쟁은 양 당사국이 주장하고

협력을 통한 해저자원개발이 양국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콜롬비아-자메이카 조약
(1993) 제3조는 양국의 관할권 한계를 정할 때까지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하고 자원을 개발할 것임을
규정하고 있다.
19) Lagoni, Rainer(1984), supra note 1, pp. 358-359; Kim, Sun Pyo, supra note 15, p. 38.
20)

21)

국제연합헌장 제40조, “사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는 제39조에 규정된 권고를
하거나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잠정조치에 따르도록 관계당사자
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잠정 조치는 관계당사자의 권리, 청구권 또는 지위를 해하지 아니한다. 안
전보장이사회는 그러한 잠정조치의 불이행을 적절히 고려한다.”
Oxman,

Bernard

H.,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The

Seventh

Session”,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73, no 1 (1978), p. 23.
22)

폐기 또는 탈퇴의 권리가 조약의 성질상 묵시되는 경우, 종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또한 폐기 또는 탈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조약으로부터 폐기 또는 탈퇴의 권리가 있다고 규
정하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6조 1항 (b) 참조.

23) Lagoni, Rainer(1984), supra note 1, p.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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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분쟁 중인 접경지역의 존재를 포함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24)
/리비아

1982년

튀니지

대륙붕 사건에서는 양국에 의해 각각 부여된 조광권이 중첩되는 지역은 크지 않은 반면,

대륙붕에 대한 양국의 주장이 중첩되고 있는 지역은

Pelagian

해의 넓은 해저지역이었다.25)

1976년

에게 해 대륙붕사건에서 터키는 그리스가 자신의 대륙붕으로 생각하는 명확한 경계의 지역을 주장
하였다.26) 그러나 2개국 이상이 관련된 중첩 대륙붕의 경우에는 중첩 대륙붕의 정확한 지역적 범
위를 확인하는 것이 더욱 복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69년

북해대륙붕사건에서와 같이 2개국 간

경계가 획정되고 있었던 지역이 제3국에 의해 주장될 수 있다.27) 또한

1982년

튀니지/리비아 대륙

붕사건에서와 같이 제3국의 권리 때문에 주장하는 해양경계가 계속 획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28)
따라서 중첩수역의 지역적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1982년

튀니지/리비아와 같이 당사국에

의해 주장되는 대륙붕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여 넓은 범위의 지역에 잠정약정 체결을 위해 교섭할
의무가 적용되어야 한다.29)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국이 잠정약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지역적 범
위에 대해 합의하기 어렵다면, 잠정약정에 관한 교섭에서 지역적 범위의 결정을 별개의 안건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시간적 범위

관련국은 잠정약정에 관해 신의성실하게 교섭할 의무를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부담한다. 잠
정약정에 관한 교섭은 최종경계에 관한 교섭과는 별개로 취급되기 때문에, 관련국이 최종경계에
관한 교섭에 착수하기 전에도 발생할 수 있다.30) 또한 최종경계에 관한 교섭이 최종경계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않고 결렬된 채 종료된다면, 잠정약정 체결을 위해 교섭할 의무는 계속 적용된다.
잠정약정에 대한 교섭의무가 발생하는 시점과 관련하여,

Lagoni

교수는 보통 주장하는 경계가 중

첩지역을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해진 시점에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31)

3)

잠정약정의 형태

잠정약정은 크게 두 가지 상반된 형태로 취해질 수 있다. 첫 번째, 관련국은 대륙붕이 중첩되
는 지역에서 최종경계에 합의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각국의 관할권을 제한하도록 약속할 수 있다.
두 번째, 관련국은 대륙붕이 중첩되는 지역에서 잠정적으로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협력하도
록 약속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중첩 대륙붕의 석유 및 천연가스의 탐사 및 개발에 관한 잠
정약정은 두 형태로 모두 취해질 수 있다.
첫 번째 형태의 잠정약정에는 중첩 대륙붕의 최종경계가 획정될 때까지의 개발유예조치를 포
24)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supra note 3, p. 22, para. 20.
25)

Tunisia/Libyan Arab Jamahiriya Continental Shelf Case, supra note 3, p. 42, para. 34;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supra note 3, p. 22, para. 21

26)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Case(Interim Protection), supra note 3, p. 6, para. 15, the Application
Instituting Proceedings Submitted by the Government of Greece, with Ann. I and attached map,
ICJ Pleadings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3, 21 (Application submitted in 1974).
27)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supra note 3, p. 14, paras. 5, 16.
28) Tunisia/Libyan Arab Jamahiriya Continental Shelf Case, supra note 3, p. 42, paras. 35, 81.
29) Tunisia/Libyan Arab Jamahiriya Continental Shelf Case, supra note 3, p. 42, para. 35.
30) Lagoni, Rainer(1984), supra note 1, p. 357.
3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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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다.32) 관련국은 잠정약정 교섭에서 중첩수역에서 자원개발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개
발유예의 대상과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자원, 특정 개발방식, 특정 시설
물의 설치와 같은 특정개발행위로 한정할 것인지에 관해 결정해야 한다.33) 석유 및 천연가스와
같은 자원은 경제적 가치는 크지만 재생이 불가능한 대표적 자원인 한편, 탐사와 개발에 대규모
재정투자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국은 이와 같은 자원에 대하여 잠정적 개발유예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련국은 두 번째 형태의 잠정약정을 체결하여 중첩 대륙붕의 자원을 협력적으로 탐사하고 개
발할 수 있다. 이 형태의 잠정약정에는 본 논문에서 다루는 공동개발협정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공동개발협정은 최종경계가 획정되기 전에 체결된다는 의미에서
되는 때 종료된다는 의미에서

“잠정적”인

“예비적”이고,

최종경계가 합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대륙붕 석유 및 가스자원에 대

한 탐사와 개발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기반시설투자가 필요하고 탐사를 통해 광상을 확
인하고 확인된 광상의 석유 및 가스자원을 상업적으로 개발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
된다. 따라서 비록 공동개발협정이 잠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자원 탐사 및 개발의 상황을 고
려할 때 협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30년에서 50년까지의

상당히 장기간 시행되도록 고안되어야 한

다.34) 더불어 공동개발협정은 협정 종료일 전에 당사국간 최종경계획정이 이루어지더라도 협정에
따른 탐사 개발활동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 유효할 수 있다.

4)

교섭의무의 성격 및 내용

“실질적인

다룬 사건은

잠정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의무”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2007년

가이아나/수리남 해양경계획정 중재사건이다.35) 중재재판부는 “모든 노력”이

라는 용어가 관련국 또는 분쟁해결기구가 해석할 여지를 남겨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는 당
사국에게 신의성실하게 교섭할 의무를 부가한다고 판단하였다.36) 이어 중재재판부는 신의성실하
게 교섭할 의무가 단지 구속력이 없는 권고 또는 장려차원이 아니라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국제
법 위반을 구성하는 의무적 규칙이라고 보았다.37) 중재재판부는 수리남이 분쟁수역에서 상대국인
가이아나의 탐사활동을 인지하였을 때, 양국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해결에 이를 수 있는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고 지적하였다

1982년

.38)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반하여 석유시추선을 위협하는 자력구제에 호소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가이아나는 예전부터 탐사활동을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2) 2000년

미국과 멕시코는 200해리 이원 해역에서의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조약을 통해 미획정된
대륙붕 지역에 대해 양국이 석유의 탐사 및 개발을 제한하는 조치를 규정하였다. 제4조 참조.
33) 노르웨이 대표는 협상그룹 7의 교섭에서 이 사항을 시험적으로 다루었다. Norway’s informal paper
on paragraph 3 of Articles 74 and 83 of the ICNT, Conf. Doc.NG7/16 (May 9, 1978), p. 360.
34) 1974년

한일공동개발협정은 3년 전에 서면통고를 한 후 종료되기까지 최초 50년의 기간 동안 유
효한 반면, 보충협약은 적용기간을 전혀 제한하지 않는다.
35) Award of the Arbitral Tribunal between Guyana and Surinam, supra note 8. 동 사건에서 분쟁당사국
인 가이아나와 수리남은 모두 상대국이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3항 및 제83조 3항상 의무
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가이아나는 1998년 중첩 대륙붕과 EEZ에서 캐나다 석유회사인 CGX
Resources 사에게 석유탐사권을 허가하였다. 그러나 수리남은 가이아나와 CGX 사가 중첩수역에서
모든 석유탐사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다. 2000년 2척의 수리남 소속 해군함은 CGX사가 운영
중인 시추선에 접근하여 12시간 내에 수리남 해역에서 철수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CGX사
의 직원들은 중첩해역에서 철수하였다.
36) Ibid., p. 461.
37) Ibid., p. 354.
38) Ibid., p.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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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탐사계획을 수리남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약 제83조 3항 상 의무를 위반
했다고 판단하였다.39)
더 나아가 중재재판부는 아주 흥미롭게도 협약 제83조

3항상 “잠정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의무“와 부합하는 조치들의 예시들을 덧붙였다.40) 중재재판부에 따르면 가이아
나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했어야 한다. 첫째, 가이아나는 수리남에게 탐사계획을 공식적이고
상세하게 통보해야한다. 둘째, 가이아나는 수리남과 공동탐사활동을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가이아나는 수리남에게 탐사결과를 공유하고 탐사활동을 지켜 볼 기회를 주어야 한다. 넷째,
가이아나는 수리남에게 탐사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경제적 이익을 공유해야한다. 이와 같은
예시로 볼 때, 중재재판부는 제83조 3항의 교섭의무를 매우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해석은 중첩수역에서의 일방적인 석유 및 가스자원의 개발을 자제시키고, 관련
국이 탐사결과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공동개발을 수행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상호자제의 의무

2.

제83조 3항에 따라 관련국은 최종경계획정에 대한 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
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은 상호자제의 의무는 국제재판소의 잠
정조치와 유사한 성격과 목적을 가진다.

1)

상호자제의무의 성격

상호자제의무는 경계획정에 분쟁이 존재하여 중첩수역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국간의 교섭의무
와 함께 중첩수역에서의 관련국 관할권을 제한하는 금지수칙이다.41) 제83조
양법회의에서 아일랜드가 제안한 바와 같이

,42)

3항은

제3차 유엔해

분쟁지역 내에서 천연자원의 임의적 개발 또는 일

방적 조치들에 반대하는 명시적 규칙들을 규정하지 못하고, 신의성실하게 교섭할 일반 의무를 다
시 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를 보완하고 분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동 조항은 최종경계
에 합의할 때까지 관할권 주장이 중첩되는 지역에서 관련국에게 일방적 조치를 상호 자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였다.43)
국제재판소나 중재재판부는 상호자제의 의무를 해석함에 있어, 동 의무의 해석은 영구적 방식
으로 상대당사국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일방적 행위를 방지하면서 동시에 장시간 소요될 수 있는
경계획정 분쟁기간 동안 분쟁지역에서 당사국들의 경제적 개발 수행가능성을 억제하지 않도록 세
심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44)

2)

상호자제의무의 시간적 범위

39) Ibid., p. 477.
40) Ibid.
41) Lagoni, Rainer(1984), supra note 1, p. 362.
42) Ireland: Draft article on delimitation of areas of continental shelf between neighbouring States,
UN Doc. A/CONF.62/C.2/L.43 (1974)
43) Lagoni, Rainer(1984), supra note 1, p. 363.
44) Award of the Arbitral Tribunal between Guyana and Surinam, supra note 8, para.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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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의무는 경계협정의 체결과 함께 중단
되기 때문에, 그 성격상 과도적(transitional)이다.45) 관련국에게 상호자제의 의무가 언제부터 적용되
는가는 교섭의 의무의 적용시점과 동일할 것이다. 즉 상호자제의 의무는 관련국의 대륙붕 경계에
관한 주장의 범위가 중첩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때에 발생한다. 상호자제의 의무는 관련국 중 일방
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교섭 자체를 방해할 경우에도 적용된다.46) 또한 상호자제의 의무는 당사국
간 최종경계에 관한 교섭이 교착상태에 도달하거나,47) 관련국 중 일방이 분쟁이 발생했다는 견해
를 상대국에게 통보한 경우에도 중단되지 않는다.

3)

상호자제의무의 내용

제83조 3항은 관련국이 최종경계획정에 대한 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할 뿐 상호자제의 의무에 따라 금지되는 국가의 구체적인 행위, 작위 또는 부작위
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국제 판례도 상호자제의무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들을
알려주는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다.48) 그러나 상식적으로 볼 때 상호자제의 의무가 적용되는 행위
는 중첩수역에서의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일방적 행위일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계없는 행위,
즉 관련국에게 유예되지 않는 항행의 자유 등과 같은 해양의 권리 및 자유는 금지될 수 없으나,
분쟁의 대상과 관련되는 일방적 자원의 탐사 개발활동, 군사적 해양조사49) 등은 상호자제의 의무
에 의해 금지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제83조 3항 상 상호자제의 의무는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41조가 규정하는 잠정조치
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50) 따라서

ICJ가

잠정적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판단한 행위를 검

토한다면, 제83조 3항 상 상호자제의무가 적용되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관련하
여 참고할 수 있는

ICJ의

잠정조치 명령이다

.51)

잠정조치 관련 사건은 에게 해 대륙붕사건에 관한

동 사건은

1982년

1976년 9월 11일의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되기 전에 내려진 잠정조치 명령

이지만, 상호자제의 의무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와 금지되지 않는 행위를 구분하는데 참고할만한
좋은 사례이다. 그리스와 터키 간 분쟁지역의 탐사행위에 대한

ICJ의

접근방식을 따를 때

“해저

또는 해저 상부의 시설물의 설치”나 “천연자원에 대한 실제 전유 또는 그 밖의 이용”은 해당분쟁
이

ICJ에

회부될 경우 재판소의 잠정조치 명령에 의해 금지될 것이므로,52) 중첩수역에서의 관련국

45) Ibid.
46)

실제로 1976년 에게 해 대륙붕 사건에서에서의 그리스와 같이 전 지역이 자국 대륙붕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계획정에 관한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st

47) Interhandel Case(Switzerland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of March 21 , 1959 : I.C.J.
Reports I959, p. 6.
48) Kim, Sun Pyo, supra note 14, p. 60.
49)

그리스의 서면신청서에 따르면, 1974년 터키 수로조사선 Candarli는 분쟁지역에서 조사를 수행하
는 동안 32척의 터키 해군 군함에 의해 호송되었다. Aegean Sea Continental Shelf(Greece v. Turk.)
I.C.J. Report 1978, p. 7, para. 24. 그리스가 터키에게 추가적 군사적인 조사의 수행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 후, 터키는 1976년 그 지역에서 운영 중인 조사선 MTA Sismik은 군함에 의해 호송되지 않
았다고 표명하였다.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Case(Interim Protection), supra note 3, p. 5, paras.
2, 7, 16.

50) ICJ는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41조에 따른 신청에 의해 “사건의 상황들이 소송절차에서 계쟁 중인
권리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침해의 위협을 노출시킬 때”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유엔해양
법재판소도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290조에 따라 유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51)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Case(Interim Protection), supra note 3, p. 11, paras. 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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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와 같은 행위는 상호자제의무에 의해 금지될 것이다. 하지만

ICJ의

접근방식을 단순하게 파악

하여 석유탐사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개발행위는 상호자제의 의무에 따라 금지된다고 이해
해서는 안 된다. 대륙붕의 석유 및 가스자원에 대한 탐사행위는 대륙붕 해저에 또는 대륙붕 해저의
상부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시추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탐사행위라 할지라도 상
호자제의 의무에 따라 금지될 것이다. 따라서 지진파 탄성파 조사와 같은 과도적인 성격의 탐사활
동들과 시추탐사와 같은 영구적이고 고정된 설치물을 이용하는 탐사활동은 구분되어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2007년

가이아나/수리남 해양경계획정 중재사건에서 중재재판부는

1976년

에게

해 대륙붕 사건을 참고하여 “영구적으로 물리적인 변화”를 초래하는지의 여부를 구분기준으로 채
택하였다.53) 동 사건에서 중재재판부는 분쟁수역에서의 가이아나의 시추탐사는 해양환경에 물리
적 변화와 현 상황에 감지되는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자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였
다.54) 반면 지진파 조사는 해양환경에 물리적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중재
재판부는 무력사용의 위협을 통해 가이아나에서 허가받은 시추선을 철수시킨 수리남의 행위에 대
해 최종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하였다.55) 또한 중재재판부
는 수리남이 가이아나의 시추탐사 허가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많은 평화적 수단들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수리남이 선택할 수 있었던 평화적 수단으로 중재재판부는 가이아나와의 잠정
약정에 대한 논의를 착수하거나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의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의 회부 등

을 언급하였다.56)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83조

3항은

관련국이 신의성실하게 잠정약정의 체결을 위해 교섭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할 뿐 해양공동개발이라는 실질적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57) 제83조
3항에서

잠정약정을 신의성실하게 교섭할 의무와 상호자제의 의무를 넘어서 대륙붕 중첩수역에서

해양공동개발협정의 형태로 관련국간 협력할 의무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협약 제83조 3항
의 문언적 해석에 따르면 관련국이 대륙붕 중첩을 인지하고 잠정약정에 합의하기 위한 교섭에 임
하는 절차적 의무를 다할 경우 동 조항이 요구하는 교섭의무를 위반하지 않게 된다.

Ⅲ

.

해양공동개발 권고 사례

이상과 같이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채택 이전부터 국가들은 대륙붕 중첩수역에서 해양공동

개발협정을 체결해왔으며, 이러한 국가실행이

50여년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제83조 3항은 설명해주

지 못한다. 이와 더불어 해양경계획정을 다룬 국제 판례들은 분쟁당사국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
구하고 경계획정과 함께 수차례 공동개발을 권고해왔다.58)
52)

터키에 의해 취해진 계속되는 지진파 탐사활동들은 모두 과도적인 성격을 가지며 대륙붕 해저에
또는 대륙붕 해저의 상부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터키는 분쟁 중인 대륙붕 지역
의 천연자원에 대한 전유(
, appropriation) 또는 그 밖의 이용을 수반하는 활동들을 해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ICJ는 연안국이 동의하지 않은 대륙붕의 천연자원에 대한 지진파탐
사는 틀림없이 배타적인 탐사권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주장되는 위반은 잠정적 보호조치가
요구될 정도로 그리스의 권리의 회복할 수 없는 침해 위험을 확인할 수 없으며, 적절한 수단에 의
해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잠정조치를 명하지 않았다.

專有

53) Award of the Arbitral Tribunal between Guyana and Surinam, supra note 8, para. 467.
54) Ibid., para. 480.
55) Ibid., para. 445.
56) Ibid., paras. 483-484.
57)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Report

of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n

the

EEZ

development of non-living resourc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by Lagoni, Rainer,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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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joint

1. 1969년 ICJ

북해대륙붕사건 (독일/덴마크, 독일/네덜란드)

공동개발을 권고한 대표적인 사례는
“중복

1969년 ICJ

북해대륙붕 사건이다.59) 동 사건에서

ICJ는

구역들 또는 그 구역들 중 일부에 공동관할권, 공동이용자, 또는 공동개발의 제도”를 결정

할 당사국들의 가능성을 언급하였다.60) 특히

재판관은 개별의견61)에서 공동개발원칙은 분

Jessup

쟁중인, 즉 아직 경계가 획정되지 않고, 특히 이해관계국들이 동등하게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중
복되는 대륙붕지역들에 대한 협정에서 더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62) 그는 또한 “협
력의 원칙이 개발의 단계뿐만 아니라 탐사의 단계에도 분명히 적용된다”고 보았다.63)

2. 1980년

1980년

얀 마이엔 대륙붕 사건 (아이슬란드/노르웨이)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는 얀 마이엔 섬 인근 대륙붕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조정위원회

에 부탁하였고, 조정위원회는 당사국이 경계획정만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계획정과 함께
상세한 공동개발계획을 권고하였다.64) 이와 같은 조정위원회의 권고는
서

ICJ가

1969년

북해대륙붕사건에

했던 것처럼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이용을 위해 해양공동개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사실상 의존한 결과였다.65) 이와 같은 조정위원회의 공동개발에 대한 권고는 법적 구속력을 결여
한 제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1981년

아이슬란드와 얀 마이엔 간 대륙붕에 관한 협정에서 그

대로 채택되었다.

3. 1982년 ICJ

1982년 ICJ

재판관(Judge

대륙붕사건 (튀니지/리비아)

튀니지와 리비아 간 대륙붕 사건에서 또 다시 공동개발이 제안되었다.66) 특히 임시
ad hoc)이었던 Evensen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석유자원의 공동개발제도를 제안

하였으며, 공동개발이 해양경계분쟁에 대한 형평한 대안적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보았다.67) 판결이
58) 1969년 ICJ

북해대륙붕 사건을 시작으로, 1980년 아이슬란드/노르웨이 얀 마이엔 섬 대륙붕 경계
획정 관련 조정위원회 보고서, 1982년 튀니지/리비아 대륙붕사건, 2007년 가이아나/수리남 해양경
계획정 사건, 2014년 방글라데시/인도 벵골만 해양경계획정 중재사건 등에서 지속적으로 공동개발
을 제안하고 있다.

59)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supra note 3, pp. 20-22.
60)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F.R.G v. Den.), 1969 I.C.J. 3, p. 53 (Feb. 20).

재판관은 개별의견에서 William
인용하였다. Onorato, William T., supra

61) Jessup

T. Onorato의

논문을 언급하고 이와 같은 협력의 사례들을

note 1.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supra note 3.

pp. 66-67 (separate opinion of Judge Jessup)
62) Ibid.
63) Ibid., p. 83.
64) Conciliation Commission on the Continental Shelf Area between Iceland and Jan Mayen: Report
and

Recommendations

to

the

Governments

of

Iceland

Ⅶ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vol. XX
65) Ibid., p. 448

and

Norway,

, pp. 1-34.

66) Tunisia/Libyan Arab Jamahiriya Continental Shelf Case, supra note 3, p.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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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

of

June

1981,

내려진 후 양국 간 해양경계분쟁은 원만히 해결되었으며, 3개의 협정, 즉
바와 같이

1988년 8월 8일에

1982년

판결에서 명시된

체결된 대륙붕경계의 획정에 관한 협정, 공동개발조치들을 포함하는

만 지역에서의 공동탐사구역의 지정에 관한 협정, 리비아 쪽 대륙붕에서의

Gabes

에서의 추후 생산으로부터의 수익의
Evensen

10%에

E1 Bouri

유정

대한 튀니지의 참여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68)

재판관의 견해가 반대의견에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88년

튀니지-리비아 공동개발협

정에서 이 제안을 실제 이행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69)

4. 2007년

앞서 살펴본

해양경계획정 중재사건 (가이아나/수리남)
2009년

가이아나/수리남 사건에서 중재재판부가 제시한

“잠정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의무“와 부합하는 조치들의 예시는 마치 해양공동개발을 장려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중재재판부는 분쟁 중인 중첩수역에서 탐사계획에 대한 상대국에 대한 상세한 통보,
공동탐사활동 수행, 탐사결과의 공유, 경제적 활동으로부터의 이익의 공유의 의무를 제83조

3항

상의 의무에 포함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제83조 3항 상의 의무를 적극적이고 광의로 해석하였다. 따
라서 이러한 해석에 따를 때 관련국 일방이 탐사 및 개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국과의 공동
탐사 개발을 통해 수행해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Ⅳ

.

국제관습법상 해양공동개발 관련 의무 존재여부

이상과 같이 국제판례에서 국제재판소가

40여

년간 지속적으로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과정에서

해양공동개발을 권고해온 사실과 함께 대륙붕 중첩이 발생한 국가들 간 해양공동개발을 통한 협
력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첩수역에서 해양공동개발 관련 국제관습법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하에서는 일부 국제법 학자들이 주장해왔던 해양공동개발 관련 국제관
습법 규칙이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주장되거나 추정되어왔던 해양공동개발
관련 의무 내지 원칙이 국제관습법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확인과정은 대륙붕 중첩수역에서 해양
공동개발의 현행 규범체계를 명확화하기 위해 필요할 것이다.
국제관습법 상 해양공동개발에 협력할 의무가 존재하는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먼저 고려해
야 할 점은 확인하는 국제관습법 규칙의 특성, 그 규칙이 적용되어지는 상황, 그 규칙의 성격에
따라 입증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70) 국가들에게
국가들에게

“의무”를

“권리”를

부여하는 국제관습법 규칙과

부담시키는 국제관습법 규칙 간에는 그 입증기준 및 입증책임에 정도의 차

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71) 국가들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국제관습법 규칙을 주장하는 경우 더
높은 입증기준이 요구되는데,72) 관련국에게 해양공동개발에 협력하도록 요구하는 국제관습법 규
67) Ibid., p. 316 (dissenting opinion of Judge Evensen).
68) Ong, David M., “Joint Development of Common Offshore Oil and Gas Deposits: ”Mere“ State
Practice o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3 (1999),
p. 787.
69) Ibid.
70) Ibid., pp. 686-689.
71)

Macgibbon,

I.C.,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Law, Vol. 33 (1957), pp. 12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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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cquiescence”,

British

Year

Book

of.

칙의 입증 또한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의무”를

부가하는 국제관습법 규칙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규정된 특정 방식으로 행동

할 것을 요구하는 “적극적” 의무와 국가가 특정 행위를 삼가도록 요구하는 “소극적” 의무로 구분
될 수 있으며,

“적극적”

의무가 관습법 규칙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일관성 판단기준이

적용된다.73) 해양공동개발에 협력할 국가의 의무는 국가에게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요구하므
로 적극적 의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반관행의 입증기준이 상대적으로 더욱 엄격할 것이다.

1.

해양공동개발에 협력할 의무가 존재하는가.

해양공동개발에 관한 국가실행의 증거는 관련국이 체결한 공동개발협정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협정들은

195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수적으로나 지리적 다양성으로나 확산되고

있다. 해양경계에 대한 분쟁이 있는 반폐쇄해 국가들은 상당히 높은 비율로 해양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거나 추진해왔다. 이와 같은 해양관할권 중첩지역으로 한정하여 해양경계협정과 해양공동
개발협정의 체결비율을 비교했을 때 해양공동개발협정 체결 비율은 매우 높을 것이다. 왜냐하면
보통 해양관할권 중첩수역에서는 관련국 간 해양경계획정 기준 및 원칙에 대한 입장차가 매우 크
기 때문에 해양경계에 대해 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와 같은 중첩수역에서 자원이 발견
될 경우 큰 분쟁으로 악화되거나 공평하고 효율적인 개발에 합의하는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국이 최종해양경계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자원의 개발을 둘러싼 분쟁이
제기될 경우, 결국 제3자적 사법적 분쟁해결수단에 호소하거나 해양공동개발에 합의하게 된다. 사
법적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국제판례들이 지속적으로 해양공동개발을 권고한 사실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관할권 중첩으로 인한 분쟁지역에서의 해양공동개발에 협력하는 국가실행은 일
관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개발을 요구하는 국제관습법 규칙은 국가들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칙이기 때문에 법
적확신의 추론 역시 더 엄격한 입증기준이 요구될 것이다. 대부분이 다자조약이 아닌 양자협정의
형태로 체결되는 해양공동개발사례에서는 법적확신이 일반관행 자체로부터 추론되지 않는 한 당
사국들이 별도의 물리적 행위나 구두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높은 입증기준을 충족시킬 만한 법
적확신에 대한 증거가 거의 없다. 국가실행 자체로부터 법적확신을 추론한다면, 해양공동개발협정
의 서문을 통해 관련 공동개발협정의 당사국들이 협정을 체결할 의무를 국제법 의무로서 인식하
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74년

·

한 일 공동개발협정과

1979/1990년

말레이시아-태국

양해각서의 서문은 양국이 최선의 이익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실용적 해결방안으로서
공동개발이 제안되었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국가실행도 해양공동개발에 협력할 국
가의 의무에 구속된다는 법적확신을 입증할 수 없다.

2.

협력의 일반 의무에서 해양공동개발 의무가 도출되는가.

협력의 일반의무와 신의성실의 원칙은 국제관습법 상 확립된 일반원칙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72) Ong, David M., supra note 68, p. 794
7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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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및 제83조 각 3항에 구현된 신의성실하게 교섭할 의무를 협력의 일

반의무와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부터 도출하기도 한다.74) 동 조항들에 규정되는 “실질적인 잠정약정
을 체결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하게 교섭할 의무는 적극적 협력의무로서, 동 조항들이 최근 국가실
행에 근거하여 발전하고 있는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할 의무에 대한 국제관습법을 반영한다는 주장
이 제기되기도 한다.75) 하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동 조항에 구현된 교섭의 의무는 공동개발 협력
을 요구하는 실체적인 관습법적 의무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는 절차적 의무로 보고 있다.76)
지금까지 체결된 해양공동개발협정은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못하는 분쟁지역에서 이해관계국간
협력을 규정함으로써 실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83조 3항 등에서 구현되고 있는 협력의 일반

원칙을 실제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83조 3항에 따라 체결되는 잠정약정에 관한 국가실행은 최종
적인 경계획정을 보류하고 잠정약정에 관해 협의하고 교섭할 일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일 뿐,77)
잠정약정의 형태로 공동개발협정을 선택할 것인지는 결국 각국의 결정과 합의결과에 따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확립된 협력의 절차적 의무가 확립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의무는 관련국에게
신의성실하게 교섭하도록 요구할 뿐, 반드시 해양공동개발을 강제하거나 공동개발협정의 유형으
로 잠정약정을 체결할 의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가실행에서의 확인될 수 있는 일관적인 해양
공동개발의 관행은 관련국간 교섭으로부터 도출되는 법적 결과들 중 하나일 뿐이다.

3.

해양공동개발에 협력할 지역관습은 존재하는가.

해양공동개발과 관련하여 제시된 국제관습법의 증거는 주로 북해와 페르시아 만에서의 산유국
들의 관행에 근거하므로,78) 설사 공동개발에 협력할 의무가 국제관습법 상 추론될 수 없더라도
여전히 지역관습(local

or regional custom)의

형성가능성은 남아있다.79) 지역관습의 형성은 일반

국제관습법의 보편적 적용에 대한 위협이 되므로 지역관습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80) 따라서

ICJ가

제시한 기준에 따를 때, 엄격한 입증책임이 특정 지역에서 공동개발협

력을 요구하는 지역관습을 주장하는 국가에게 요구될 것이다.
그 관행이 비교적 일반적이고 일관적이며 보편적인 대표적 지역으로 페르시아 만에 한정하여 살
펴보면, 페르시아 만 연안국들은

1960년대

중반부터 해양공동개발의 형태로 협력하고 있으며, 바레

인-사우디아라비아(1958), 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1965), 이란-이라크(1967), 카타르-아부다비(1969),
이란-샤르자(1971) 등 총 5건의 해양공동개발사례가 확인된다. 따라서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
란, 이라크, 카타르, 바레인, 아랍 에미리트의 토후국인 샤르자와 아부다비 등 페르시아 만에 위치한
74)

Brownlie,

Ian,

“Legal

Status

of

Natural

Resources

in

International

Law”,

é

Acad mie de droit

international de La Haye Recueil des cours, Vol. 162 (Sijthoff et Noordhoff, 1980), p. 289.
75) Reid, Peter C., “Petroleum Development in Areas of International Seabed Boundary Disputes:
Means for Resolution“, Oil and Gas Law and Taxation Review, Vol. 8 (1984-85), p. 215.
76) Ong, David M., supra note 68, p. 797; Lagoni, Rainer(1984), supra note 1; Kim, Sun Pyo, supra
note 14.
77) Ong, David M., Ibid., p. 798.
78) Miyoshi, Masahiro, supra note 1, p. 7.

é

79) Da Rocha Ferreira, Andr , et al., “Formation and Evidenc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UFRGS Model United Nations Journal, Vol. 2013 (2013), p. 129.
80) D’Amato, Anthony, “The Concept of Special Custom in International Law”, American Journal of

사건과 Haya de la Torre 사건에서 ICJ
는 지역관습규칙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지역관습을 주장하는 분쟁당사국에게 상당히 엄
격한 입증책임을 두었다. Ibid., p. 129.
International Law, Vol. 63 (1969), pp. 211-223. ICJ Asy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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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연안국이 석유자원 개발을 위한 해양공동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페르시아만 연안국의
국가실행을 검토할 때 페르시아 만 연안국들은 해양경계 확정 후 월경광상의 발견이나 중복되는 영
유권 또는 해양경계에 대한 주장으로 인한 공유광상의 발생 문제를 지극히 경제적이고 기능적으로
파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석유자원에 대한 공평한 몫이 관련국간 분배된다면 도서의
영유권이나 해양경계의 획정문제를 쉽게 합의하는 경향을 보인다.81) 추정컨대 페르시아 만 연안국
들은 해양공동개발이 의무화된다고 인식하기보다는 산유국으로서 자원의 개발수익의 분배에만 집중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적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페르시아 만 연안국은 자원의 동
등한 분배를 확보하기 위해 단순한 형태의 공동개발을 관행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Ⅴ

.

양자협약 기반 국가실행

기존에 국가들이 체결한 공동개발협정들은 그 체계와 구성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며, 다양
한 변형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동개발협정이 실제 어떻게 구성되는가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
는 당사국 간에 협상쟁점들이 논의되고 타협되어가는 과정에서 공동개발구역의 특성 및 위치, 당사
국 간의 분쟁요인 및 관련 상황 등을 반영하여 양 당사국에게 수용 가능한 합의의 결과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공동개발협정에 있어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완전히 통일된 형태는 있을
수 없다. 다만 대부분의 공동개발협정들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구성요소는 확인될 수 있다. 해양
공동개발협정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구성요소는 대략

10가지

내외이며, 협정의 목적 및 규율

원칙, 공동개발구역의 설정, 공동개발구역의 관리구조, 탐사 개발권 허가제도 및 준거법,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규율기관의 설립, 수익 비용분배 및 조세제도 등 재정에 관한 사항, 제3국 및 기득권
에 대한 고려, 분쟁해결절차, 해양환경 보호와 보건 안전조치, 최종조항이다.

1.

협정의 목적 및 규율 원칙

공동개발협정은 당사국 간의 협력적 개발과 제3국에 대한 당사국간 입장을 통일하도록 규율하
는 일반 원칙들을 포함해야 한다.82) 그 중 공동개발의 합의에 있어서 자원의 공유는 협정의 기저
를 이루는 핵심요소이며,83) 이러한 원칙에 따라 공동개발구역에서 생산되는 자원을 양국 간에 어
떤 비율과 방식으로 분배할 것인가는 협정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2.

공동개발구역의 설정

공동개발협정이 체결될 수 있는가는 관련국 간 관할권 주장이 중첩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중

81)

예를 들어, 1971년
속되어온 아부무사
력적으로 아부무사
분에 합의함으로써

이란-샤르자 양해각서의 체결과 관련한 배경을 살펴보면, 양국 간 오랜 기간 지
섬에 대한 주권 분쟁이 이란의 군사점령으로 극단으로 악화되었으나, 이란이 무
섬을 점령한 지 하루 만에 동 섬의 자원개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동등한 배
매우 기능적인 타협안을 취하였다.

82) Fox, Hazel, et al.(1989), supra note 1, p. 193.
83) Ibid., p.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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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지역을 확인하는 것과 밀접히 관련된다.84) 공동개발협정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공동개발구역의 설정이라 할 수 있다.85) 이 중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하기 위해서 우선 각
국은 국제법을 참고하여 자신의 관할권 주장 범위와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공동개
발협정의 교섭 초기에 관련국은 상대국의 주장을 분석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공동으로 개발
할 지역의 위치, 넓이, 형태에 대해 합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동개발협정은 공동개발구역이 적
용되는 지역의 설정과 정의, 공동개발구역의 좌표들을 결정하기 위해 이용된 방법, 월경 광상을
다루는 방식, 공동개발에 포함되어지는 자원의 특성 등을 다뤄야 한다. 또한 공동개발협정은 정확
한 좌표를 표시하고 관련 지도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관련국간 사용하는 해도가 다를 경우 정확
도나 투사도에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86)
관련국간 공동개발구역을 확인하고 설정하는 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 중 하나는 관할권 중
첩수역 내에 섬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섬의 효과에 대해 관련국 간 의견이 불일치 할 경우 공동
개발이 가능한 중첩수역을 확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특히 관할권 중첩수역 내에 있는 섬이
관련국 간 영유권을 다투고 있는 섬일 경우는 영유권 문제와 더불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
다.

2002년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는 얀 마이엔 섬의 성격 및 효과에 대해 의견을 달리 하여, 해

양경계를 획정하지 못하였다. 결국 양국은 이 문제를 조정위원회에 부탁하였고, 조정위원회의 공
동개발구역 설정 권고에 따라 아이슬란드와 얀 마이엔 섬의 중간선 이원에 위치하는 탄화수소 광
상의 공동개발을 합의하였다.87) 유사하게
사 섬을 분할하여 공동 소유하고,

1971년

12해리의

이란과 샤르자는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아부무

영해를 획정하였다. 또한 동 양해각서는 아부무사 섬

의 인접 해역에서 동등한 어업권을 가지며 공동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동등하게 배
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88)

1995년

아르헨티나와 영국은 공동선언을 채택하여 양국 간 오랜 영유

권 분쟁 중인 포클랜드 제도 인근 일부 수역에 대해 탄화수소 공동 탐사 및 개발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2007년 3월

공동 탐사 및 개발이 수행되어야 하는 수역에 대한 의견차이로 아르헨티나는

동 공동선언을 파기하였다.89)
최근 관할권 중첩수역의 확인이 어려운 상황은
여 발생한다.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Commission
CLCS)에 2009년부터

에

200해리

200해리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이하

대륙붕 한계 확장 문서제출이 본격화되면서, 관련국들은 공동개발구역의 범위

이원의 대륙붕까지 포함시켜 고려하면서 중첩수역을 확인하고 공동개발구역을 확정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되었다. 모리셔스와 세이셸은
관련 문서를 공동제출한 후,90)
84)

이원으로의 대륙붕 확장 주장과 관련하

Becker-Weinberg,

Vasco,

2012년 1982년
Joint

2008년 12월 CLCS에

대륙붕 한계 확장

유엔해양법협약 제83조 3항에 따라 잠정약정을 체결

Development

of

Hydrocarbon

Deposits

in

the

Law

of

the

Sea

(Springer, 2014), p. 104.
85) MacLaren, Gavin, and James, Rebecca, “Negotiating joint development agreements”, in Robert
Beckman et al., Beyond Territorial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 Legal Frameworks for the Joint

Development of Hydrocarbon Resources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2013), p. 144.
86) Cameron, Peter, and Nowinski, Richard, “Joint Development agreements: Legal structure and
key issues”, in Robert Beckman et al., Beyond Territorial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 Legal

Frameworks for the Joint Development of Hydrocarbon Resources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2013), p. 171.
87) Richardson, Eliot L., “Jan Mayen in perspectiv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82,
no 3 (1988), p. 443.
88) Hakim, Ali A., The Middle Eastern States and the Law of the Sea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79), pp. 208-211.
89)

Becker-Weinberg,

Vasco,

“Recalling

the

Falkland

Islands

(Malvinas)

Sovereignty

Formula”,

in

Republic

of

Aldo Chircop et al.(eds.), Ocean Yearbook 27 (BRILL, 2013), pp. 411-433.
90)

Receipt

of

the

Joint

Submission

made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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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

of

Mauritius

and

the

하였다.91) 양국은 잠정약정 체결과 동시에

.93)

396,000

이원 대륙붕 광물자원의 공동개발에 대해서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이하

the Law of the Sea,

정한 바 있다.94) 이러한
문서를 제출하기 전에
어

이원 확장 대륙붕의 외측한계를 설정하는 협약

㎢ 넓이의 지역에 대하여 공동 관할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하였다

을 체결하고,92) 인도양의
200해리

200해리

200해리

ITLOS)는 2012년

ITLOS의

200해리

Tribunal for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간 해양경계사건에서 처음으로 인

판결은 매우 이례적이며, 심지어 미얀마와 방글라데시가

CLCS에

이원에서의 대륙붕 경계획정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95) 더불

이원 대륙붕 관련 공동개발 가능성은

2014년

인접국인 방글라데시와 인도 간 벵골만 해

양경계 중재사건에서 다시 확인되었다.96) 중재재판소는 방글라데시의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을 인

정하였다. 그 결과 일부 지역이 해저는 방글라데시의 주권적 권리가 행사되나 상부수역은 인도와
미얀마의 주권적 권리가 행사되는 회색지대(grey

zone)에

속하게 되었다.97) 중재재판소는 당사국에

게 추가 협정의 체결 또는 협력적 약정의 수립 등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도록 남겨놓았다.98) 따라서
2012년 ITLOS
200해리

판결과

2014년

중재판정의 결과로 벵골만 연안국인 방글라데시, 미얀마, 인도 3국 간

이원 대륙붕이 포함된 회색지대에서 공동개발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공동개발협정은 일반적으로 추후 경계획정 또는 주권적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
시하나, 각국은 자국의 주장이 국제법에 따라 정당한 범위까지 공동개발구역에 반영되도록 노력
하게 된다. 따라서 일부 경우에는 공동개발구역을 한 구역 이상으로 설정하여 각기 다른 조건을
설정하는 방안이 당사국 간 합의를 위해 적절할 수 있다.

3.

공동개발구역의 관리구조

설정되는 공동개발구역은 당사국 간에 관할권 분쟁이 존재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해당구역에
대한 관리방식 및 당사국의 권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공동개발협정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따라서 공동개발협정의 관리구조는 당사국의 주권적 권리 보호와 자원의 균등한 배분
의 측면에서 상호 만족스러운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여기서 관리의 의미는 공동개발구역 내에서

Seychelles to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12 December 2008, UN
Doc. CLCS.14.2008.LOS

참조

91) Treaty Concerning the
Region

between

the

Joint Management of

Government

of

the

the Continental Shelf

Republic

of

Seychelles

in

and

the Mascarene
the

Government

Plateau
of

the

Republic of Mauritius of 13 March 2012
92) Treaty Concerning the Joint Excercise of Sovereign Rights Over the Continental Shelf in the
Mascarene Plateau Region of 13 March 2012

모리셔스와 세이셸이 200해리 이원 대륙붕에서 최
종경계협정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국 간 해양경계분쟁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93) Becker-Weinberg, Vasco, supra note 84, p. 110

94) ITLOS, Dispute concerning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Bangladesh and Myanmar

in the Bay of Bengal, Judgment of 14 March 2012, para. 472.
95) Becker-Weinberg, supra note 84, p. 110.
96)

The

Matter

of

the

Bay

of

Bengal

Maritime

Boundary

Arbitration

between

Bangladesh

and

India, Award of 7 July 2014, paras. 498-508.
97) Naomi Burke, “Annex VII Arbitral Tribunal Delimits Maritime Boundary Between Bangladesh
and

India

in

the

Bay

of

Bengal”,

ASIL

Isights,

Vol.

18,

Iss.

20

(22

September

2014),

<http://www.asil.org/insights/volume/18/issue/20/annex-vii-arbitral-tribunal-delimits-maritime-b
oundary-between>
98)

The

Matter

of

the

Bay

of

Bengal

Maritime

Boundary

India, supra note 104, para.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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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bitration

between

Bangladesh

and

의 석유 및 가스자원의 탐사 개발활동 전반에 대한 관리로, 이와 같은 활동들에 대한 허가 운영
감독권을 모두 포함한다.
공동개발협정이 취하는 관리구조는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한 국가가

양국을 대신하여 관리하는 유형인 단일국가모델, 둘째, 당사국이 조광권자를 개별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조광권자들이 공동개발을 위한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여 개발 사업을 운영하는 유형인 의
무적 광구통합/합작투자모델, 마지막으로 독립적 법인격을 가지는 공동기구(Joint

Authority)의

설

립을 통해 관리하는 유형인 공동기구 모델이다.99)
단일국가모델을 취하고 있는 사례는

1958년

바레인-사우디아라비아 협약과

1969년

아부다비-카

타르 협약이 있다. 그 후 최근까지 이 모델을 채택하는 사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랍 산유국
간의 특수상황에서나 수용 가능한 초기의 공동개발 관리모델로 인식되었으나,
말레이시아가 채택한 공동개발방식과

2008년

2009년

브루나이와

중국과 일본이 합의한 공동개발방식은 단일국가모델

로의 회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100) 전적으로 단일국가모델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1989년

호주-인도네시아 티모르 갭 조약은 협력구역을 3구역으로 세분화하고, 각 당사국의 영토에

인접한 구역인

B지역과 C지역에서

게 수입의

10%를

는

한일공동개발협정이며,

1974년

트남 양해각서,

호주와 인도네시아가 자국법에 따라 각자 관리하고 상대국에

지불하도록 한 바 있다. 의무적 광구통합/합작투자 모델을 채택한 대표적 사례

1995년

프랑스-스페인 비스케이 만 조약,

1992년

말레이시아-베

아르헨티나-영국 공동선언 등이 이 모델을 채택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동기

구모델을 채택한 사례는
1989년

1974년

1974년

사우디아라비아-수단 협정,

1979년

호주-인도네시아 티모르 갭 조약(A지역),

1993년

말레이시아-태국 양해각서와

1990년

협정,

기니비사우-세네갈 협정 및

1995년

의정서 등이 있다. 공동기구모델은 협정에 의해 설립되는 공동기구가 당사국에게 부과하는

추가적 행정 부담이 적지 않음에도 다수의 사례가 이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국가들에게 선
호되고 있는 모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관련국은 공동개발협정을 이와 같은 3가지 관리구조 중 특정 유형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으
며, 분쟁의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국간 상호 합의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적합하게 맞추면 된다.101)
따라서 공동개발구역의 관리구조는 협정을 체결하는 당사국간의 정치, 경제, 역사, 국내적 민감성
등 관련 상황에 따른 협상결과에 따라 결정된다.102)

4.

준거법 및 탐사 개발권 허가제도

공동개발협정은 공동개발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행위들에 대해 어느 국가의 법률 혹은 어떠한
규정이 적용될 것인가를 규정해야 한다. 공동개발협정은 구속력 있는 조약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
에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나 국제법은 국가 간의 관계만을 규율하기 때문에, 공동개발협정이 탐사
99) Ong, David M., “Implications of recent Southeast Asian State practice for the international law
on offshore joint development”, in Robert Beckman et al., Beyond Territorial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 Legal Frameworks for the Joint Development of Hydrocarbon Resources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2013), pp. 192-203; Fox, Hazel, et al.(1989), supra note 1, pp. 115-153.
100) 2009년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는 양국 간 중첩수역이었던 두 인접 조광권 구역에 대한 운영자로
지정하지만, 보르네오 섬의 북서쪽 브루나이 인근의 해저에 대해 말레이시아의 주권
적 권리 및 관할권 주장을 철회하기로 합의하였다. 2008년 중국과 일본은 중국이 이미 개발하고 있
는 춘샤오 가스전에 대해서는 중국법에 따라 일본이 합작 출자할 수 있도록 합의한 바 있다.
Petronas사를

101) MacLaren, Gavin, and James, Rebecca, supra note 85, p. 146.
102) Fox, Hazel, et al.(1989), supra note 1, 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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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권자 등의 계약자와 같은 민간주체들에게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당사국의 국내법체제에
서의 이행이 필요하다.103) 공동개발협정과 개발계약이 국가와 계약자간, 계약자들과 제3자 간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조건에 따라 연안국의 관할권을 행사
하기 위한 법제도를 공동개발협정에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동개발협정의 이행에 있
어서 당사국간 관할권의 중복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되는 국내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104)
준거법과 관할권의 결정문제는 당사국의 법제도의 차이, 채택하는 공동개발협정의 관리모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양국의 법제도가 상이하고, 동등한 수익배분기준을 가지며, 각 당사국이 동
등하게 탐사 및 개발활동에 참여할 경우, 특히 양 당사국의 관할권이 모두 행사되도록 하는 방안
을 채택하고 있다.105) 이와 같은 방안은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다. 당사국은 공동개발구역
을 2개의 지역으로 분리하여 각각 관할권을 행사하거나 공동개발구역을 여러 소구역으로 분할하
여 관할권을 지정할 수 있다.106) 또는 당사국은 공동개발구역의 광상별, 설치된 시설물 별로 관할
권을 지정할 수 있다.
공동개발구역 내에서 탐사 개발권을 허가하는 방식도 각국의 법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당사국 중에는 석유와 가스의 개발에 대하여 조광권 계약의 형식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생산
물분배협정 또는 서비스제공계약 형식을 채택하는 등 석유 및 가스 개발에 관한 고유의 각기 다
른 법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정 당사국간 이러한 법제도의 차이를 어떻게 조화롭게 조율하
느냐가 공동개발협정 교섭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1979년

말레이시아-

태국 양해각서는 공동개발에 합의하였으나, 양국의 탐사 개발권 부여방식에 관한 법제도의 차이
를 조율하지 않고 체결되어 실제 양해각서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11년을

끌다가

1990년에야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탐사 및 개발권 허가에 대해서는 공동개발협정에 직접 규정하는 방법과 협정에 의해 설립되는
공동기구에 포괄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공동개발협정에 직접 규정하는 방
법에는

1979년

말레이시아-태국 양해각서,

1989년

호주-인도네시아

Timor Gap

1974년

프랑스-스페인 협약,

조약(B지역과

C지역)과

1988년

리비아-튀니지 협약,

같이 공동개발구역을 두 구역으로 분

리하여 각 당사국들이 자국 측에 분할된 구역에서 독자적인 관리권을 행사하도록 하거나,107)

1974

년 한일공동개발협정과 같이 탐사 및 개발을 허가한 당사국의 법률이 적용되도록 ‘운영자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 또한 특이하게

1993년

기니비사우-세네갈 협정과 같이 규율대상 또는 자원에

따라 적용하는 준거법을 달리하도록 합의할 수도 있다.

5.

계약자(탐사 개발권자)의 권리 및 의무

공동개발구역 내에서 실제 탐사 개발활동이 수행되기 위해서 공동개발협정은 탐사 개발권 혹
은 조광권의 허가에 대한 기준 및 조건, 계약자와 운영자의 선정방식 및 지위 등을 규정해야 한
다.108) 따라서 공동개발협정은 탐사 및 개발권의 허가기준을 협정 내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협
103) Cameron, Peter, and Nowinski, Richard, supra note 86, p. 169.
104) Ibid.
105) MacLaren, Gavin, and James, Rebecca, supra note 85, p. 144.
106) Becker-Weinberg, Vasco, supra note 84, p. 121.
107) Ong, David M., supra note 68, pp. 61-66.

국가실행을 통해 봤을 때 일반적으로 ‘계약자’란 공동개발구역 내에서 탐사 개발권 혹은 조광권
을 허가받은 자를 말하며, ‘운영자’는 계약자 간 합작투자를 통해 공동개발 혹은 광구통합을 수행할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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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의해 설립되는 공동기구와 같은 독립적인 기구를 통하여 당사국을 대신하여 석유 탐사 및
개발활동을 수행할 계약자 선정을 위한 규칙 및 절차를 개발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공동개발의
원활한 이행과 분쟁예방을 위해 실제 공동개발구역의 탐사 개발활동에 대해 통제하고 책임지는
운영자의 선정과 운영자의 권한 및 책임의 명확화는 매우 중요하다.109)
1974년

․

한 일 공동개발협정은 양 당사국이 조광권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으며, 선정기준도 각

국의 국내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2002년

호주-동티모르 티모르 해 조약은 공동기구가 개발관련

정책이나 규범을 제정하며 생산물분배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각료이사회의 승인
이 필요한 사항, 공동개발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개발 기준 및 공동개발협정이 정하는 기타 조건
등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2001년

나이지리아-상투메프린시페 공동개발조약은

구 외에 개발계약에 대한 일방당사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 ·

“개발계약”은

“계약자”를

공동기

개발활동에 관하여 공동

기구와 계약자 간 체결하는 대여 허가 생산물분배계약 및 조광권을 포함한 모든 합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동 조약은

“운영자”를

운영협약의 조건에 따라 운영자로 지정되고 활동

하는 계약자로 정의하고 있다.

6.

규율기관의 설립

공동기구의 설립은 공동개발협정 특유의 특징이며, 이러한 공동기구는 설립하는 당사국에 의
해 광범위한 기능들이 부여된다.110) 공동기구에 부여될 권한 및 기능은 당사국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 만약 공동개발구역에서의 자원개발에 대한 허가권 부여 또는 계약의 체결권이 여전히 당사
국 정부에게 있다면, 설립되는 공동기구의 권한 및 기능의 범위는 제한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
사국이 허가권 및 계약체결권을 가지는 단독 개발기구로서 공동기구를 설립한다면, 공동기구의
역할 및 기능의 범위는 개발활동의 규율, 개발의 결과로부터 발생되는 문제의 관리 및 통제, 기술
규정의 제정 및 집행, 보건 및 안전, 복지 및 고용 등을 모두 포괄할 것이다.111) 또한 공동기구의
권한의 성격 또는 범위, 공동기구에 위임되는 기능 및 권한과 상관없이 당사국은 공동기구를 상
설기구 또는 정기적으로 회합하는 비상설기구로 설립할 수 있다.

7.

수익 비용 분배 및 조세제도 등 재정에 관한 사항

재정과 관련하여 생산 전 지불금, 훈련 및 기반시설에 대한 기여, 생산기반 지불금, 소득세, 생
산물분배, 자원 임대료 또는 추가 사업소득세와 이중과세의 방지 등을 규정할 수 있다.112) 각 공
동개발협정의 체결배경과 관련국의 이해관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의 배분비율에
일률적으로 확립된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113) 따라서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할 때 관련국은 관련
상황과 조건을 반영하여 협상을 통해 각국에게 배분되는 자원의 비율과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114)
경우 계약자들을 대표하고 계약자들의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류권홍, 국제 석유 가스 개발과 거래 계약 (한국학술정보, 2011), 196, 201-209쪽.

109)

「

」

110) Fox, Hazel, et al.(1989), supra note 1, p. 307
111) Ibid., p. 308.

112) Ibid., pp. 245-251; Cameron, Peter, and Nowinski, Richard, supra note 86, p. 168.
113) Becker-Weinberg, Vasco, supra note 84, p. 129.
114) Fox, Hazel, et al.(1989), supra note 1, p.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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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

․

․

또는 공유”의 내용은 양 당사국 간의 지리적 지질학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들에 따라 결

정되며, 반드시

“동일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115) 예를 들어,

석유자원에 대해서는 세네갈에 유리하게
로 배분하였다.

2001년

으로 배분하였고,

기니비사우-세네갈 협정은

배분하였지만, 어업권에 대해서는 동등하게

50:50

나이지리아-상투메프린시페 공동개발조약은 나이지리아에 유리하게

60:40

2002년

85:15로

1993년

호주-동티모르 티모르 해 조약은 동티모르에 유리하게

90:10으로

배분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동개발협정들은 공동개발구역으로부터의 자원에 대한 국가
간 수익 및 비용배분기준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다.116) 그 이유는 협정을 체결한 당사국들이 수
익의 균등한 배분을 공평한 몫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공동
개발협정에 있어서 수익의 공평한 배분은 당사국 간 협정의 이행을 원만히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핵심요인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117)
당사국은 공동개발구역에서 생산된 자원에 대해 특정 일방 당사국의 조세제도를 채택하거나
계약자에게 탐사 개발권을 허가한 당사국의 조세제도를 적용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아니면 독자
적인 조세제도를 개발하고 적용하도록 공동기구에 위임하는 방안도 선택할 수 있다. 물론 계약자
가 양 당사국 모두에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당사국 간
생산물에 대한 분배비율에 따라 조세부담도 분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118)

2001년

나이지리아와

상투메프린시페 공동개발조약은 공동기구가 조약 발효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석유개발에 관한 조
세규정을 제정하여 각료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만약 양 당사국의 조세제도가 적용될
경우, 계약자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한데,
은 명시적으로 이중과세 위험을 제거하고 있다. 또한

2002년

1974년

․

호주-동티모르 티모르 해 조약

한 일 공동개발협정에서는 조광권이

부여된 국가의 세법을 따르며, 상대국은 이에 대한 조세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
세부과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있다.

8.

제3국의 권리 및 기득권에 대한 고려

현재까지 거의 대부분의 공동개발협정은 2개국이 참여하는 양자협상을 통해 추진되어왔다. 따
라서 공동개발협정의 당사국 이외에 공동개발구역의 설정으로 인해 그 구역의 자원과 상부수역에
대한 권리나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 제3국 또는 제3자가 존재할 수 있다. 많은 사례를 통해
볼 때 공동개발구역은 공동개발협정의 당사국 뿐 아니라 비당사국에 의해서도 권리가 주장되는
경우가 많다.119) 그러나 제3국은 공동개발구역의 자원 개발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공동개발협정은
115) Ibid.

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 공동개발협정(1965), 이란-샤르자 양해각서(1971), 한일공동개발협정
말레이시아-태국 공동개발양해각서(1979)와 협약(1990), 호주-인도네시아 티모르 갭 조약
(1989), 말레이시아-베트남 양해각서(1992), 콜롬비아-자메이카 조약(1993), 아르헨티나-영국 공동선언
(1995) 등.

116)

(1974),

117) Lerer, David, “Seven Fundamental Issues Frame JDA Negotiations”, Oil and Gas Journal, Vol.
101 (2003), pp. 65-68.

「

」

정준환, 영유권 미확정지역에서의 자원개발 분쟁사례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1), 71쪽.
해양관할권 분쟁 사례를 검토할 때 2개국 이상이 중첩수역에 대해 다투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
표적인 사례로는 동중국해에서 한국, 중국, 일본이 중첩수역을 두고 다투고 있으며, 1974년 한일공
동개발협정에 따른 공동개발구역의 일부 혹은 전체에 대해서 중국과 대만은 관할권을 주장했다. 남
중국해의 동일한 수역에 대해 중국, 베트남, 필리핀이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북대서양의 로크
올 해구(Rockall Trough)에 대해 영국, 아일랜드, 아이슬랜드, 덴마크가 관할권 분쟁 중이다. 또한
기니만에서는 연안의 석유광상을 두고 인접 연안국들간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Cameron, Peter,

118)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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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공동개발구역내의 자원에 대한 기득권의 문제는
특히 제3국의 국민이 관련되는 경우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공동개발협정의 사례들은 당
사국이 아닌 제3국이 공동개발구역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는 등의 제3국의 권
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당사국간 공동개발협정이 체결되어 공동개발구역이 설정된다 해도 제3국의 권리와 기득권에
대해서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관련 규정 및 국제법의 일반원칙들이 적용된다. 이러한 상황은

크게 3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공동개발구역에서의 제3국의 권리, 둘째, 공동개발구역의 상부수역
에서 다른 국가들의 권리, 셋째, 공동개발구역의 설정 전 일방당사국 혹은 양 당사국에 의해 허가
된 권리이다.120)
첫 번째 제3국의 관할권 주장 및 권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제3국이 주장
하는 수역을 피해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하는 방안이다.121) 아니면 모든 관련국이 참여하여 공동개
발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안은 관련 사례들을 검토했을
때 관련국의 수가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할 경우 해양공동개발 합의도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양 당사국이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고 당사국의 동의를
조건으로 제3국이 해당 공동개발협정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122)
그러나 현재까지의 공동개발협정 사례를 검토했을 때, 상기와 같은 제3국의 권리 및 주장을 고려
한 조항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당사국이 제3국의 주장에 대해 공동대응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123) 이와 같은 접근방식은

1974년

사우디아라비아-수단 협정 제6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

조항은 당사국의 주권적 권리를 보호하고 제3국에 대하여 당사국의 주권적 권리를 방어할 것을 약속
하고 있다. 이러한 제3국의 주장에 대한 방어는

1965년

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 공동개발협정 제5조

에서도 채택되고 있다. 반면 제3국의 주장과 관련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는 협정이 대다수이다.
1974년

한일 공동개발협정은 협상 당시 중국과 대만의 항의가 제기되었음에도124) 제3국의 주장을 다

루고 있는 조항이 없다. 그러나 제3국의 주장이 국제법에 따라 정당하나, 그 주장이 공동개발협정의
양 당사국의 권리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공동개발협정은 적절한 경로를 통해 제3국의 주
장에 대해 당사국 간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공동개발협정은 공동개발구역의 상부수역에서 다른 국가들의 권리를 적절히 보장해
야 한다.

1974년

프랑스-스페인 협약 제6조는

“동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협약의 어느 규정도 그 상부수역 혹은 상공의
1974년

사우디아라비아-수단 협정 제15조는 “동

협정의 적용은 공해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국제법의 한도 내에서 항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유사하게

1974년

한일 공동개발협정 제27조는 “공동개발구역내 천연자원의

탐사와 채취는 항해나 어로와 같이 공동개발구역과 그 상부수역내의 다른 정당한 작업이 부당하
게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동개발협정은 공동개발구역의 설정 전 그 수역에서 일방당사국 혹은 양 당사국
에 의해 허가된 권리, 즉 기득권이 존재할 경우, 이와 같은 권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협정
and Nowinski, Richard, supra note 86, p. 158.
120) Ibid., p. 158.

이러한 접근방식은 리비아와 몰타 대륙붕 사건에서 ICJ가 채택한 방식이다. 동 사건에서 ICJ는
이탈리아가 소송 참가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의 주장을 고려하여 몰타의 대륙붕 경
계를 수정하였다. Fox, Hazel, et al.(1989), supra note 1, p. 208.

121)

122) Cameron, Peter, and Nowinski, Richard, supra note 86, p. 160.
123) Ibid.

신창훈, “대한민국의 대륙붕선언의 기원과
연구, 13권 2호 (2006), 63-66쪽 참조.

124)

19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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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별도로 정해야 한다. 공동개발구역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민간기업이 가지고 있는 권리
는 당사국이 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125) 실제
동개발 양해각서 체결 과정에서, 태국 정부가 미국석유회사인
검토가 이루어졌다.126) 동 양해각서 제3조

2항은

1979년

Triton사에게

말레이시아-태국 공

허가한 조광권에 대한

공동기구의 권리와 책임은 양 당사국이 허가한

조광권의 유효성에 영향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이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기
로 합의하였을 때, 말레이시아는 어떠한 조광권도 허가하지 않았고 태국에게 조광권을 허가받은
Triton사는

탐사작업을 수행 중이었다.127) 따라서 양 당사국은 해당 기업을 공동개발에 참여시키

기로 합의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1974년

한일 공동개발협정은 양 당사국의 기존 조광권 소지자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단지 양국이 기존 조광권 소지자에게 신규 조광권을 허가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다.

9.

분쟁해결절차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협정은 당사국 간의 분쟁, 공동기구와 계약자간의 분쟁, 계약자간의 분쟁
등으로 가능한 분쟁을 분류하고 분쟁 별로 적용할 절차와 준거법을 결정하게 된다. 공동개발협정
의 많은 사례들이 교섭 등의 내부절차와 더불어 제3자적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
교섭, 조정, 구속력 있는 상사중재 등 다양한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보통 제3자적 분쟁
해결절차에 회부되기 전에 당사국간 교섭과 같은 내부적 분쟁해결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128)
특히 대부분의 협정들은 제3자적 분쟁해결절차 중에서도 중재재판을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다.129)
2001년

나이지리아-상투메프린시페 공동개발조약은 공동기구와 개발권자 간 또는 개발권자와

운영자들 간 분쟁과 공동기구 내부 또는 각료이사회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한
다. 우선 동 조약은 공동기구와 개발권자, 개발권자 및 운영자 간 분쟁을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르는 구속력 있는 상사중재에 따르도록 한다.
그리고 공동기구 또는 공동각료이사회의 업무에서 조약의 기능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
쟁은 우선 공동기구를 관리하는 이사회에서 해결하며, 만약 해결하지 못한다면 공동각료이사회에
회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공동각료이사회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양국 대
통령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되도록 한다. 그래도 분쟁이 해결되지 못한 경우,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
는 결정을 위해 헤이그에 있는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에서

진행되

는 중재재판에 회부되도록 하고 있다.
2002년

호주-동티모르 티모르 해 조약에서도 개발권자와의 생산물분배협정 관련 분쟁과 당사

국 간에 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개발권자와 우호적 해
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 중재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
다. 반면 양 당사국 간 분쟁은 원칙적으로 협의와 교섭에 의해서 해결하되,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속력 있는 국제상사중재를 통한 결정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125) Becker-Weinberg, Vasco, supra note 84, p. 128.
126) Cameron, Peter, and Nowinski, Richard, supra note 86, p. 164.
127) Ibid.
128) Bastida, Ana E., et al., “Cross-Border Unitiazation and Joint Development Agreements : An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Housto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9 (2007), pp. 414-420.
129) Cameron, Peter, and Nowinski, Richard, supra note 86, p.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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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해양석유개발활동으로 인해 해양환경이 파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러한 환경적

ㆍ

재난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 기준을 검토 재검토하고 안전 요건을 개선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130)

ㆍ ㆍ

공동개발협정은 개발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시설물의 건설 설치 관리, 직원의 근무

체계, 사고발생시 및 비상사태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적절한 안전조치들을 규정하고, 검사권의
행사 등을 통해 당사국이 직접 규제하도록 할 수 있다.131)
또한 공동개발협정은 당사국에게 해양환경오염의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당사국이 오염을 예방
제거하기 위한 공동조치에 합의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10조 (a)항은

11.

2002년

호주-동티모르 티모르 해 조약 제

오염과 기타 환경손해를 예방하고 경감시키기 위해 협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최종 조항(권리유보조항, 협정의 발효, 유효기간)

최종조항들은 공동개발협정의 발효, 유효기간, 종료, 개정 등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다. 공동개
발협정의 종료에 관한 규정은 당사국에게도 조광권자, 계약자, 면허소지자에게도 중요하다.132)
2002년

호주-동티모르 티모르 해 조약 제22조는 양국 간 최종해저경계에 합의할 때까지 조약은

유효하며, 최종경계가 합의되지 않는 경우 발효일로부터
년 한일 공동개발협정 제31조는
최초

50년간의

50년

30년

간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 유효하며, 타방당사국이

3년

1974

전에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종료 시 혹은 그 후 언제든지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더불어 동 협

정은 일방당사국이 공동개발구역 내에서 천연자원의 경제적인 취득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인지
하는 경우에 당사국은 협정을 개정하거나 종료시킬지 여부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다수의 공동개발협정들은 공동개발협정에 따른 공동개발구역을 포함하는 대륙붕 지역의 법
적 지위는 국제법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 또는 주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권리유보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 중
가받고 있다

.133)

2002년

호주-동티모르 티모르 해 조약 상 권리유보조항은 표준 조항으로 평

동 조약 제2조는 조약의 어떤 내용도 조약이 시행되는 동안 취해진 어떠한 행위

도 양 당사국의 대륙붕에 관한 입장과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Ⅵ

.

결 론

관할권 중첩수역에서 대륙붕의 자원에 관해 충돌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관련국 간 합리적이
고 공평하게 자원을 개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관할권 중첩수역에서의 해양공동개발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83조

3항에서

그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으나,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등 관련 조약도 국제관습법도 대륙붕 중첩수역에서의 관련 연안국 간 해양공동개발을 의무화하지
130) Ibid., p. 172.
131) Hazel Fox et al.(1989), supra note 1, pp. 343-351.
132) Cameron, Peter, and Nowinski, Richard, supra note 86, p. 173.
133) Ong, David M., “The New Timor Sea Arrangement 2001 : Is Joint Development of Common
Offshore

Oil

and

Gas

Deposits

Mandated

under

Coastal Law, Vol. 17, 2002,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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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Marine &

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재판소는

1969년

북해대륙붕사건 이후로 지속적으로 분쟁당사

국에게 공동개발구역 설정과 공동개발제도를 권고해왔다. 물론 국제재판소는 당사국의 명백한 요
구 없이 공동개발구역 설정을 결정한 경우는 없었으며,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부수적 의견을 통
해 공동개발을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왔다. 따라서 국가들은 중첩수역에서의 현행 규범체계
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련국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자 해양공동개발을 위한 양자협약을 체결해왔다.
1950년대

중반부터 해양경계가 아직 획정되지 못한 관할권 중첩수역에서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

는 국가실행은 수적으로나 지역적으로도 확실히 확산추세에 있다. 현재 국제법상 해양공동개발제
도는 관할권 중첩수역에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공유자원의 형평한 분배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양협력의 형태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접국인 중국 일본과 대륙붕 해양경계를 획정하지 못해 관할권 중첩수역을 가지
고 있다. 또한 한 중 일 간 역사 갈등, 영유권 문제, 해양경계획정 원칙에 대한 견해 차이 등을 고
려했을 때,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과 해양경계에 합의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예상되는 협상의 장기화와 자원빈국이라는 국내여건, 그리고 도서 영유권 문제 때문에 사법적 해
결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는 해양공동개발이 가장 실리적인 선택일 것이다. 따라
서 우리나라는 해양공동개발 관련 국제법 연구와 함께 중국에게는 공동개발을 제안하는 동시에
일본에게는 해양공동개발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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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경*

I. 서론

일반적으로 국제형사법상 핵심범죄(core crimes)는 개인이 단독으로 실행하는 경우가 거
의 없으며, 군대나 무장집단 등의 조직적 지배 구조 속에서 저질러진다. 또한 이러한 핵심범
죄는 조직적 지배 구조 속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직접 실행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범
죄를 저지르는 것은 조직의 상위에 있는 지도자가 아닌 조직의 하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
기 때문에 국제형사법상 핵심범죄에 있어 그 책임을 추궁해야 할 주체는 누구이며, 책임추궁
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할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국제범죄에 대한 처벌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설립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와
극동 국제군사재판소에서 실행되었던 것을 시작으로, 1991년 설립된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
사재판소’(이하, “ICTY”라고 함)와 1994년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이하, “ICTR”이라고 함)의

ad hoc(임시) 재판소로 이어졌다. 특히 ad hoc 재판소는 조직 상위에 위치한 지도자들에 대
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따라, ICTY규정 제7조 제1항(ICTR규정 제6조 제
1항)을 공동범죄집단이론(Joint Criminal Enterprise: 이하 “JCE이론”라고 함)1)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정범과 공범의 구별없이 포괄적으로 ‘개인의 형사책임’(Individual Criminal Respo
* 간사이대학 법학부 외국인연구원; 본 발표문은 발표자가 2014년 8월에 제출한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ㆍ보완한 것입니다.
1) JCE이론이란 공통의 목적을 공유하면서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각각 다른 방식으로 가담한 개인들
의 행위를 ICTY규정 제7조 제1항의 ‘실행’으로 간주하여 그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이론이
다. JCE이론은 Tadić사건 항소심 재판부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기 위해 적용되었다. 동
사건에서 Tadić는 살인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목적을 가진
무장집단의 구성원이었다는 점, 살인이 예상가능했다는 점, 그러한 인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으로 계획에 가담했다는 점을 근거로 유죄판결이 이루어졌다. Kartina Gustafson, “The
Requirement of an ‘Express Agreement’ for Joint Criminal Enterprise Liability: A Critique
of Brđanin”,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 5 (2007), p. 137; 우리나라에서는
JCE를 공동범죄집단으로 번역한 논문이 있다. 권오곤, “국제형사재판과 한국형사재판의 비교법적 고
찰” 『인권과 정의』, 통권 제359호 (2006), 설일영, “공동범죄집단(Joint Criminal Enterprise) 법리 연
구: ICTY의 판례를 중심으로” 『인도법논총』, 제30호 (2008)이 있다. 이 중 JCE의 개념과 유형 등에
대하여 처음으로 자세히 제시한 설일영의 논문에서는 ICTY가 일관되게 JCE를 개인의 형사책임에 관
한 이론이라고 하고 있음을 설시하면서, 이를 집단 또는 단체적 형사책임 개념과 구별하고 있다는 점,
또한 ICTY는 JCE이론을 방조와 교사의 개념과 구별하면서 우리 형사법상 정범의 개념과 유사한 실천
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점, 그리고 JCE를 통한 공동범행의 범위를 다수인 간 공통된 목적을 기준으
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직역과는 거리가 있지만, ‘공동목적정범’으로 번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우리 학계에서 JCE에 대한 번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발표문에서는 ad
hoc 국제형사재판소 판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로 “JCE”로 약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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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ibility)을 추궁하였다. ICTY규정 제7조는 범죄를 직접 실행한 사람 이외의 일정한 사람에게
상급자책임원칙2)에 근거하여 책임을 추궁하기도 하며, 방조와 교사 및 명령, 계획, 선동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개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범죄의 실행(commission) 외에
도 범죄에 대한 명령(order)이나 계획(plan), 선동(instigation) 등으로 실행개념이 확장되면서
책임개념 역시 확장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
하, “ICC”라고 함) 설립을 위해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하, “ICC규정”이라
고 함) 제25조 제3항에 정식으로 반영되었다. 최근 ICC의 일련의 판례에서는 핵심범죄를 저지
른 개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때, ICTY의 JCE이론을 따르지 않고, 범죄에 대한 지배/통제(co
ntrol over crime)이론(이하, “범행지배이론”이라고 함)3)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ICC는 ‘범
행지배이론’에 근거하여 제25조 제3항 (a)호를 직접범죄실행(indirect perpetration)을 포함한
공동범죄실행(co-perpetration)과 간접범죄실행(indirect perpetration)으로 구별하고 그 개
념을 인정하였다.4)
ICC의 ‘범행지배이론’은 정범의 책임을 추궁할 때 조직지배 구조의 특징도 반영하였기 때
문에 적극적으로 상급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ICTY보다 엄격한 귀책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법리로 평가받고 있다.5) 이번 발표에서는 국제형사법 상 ‘개인의 형사책임’원
칙 중 최근 ICC에서 확립된 ‘범행지배이론’의 발전과정과 주요 내용을 관련 사례를 통하여 분
석한다. 그리고 ‘범행지배이론’과 JCE이론의 내용을 비교하고 판례에서 지적되었던 비판을 중
심으로 ‘범행지배이론’에 대해 검토한다.

II. ICC의 ‘범행지배이론’의 논의의 전개

ICC에서 전개되고 있는 ‘범행지배이론’은 Lubanga사건 전심재판부 결정에서 처음으로 제
시되었고, Katanga and Ngudjolo Chui사건 전심재판부 결정에서 더욱 발전된 후 확립되었
다. 동 이론은 정범과 공범(principal and accessorial)의 책임을 구별하기 위해 제시된 접근
2) 상급자책임(Commander/Superior Criminal Responsibility)은 부하가 범죄행위를 하고 있거나 하
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지ㆍ처벌하지 않은 조직의 상급자에게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ICTY
규정 제7조 제3항과 ICC규정 제28조에 규정되어 있다. ICC규정 제28조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김영
석, “전쟁범죄에 있어서 군사지휘관 및 기타 상급자의 책임에 관한 고찰” 『인도법논총』, 제25호
(2005) 참조; 상급자책임(Superior Responsibility)은 지휘관책임(Command Responsibility)과 혼용
되고 있으나 지휘관책임은 군대에 한정된 이론인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 국제형사법은 정부수
반, 장관, 고위직 민간인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급자책임이 더 바람
직한 용어라고 생각한다. 이윤제, “야마시타 사건과 상급자책임” 『서울국제법연구』, 제20권 1호
(2013), p. 44. 본 발표문에서도 이 견해에 따라 ‘상급자책임원칙’이라는 용어로 서술한다.
3) 아직 ICC의 ‘범행지배이론’에 대해 한국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으며 ICC판례나 외국문헌 등에서
는 ‘control theory’로 약칭하고 있다. Jens David Ohlin, Elies van Sliedregt and Thomas
Weigend, “Assessing the control-theory”, Leid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6, no.
3 (2013). 본 발표문에서는 ‘control over crime’의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범행지배이론’이
라고 번역하였다. 사실 이 용어는 우리 형법상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중 하나인 ‘범행지배설’에서
차용한 것이다. 우리 형법의 ‘범행지배설’은 독일의 이론을 받아들인 것이며, ICC의 ‘범행지배이론’
역시 독일의 이론에 근거한 정범과 공범의 구별 기준에서 도출된 법리이다.
4) Prosecutor v. Lubanga Dyilo, ICC-01/04-01/06, Pre-Trial Chamber I, Decision on the
confirmation of charges of 29 January 2007, para. 318.
5) 高山佳奈子, “国際刑事法をめぐる課題と展望” 『刑事法ジャーナル』, no. 27 (2011),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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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중 하나이다.6) ICC는 ICC규정 제25조 제3항에 기초하여 핵심범죄에 대한 정범의 책임
을 추궁하는 경우, 범죄행위에 대한 지배/통제(control)가 필요하다고 판시하면서 ‘범행지배이
론’을 채택하였다.7)
이하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ICC판결 중 ‘범행지배이론’의 발전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세 가지 사건인 Lubanga사건, Katanga and Ngudjolo Chui사건, Al Bashir사건에서의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범행지배이론’의 내용과 적용 및 판단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1. Lubanga사건 (ICC-01/04-01/06)
ICC의 최초의 사건인 Lubanga사건의 전심재판부는 피고인 Lubanga에게 콩고에서 발생한
무력분쟁 당시 15세 미만의 아동들을 강제징집한 후 군사활동을 시킨 혐의로 유죄판결을 내렸
다.8) 이후 1심재판부는 2012년 3월 14일 전쟁범죄의 공동범죄실행자(co-perpetrator)로서
Lubanga에게 최초로 유죄판결을 내렸고, 동년 7월 10일 14년의 구금형을 선고했다.9)
1) ‘범행지배이론’과 공동범죄실행(co-perpetration)의 개념
소추관은 Lubanga가 지휘관으로 있었던 무장단체 UPC와 FPLC의 다른 지휘관들과 공동
으로 범죄를 실행했다고 주장하였다.10) 따라서 Lubanga에게 ICC규정 제25조 제3항 (a)호의
공동범죄실행(co-perpetration)이 성립될 수 있느냐가 최대 쟁점이 되었다. 소추관은 어떤 사
람이 저질러진 범죄에 있어 ‘본질적인 기여’(essential contribution)를 하고 해당 범죄를 공동
으로 지배/통제(joint control)하고 있는 경우, ICC규정 제25조 제3항 (a)호의 공동범죄실행자
가 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지배/통제개념(the notion of control over the
crime) 즉, ‘범행지배이론’에 기초한 공동범죄실행 개념을 기소에 적용하였다.11)
이상과 같은 소추관의 주장에 대해 전심재판부는 공동범죄실행자(co-perpetrator)는 연대
한 복수의 사람(a plurality of person)들의 개별적인 기여가 종합된 것으로써, 범죄를 실행하
6) Prosecutor v. Lubanga Dyilo, supra note 4, paras. 328-332.
7) Ibid., para. 331.
8) Lubanga사건은 ICC가 설립된 이후 최초로 범죄사실의 확인에 관한 결정이 내려진 사건으로 그 결정
내용의 대부분이 ICC규정의 총칙적인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다. 동 사건의 개요 및 과정에 대해서
는 Prosecutor v. Lubanga Dyilo, supra note 4, para. 156; Prosecutor v. Lubanga Dyilo,
ICC-01/04-01/06, Trial Chamber, Judgment pursuant to Article 74 of the Statute of 14
March 2012, paras. 1, 9, 67-90; ICC, “Case Information Sheet(ICC-01/04-01/06)”,
ICC-PIDS-CIS-DRC-01-010/12_Eng, updated 13 September 2012; Kai Ambos, “The First
Judgement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Prosecutor v. Lubanga):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Legal Issues”, International Criminal Law Review, vol. 12 (2012), pp.
115-153 참조.
9) Prosecutor v. Lubanga Dyilo, ICC-01/04-01/06-2933, Office of the Prosecutor, Prosecutio
n’s Notice of Appeal against Trial Chamber I’s “Decision on Sentence pursuant to Article
76 of the Statute” of 10 July 2012; Lubanga는 본 판결 및 양형결정에 대해서 소추관은 양형결
정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2014년 12월 1일 항소재판부는 1심재판부의 유죄선고와 14년 징역형에 대
해 확정판결을 내렸다. 자세한 내용은 ICC, Press Release, “The ICC Appeals Chamber confirms
the verdict and the sentence against Thomas Lubanga Dyilo” <http://www.icc-cpi.int/en_menu
s/icc/press%20and%20media/press%20releases/Pages/pr1069.aspx> 참조 (2015년 3월 13일 방
문).
10) Prosecutor v. Lubanga Dyilo, supra note 4, paras. 318-319.
11) Ibid., paras. 32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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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상호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지배/통제 역시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자신 이외의 다른 가담자들의 기여로 실현된 범죄에 대한 책임도 범죄
의 모든 가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12) 이처럼 복수의 사람에 의해 범죄가 저질러진
경우, 공동범죄실행 여부의 성립기준은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는 기준과 관련되어 있다고 제시
하였다.13) 이러한 정범(principal)과 공범(accessory)의 구별에 대한 접근방식으로써 전심재판
부는 객관적 접근방법(objective approach)과 주관적 접근방법(subjective approach), 범죄에
대한 지배/통제(control over the crime) 접근방법이라는 세 가지 방식을 제시하였다.14) 이
세 가지 방식 중 전심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실행에 있어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중
요시하는 ‘범행지배이론’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다.15) 또한 전심재판부는 ‘범행지배이론’에 근거
하여 정범의 유형을 ①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사람(직접범죄실행의
형태로 범죄실행), ②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실행하는 사람의 의사를 지배/통제하고 있는
사람(다른 사람을 통한 범죄의 실행 또는 간접범죄실행) ③ 자신들에게 할당된 필수적인 임무
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범죄에 대한 지배/통제를 하고 있는 사람(다른 사람과 함께
범죄의 실행 또는 공동범죄실행) 이상 세 가지 형태로 구별하였다.16) 상술한 정범의 형태에서
판단할 때, ‘범행지배이론’ 하에서의 정범은 실질적으로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objective
element)을 실현한 즉, 범죄를 직접 실행한 사람에게 한정되지 않는다. 범죄현장에 존재하지
않았고 범죄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실행의 여부와 범죄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결정하는

등

범죄실행을

지배/통제하여

배후에서

지시한(control

or

mastermind) 지도자도 정범에 포함(밑줄 필자 추가)17)된다고 할 수 있다.
2) ‘범행지배이론’에 근거한 공동범죄실행자의 요건
범죄에 대한 지배/통제 이론(control over the crime) 즉, ‘범행지배이론’에 기초한 공동
범죄실행자(co-perpetrator)는 연대하여 범죄행위를 저지른 2명 또는 그 이상의 사이에는 범
죄실행을 위한 본질적으로 중요한 임무 역시 분배되어 있다고 하는 원리에 기인하고 있다.18)

Lubanga사건에서는 Lubanga를 ICC규정 제25조 제3항 (a)호의 공동범죄실행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공동범죄실행자의 객관적 구성요건(objective element)과 주관적 구성
요건(subjective element)에 대해 분석하였다.19)
12) Prosecutor v. Lubanga Dyilo, supra note 4, paras. 326, 342.
13) Ibid., para. 327.
14) ICC의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는 세 가지 접근방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2>를 참고할 것; 우리 형
법과 독일 형법상 정범과 공범의 구별 역시 객관설, 주관설, 범행지배설이 있다. 그러므로 ICC가 제
시하고 있는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대한 접근방식과 우리와 독일 형법상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은
동일하다. 세 가지 접근방법 중 ICC도 ‘범행지배이론’의 입장으로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고 있으며, 우
리와 독일 형법학계에서도 객관설과 주관설의 폐단을 극복하면서 양자의 조화를 시도한 행위지배설이
크게 지지를 받고 있다. 신동운, 『형법총론』, 제7판, (서울: 법문사, 2013), p. 567.
15) 佐藤宏美, “共同犯罪集團(Joint Criminal Enterprise)の法理と慣習国際法” 『国際法外交雜誌』, 第
111巻 第4号 (2013), p. 60.
16) Prosecutor v. Lubanga Dyilo, supra note 4, para. 332; 범행지배이론에 근거한 정범의 세 가
지 유형 역시 독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범행지배설에 근거한 정범 유형과 동일하다. 독일 형법에서도
정범의 첫 번째 형태로 실행정범인 정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간접정
범, 세 번째 형태로 수인이 공동으로 범죄행위를 하는 공동정범으로 구별하고 있다. 신동운, supra
note 14, pp. 565-566.
17) Prosecutor v. Lubanga Dyilo, supra note 4, para. 330.
18) Ibid., para.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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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객관적 구성요건
공동범죄실행자는 두 가지의 객관적 구성요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 객관적 구성요건은 범
죄실행에 있어 두 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 간의 공통의 계획 또는 합의(common plan or
agreement)의 존재이다.20) 이 때 공통의 계획에는 범죄성의 요건(element of criminality)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21) 합의는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합의의 존재는 공동범죄실행자들의
행동 등 정황증거에서도 추론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22)
두 번째 객관적 구성요건은 공통의 계획에 피고인이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결과 범죄실행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에 착안한 것으로 피고인의 본질적인 기여(essential contribution)이
다.23) 이 때 본질적인 임무(essential tasks)24)를 수행하는 사람이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범죄가 실행되지 않을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25) 이 때 ‘본질적
인’의

범위에

대해

논쟁이

이루어졌다.

소추관은

범죄에

대한

‘기능적인

지배/통

제’(functional control)가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피고인이 계획의 이행에 있어 본질적
인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피고인의 기여가 실질적인(substantial) 정도면 충분하
며, 이 때의 실질적인 기여는 ‘피고인의 기여가 없더라도 큰 어려움 없이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실질적인 기여’라는 기준은 불충분하다
고 지적하며, 기여는 범죄의 ‘필수불가결한’(conditio sine qua non) 부분으로 피고인에게
주어진 역할에 근거하여 기여의 정도를 평가해서는 안되며 실제로 발생된 사실에 근거한 평
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6) 이에 대해 1심재판부는 기여의 성질이 ‘최소한도 이
상’(more than de minimis), ‘실질적’(substantial) 또는 ‘본질적’(essential) 중 어느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1심재판부는 정범인 공동범죄실행자의 개념
을 규정하고 있는 제25조 제3항 (a)호와, 공범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c)호와 (d)호의 내용
을
19)
20)
21)
22)

분석하였다.

먼저,

Prosecutor v. Lubanga
Prosecutor v. Lubanga
Ibid., para. 344.
Prosecutor v. Lubanga
note 8, paras. 986-988;

(a)호의

공동범죄실행자는

범죄를

‘저지르는’(co-perpetrator

Dyilo, supra note 8, paras. 924-933.
Dyilo, supra note 4, para. 343.
Dyilo, supra note 4, para. 345. Prosecutor v. Lubanga Dyilo, supra

1심재판부는 UPC와 FPLC의 지휘관이었던 Lubanga가 공동범죄실행자들
과 함께 적어도 2002년 9월까지 Ituri지역에서 UPC와 FPLC가 정치적 또는 군사적 지배를 확실하
게 하기 위해서 실효적인 군대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합의에 기초
한 공통의 계획에 가담했다는 것, 이 계획을 실행하는 데 소년병들의 징집과 사용 등이 이루어졌다
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1심재판부는 공동범죄실행의 첫 번째 객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판시
하였다. Prosecutor v. Lubanga Dyilo, supra note 8, paras. 1134-1136.
23) Ibid., para. 1006.
24) 학설에서는 ‘임무의 본질적인 성질’(essential character of a task)에 대하여 해당 범죄에 대한 공
통적인 지배/통제(control)를 행사하는 권한의 성질을 범죄실행 단계에서의 임무수행과 관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ICC규정에는 이 같은 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서는 독일이나 스
페인의 많은 형법학자들의 견해에서 제시되고 있다. フィリップㆍオステン, “国際刑事法における「正
犯」槪念の形成と意義- ICCにおける組織支配に基づく間接正犯槪念の胎動-”, 川端博他 (編)『理論刑法
学の探究 3卷』 (東京: 成文堂, 2010), p. 123.
25) Prosecutor v. Lubanga Dyilo, supra note 4, paras. 346-348; 공동범죄실행자들이 직접 범죄실
행을 했는지, 동시에 행동했는지 여부는 판단하는 데 있어 아무 관계가 없다. 예를 들어, 한 명은
집에서 지시를 내리고 다른 사람들이 실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범죄실행에 본질적인 임무를 수
행하고 있다면 공동범죄실행자에 해당된다. Harmen G. van der Wilt, “The Continuous Quest for
Proper Modes of Criminal Responsibility”, Journal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 7.
(2009), p. 310.
26) Prosecutor v. Lubanga Dyilo, supra note 8, paras. 98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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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s’ the crime) 것이며, (d)호는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다른 어떤 방법으로
기여한다’(individual ‘contributes in any other way to the commission’ of a crime)고
규정되어 있는 점이 각호의 큰 차이점이라고 지적하면서, 공동범죄실행자의 기여는 ‘다른 어
떤 방법으로 기여하는’ 개인보다 반드시 더 큰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27)
또한 객관적으로 정범의 책임을 추궁할 때에는 공범의 책임보다 더 큰 기여가 요구되어야 한
다고 판단하면서, 공범은 범죄실행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a substantial effect on the
commission of the crime, 강조 원문) 야기시키는 정도면 충분하지만, 공동범죄실행자는 실
질적인 효과보다 더 큰 (more than a substantial effect) 기여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28)
그래서 1심재판부는 공동범죄실행자의 기여가 ‘본질적’(essential, 강조원문)이어야 한다는 것
은 재판소의 법리에 근거하여 설정된 일관되고 예외없는 견해라고 판단하였다.29) 그리고 다
음은 이러한 본질적인 기여가 공동범죄실행자로서의 책임과 연관되어 있는가에 대한 판단으
로써, 공통의 계획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와 연결된다.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에는 전략이나 계획과 관련된 사람도 있고, 다른 가담자를 지휘하거나 지배하는 것
과 관련된 사람도 있으며, 범죄를 실행하는 역할을 결정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역
할을 고려하여 1심재판부는 피고인의 기여와 범죄실행과의 직접적이거나 물리적인 연관성
(direct or physical link, 강조 원문)이 존재함을 소추관이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
다.30) 즉, ‘본질적인 기여’에 대해서 1심재판부는 ‘그것이 없었다면 범죄의 실행이 이루질 수
없었다’고 하는 의미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피고인의 기여와
결과와의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 까지는 요구하지 않았다.31)

27) Prosecutor v. Lubanga Dyilo, supra note 8, para. 996.
28) Ibid., para. 997.
29) 또한 Lubanga사건 1심재판부는 공통의 계획에 근거하여 공동범죄실행자가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
고 있는지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과 기능의 실행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기여가
본질적인 것이었는지 등 공동범죄실행자의 역할은 개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건의 전
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Prosecutor v. Lubanga Dyilo, supra note 8,
paras. 999-1001; 1심재판부는 Lubanga가 UPC와 FPLC의 지휘관이자 총사령관이었기 때문에
UPC와 FPLC의 정책 형성과 공동범죄실행자에게 활동 내용을 지시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증거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조직 내에 분명한 위계질서가 존재했고 이러한 위계질서
하에서 보고체계 역시 확립되어 있었다는 것 등을 근거로, 정치적․군사적 구조 속에서 Lubanga가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1심재판부는 결론내렸다. 또
한 1심재판부는 Lubanga가 UPC와 FPLC 내 확립되어 있는 연결 경로를 통해, 적어도 공동범죄실
행자 중 몇 명과 긴밀한 접촉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 등을 근거로 Lubanga가 해당 범죄실행과 관련
있는 기간 동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공통의 계획과 관련한 지시를 피고인이 내
렸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Lubanga는 UPC와 FPLC의 위계적 조직화 내에서 개인적으로
군대의 무기, 탄약, 식량, 군복, 기타 보급품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수송적인(logistical) 지원을 제
공하는 등 UPC와 FPLC의 군사적인 사항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 것은 그 역할이 본질적인 것
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근거들에 비추어 1심재판부는 2002년 9월부
터 UPC와 FPLC의 정책을 형성할 수 있는 지휘관이자 총사령관이었던 Lubanga가 15세 미만의 소
년병들의 징집과 훈련에 대한 공통의 계획 실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인정하였다. Prosecutor
v. Lubanga Dyilo, supra note 8, paras. 1141-1169, 1197, 1212-1219, 1222-1224,
1270-1272.
30) Ibid., para. 1004.
31) Thomas Weigend, “Intent, Mistake of Law, and Co-perpetration in the Lubanga Decision
on Confirmation of Charges”,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 6 (2008), p.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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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관적 구성요건
ICC 관할범죄의 일반적인 주관적 구성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ICC규정 제30조는 ‘의
도와 인식을 가지고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실행하는 경우에만 재판소의 관할범죄에 대하
여 형사책임을 부담하며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의도(intent)와 인식
(knowledge)은 피의자(suspect)의 ‘의지적 요소’(volitional element)의 존재를 요구한다.32)
소추관은 범죄의 계획과 실행에 대해 Lubanga의 의도와 인식(intent and knowledge)이 있
었다고 지적하였다.33) 이에 변호인측은 Lubanga가 ICC규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
는 정도의 ‘의도와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34)
이에 1심재판부는 다수견해에서 ‘인지’(awareness)란 사건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 사건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같이 미래에 발생하게 될 결
과에 대해서 가담자가 예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35) 즉, 공동범죄실행자들이 공통
의 계획을 실행함으로써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이 실현될 수 있다는 위험을 상호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예상에는 ‘위험’(risk and danger)의 ‘가능
성’(possibility and probability)에 대한 고려도 포함된다.36) 그러므로 공동범죄실행자는 자
신들의 행동의 결과를 단순히 알고 있는 것과 공통의 계획에 동의하였을 때 그리고 그 계획
의 실행을 통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의 가능성을 인식했지만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37)

또한

공동으로

범죄를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정황(factual

circumstance)의 인식 역시 필요하다. 이는 자신의 역할이 공통의 목적의 이행, 그리고 범죄
실행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의 본질적인
성질로 인하여 그 임무의 수행을 거부하게 되면 공통의 계획 그리고 범죄의 실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인식을 의미한다.38)
Lubanga사건 전심재판부는 의지적 요소란 피의자가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acts and
omissions)로 인하여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이 실행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며,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야기하는 구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런 작위 또는 부작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시했다(제1급 직접적 고의-dolus directus of the first degree-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의지적 요
소에는 ad hoc 재판소의 법리에 의해 제시되었던 제2급 직접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douls
eventualis)와 같은 다른 고의(dolus)의 개념들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Prosecutor v. Lubanga
Dyilo, supra note 4, paras. 350-352. Lubanga사건 전심재판부 이외에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ICC의 판결로는 Prosecutor v. Bemba, ICC-01/05-01/08, Pre-Trial Chamber II,
Decision Pursuant to Article 61(7)(a) and (b) of the Rome Statute on the Charges of the
Prosecutor Against Jean-Pierre Bemba Gombo of 15 June 2009, paras. 360-369; Prosecutor
v. Ruto et al., ICC-01/09-01/11, Pre-Trial Chamber I, Decision on the confirmation of
charges of 23 January 2012, paras. 335-336이 있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를 제30조에 포함하여
해석해야 하는가는 Lubanga사건 전심재판부와 1심재판부 간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심재
판부는 ICTY나 ICTR에서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왔다는 것을 근거로 긍정적인 견해를 제시하였
으나, 1심재판부는 ICC규정의 문언 해석에 기초할 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다. Prosecutor v. Lubanga Dyilo, supra note 8, para. 1011. 이와 관련한 논의
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3) Prosecutor v. Lubanga Dyilo, supra note 8, paras. 942-944.
34) Ibid., para. 957.
35) Ibid., para. 1012.
36) 이때의 위험(risk)은 ‘위험, 손실의 가능성(에의 노출), 부상 또는 기타 불리한 상황’(danger,
(exposure to) the possibility of loss, injury or other adverse circumstance)으로 정의된다.
32)

Ibid.
37) Ibid., para. 1012.
38) Ibid., paras. 366-367;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1심재판부는 Lubanga가 소년들을 직접 데리고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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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atanga and Ngudjolo Chui사건 (ICC-01/04-01/07)
Katanga and Ngudjolo Chui사건39) 전심재판부 결정은 Lubanga사건 전심재판부 결정에
서 도입된 ‘범행지배이론’의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이를 조직적 지배에 의한 범죄실행의 구조
에 더 반영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그 결과 ICC의 획기적인 판단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범행지배이론’에 입각한 간접범죄실행자, 이른바 ‘정범 배후의 정범’(indirect perpetrator,
perpetrator behind perpetrator) 개념을 전개하고 채택할 수 있게 되었다.40)
1) ‘범행지배이론’의 발전과 정범의 구별

Katanga and Ngudjolo Chui사건에서 전심재판부는 어떠한 사람의 형사책임은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는 ‘범행지배이론’에 기초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Lubanga사건 전심재
판부가 제시한 ‘범행지배이론’을 지지하였다.41) 이처럼 동 사건 전심재판부는 조직에 대한 지
자인 Mafuta와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었고, 15세 미만의 소년병들을 자신의 경호원으로 이용하고 있
었다는 점. 또한 Lubanga가 UPC와 FPLC의 훈련캠프에 방문했으며, 특히 Rwampara캠프에서 15세
미만의 아이들을 포함한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연설을 했다는 점. 소년병들의 제대가 15
세 미만의 일부 아이들에게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그 외의 다른 아이들은 제대와 동시에 징집, 또
는 재징집되어 FPLC에서 활용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관련된 아이들이 15세 미만이며, 징집
과 적대행위에 계속 이용되었다는 것을 Lubanga가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주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1심재판부는 판시하였다. 상기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1심재판부는 Lubanga가 범죄실행의
의도와 인식(intent and knowledge)을 가지고 행동했음을 인정하였다. Prosecutor v. Lubanga
Dyilo, supra note 8, paras. 1277-1278, 1346-1350, 1357.
39) Germain Katanga와 Mathieu Ngudjolo Chui는 콩고민주공화국 내전 중 Ituri지역에서 발생한 비
인도적 행위에 대하여 인도에 반한 죄와 소년병에 관한 전쟁범죄로 기소되었다. Katanga와 Ngudjol
o Chui는 상호연대하여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2008년 3월 10일 전심재판부는 Katanga사건과 Ng
udjolo Chui사건을 병합할 것을 결정하였고, 2008년 9월 30일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의 범죄사
실을 확인하였다. Prosecutor v. Katanga and Ngudjolo Chui, ICC-01/04-01/07, Pre-Trial Ch
amber I, Decision on the confirmation of charges of 30 September 2008, paras. 1-10. 그
러나 병합되었던 두 사건은 Ngudjolo Chui의 기소확인에 대한 결정에서 ICC규정 제74조 제2항에
근거 포함되지 않은 사실과 정황에 근거한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유죄판결이 인정되지 않았
다. 그래서 2012년 11월 21일 ICC절차증거규칙 제55조의 이행에 관한 결정에 따른 다수견해로 분리
되었고, 1심재판부에서 개별적인 심리가 이루어졌다. Summary of Trial Chamber II’s Judgement
of 7 March 2014, Pursuant to Article 74 of the Statute in the Case of The Prosecutor v.
Germain Katanga, paras. 4, 26. 2012년 12월 18일 1심재판부는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로
기소된 Ngudjolo Chui에게 무죄판결을 내렸고, 동년 12월 21일 Ngudjolo Chui는 석방되었다. 이후
소추관이 즉시 항소하였으나, 2015년 2월 27일 항소재판부는 다수결로 1심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확
인하여 무죄를 확정하였다. Prosecutor v. Mathieu Ngudjolo Chui, ICC-01/04-02/12A, Appeals
Chamber, Judgment on the Prosecutor’s appeal against the decision of Trial Chamber II e
ntitled “Judgment pursuant to article 74 of the Statute” of 27 February 2015; 1심재판부는
Katanga에 대해 정범(제25조 제3항 (a)호)과 공범으로서의 형사책임(제25조 제3항 (d)호) 여부에 관
해 검토하였다. 1심재판부는 정범으로서 인정할 만큼의 지배/통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고
인의 기여와 가담이 공범의 책임(제25조 제3항 (d)호)으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였다. 1심재판부는 2014년 3월 7일 Katanga에게 인도에 반한 죄와 전쟁범죄(살인, 민간인에
대한 공격, 재산의 파괴 및 몰수)에 대해 제25조 제3항 (d)호의 공범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
다. 이후 동년 5월 23일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Summary of Trial Chamber II’s Judgement
of 7 March 2014, Pursuant to Article 74 of the Statute in the Case of The Prosecutor v.
Germain Katanga, <http://www.icc-cpi.int/en_menus/icc/situations%20and%20cases/situati
ons/situation%20icc%200104/related%20cases/icc%200104%200107/Pages/democratic%20rep
ublic%20of%20the%20congo.aspx> (2015년 3월 13일 방문).
40) フィリップㆍオステン, supra note 24, p.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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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통제를 통해 발생하는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면서 ICC규정 제25조 제3항 (a)호에 규정
된 정범을 Lubanga사건에서 구별한 형태와 동일하게 ‘범행지배이론’에 근거하여, ① 해당 범
죄의 모든 요소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사람(직접범죄실행, direct perpetrator), ② 자신에게
부과되어 있는 본질적인 임무를 근거로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해당 범죄에 대한 지배/통제를
하고 있는 사람(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사람, co-perpetrator), ③ 해
당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objective elements)을 실행하는 사람의 의사를 지배/통제하고 있
는 사람 (다른 사람을 통해 범죄를 실행하는 사람, indirect-perpetrator)의 세 가지 형태로
구별하였다.42) 따라서 지배/통제(control)의 개념으로 정범의 책임(principal liability)과 공범
의 종속적 책임(accessorial liability)을 구별하였고, ICC규정 제25조 제3항이 가담형태에 대
해서 특히 계층적/위계적 구조(hierarchical structure)를 나타내고 있다고 제시하였다.43)
2) ‘범행지배이론’에 근거한 간접범죄실행자의 의의와 요건

Katanga and Ngudjolo Chui사건 전심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부대를 합병한 후 상호공동
하여 서로의 부하를 통하여, 적대시하고 있던 마을을 공격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 범
죄를 저지른 지도자로서 공동범죄실행자와 간접범죄실행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고려하
였다. 특히, 전심재판부는 간접범죄실행자의 판단을 위해 ad hoc 재판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당사국의 법체계, 특히 독일 국내법상의 논의를 예로 제시하면서44) 간접범죄실행자의
형사책임은 세계 주요 법체계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정범인 간접범죄실행자(perpetrator by
means)는 직접범죄실행자(direct perpetrator)를 ‘도구 또는 기구’(tool or instrument)로 이
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45) 또한 전심재판부는 ‘간접범죄실행자’가 ‘조직에 대한 지배’(co
ntrol over an organisation, Organisationsherrschaft)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 범죄
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형사법상 가장 중요한 유형이며 동 형태에 가장 높은 형사책
임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46)
41) 그러면서 동 이론을 지지하는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ICC규정상 이러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국내관할권에서 ‘범행지배이론’의 적용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세
번째는 국제재판소의 법리로서 설명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책임형태
가 이미 ICC규정상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국내법 체계에서도 ‘지도자들’(leaders)에게 책임을 추
궁하기 위하여 ‘범행지배이론’에 근거한 실행개념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후자들이 조직 내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조직을 지배/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공범이 아닌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ICC의 관할범죄인 ‘국제사회 전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그리고 ‘세계
평화, 안전 및 복지를 위협하는’ 범죄들은 대부분 집단적 또는 대규모의 범죄성(collective or mass
criminality)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실행자를 기준으로 더 고위직에 있거나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배후자가 범죄에 대해서 더 책임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특히, 범죄실행에 있어 책
임있는 사람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ICC규정을 조직에 대한 지배/통제와 관련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지
적하였다. Prosecutor v. Katanga and Ngudjolo Chui, supra note 39, para. 500-506.
42) Ibid., para. 488.
43) Jens David Ohlin, Elies van Sliedregt and Thomas Weigend, supra note 3, pp. 725-726.
44) 간접범죄실행자의 개념은 Claus Roxin의 초기 이론에 기초한 것으로 그 특징은 ‘정범 배후의 정
범’(perpetrator behind the perpetrator/Täter hinter dem Täter)이라는 말로 잘 설명된다.
Ibid., para. 496.
45) 단순히 도구로 이용된 직접범죄실행자 중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완전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직접범죄실행자의 형사책임 인정여부는 그 직접범죄실행을 정당화하거나 면책하는 요소
의 존재여부에 좌우되는데, 이 같은 정당화사유 또는 면책사유로는 그 사람이 착오나 강박에 기인해
행위를 한 경우와 책임능력이 없었던 경우가 해당된다. Ibid., para. 495.
46) Ibid., para.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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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재판부는 간접범죄실행자(정범 배후의 정범)의 요건을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간접범죄실행자의 객관적 구성요건 중 첫 번째는 해당 조직이
상급자와 하급자의 위계성(hierarchical)에 반드시 기초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조직
의 구성이 상급자와 그 명령의 실행을 보장하는 데 충분한 하급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한명의 하급자가 명령을 실행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명령을 실행하는 정도를 의
미한다.47) 이러한 위계성은 지도자가 해당 조직에 권한 및 지배/통제가 행사되고 있다는 것,
지도자의 명령에 하급자가 복종하고 있어 지도자의 권한 및 지배/통제가 실현되고 있는 것으
로 담보된다.48) 두 번째 객관적 구성요건은 다른 사람들의 거의 자동적인 준수에 따라 범죄실
행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조직에 대한 지배를 활용
하여 지도자가 자신의 부하를 ‘거대한 기계의 단순한 톱니바퀴’(a mere gear in a giant ma
chine)처럼 활용함으로써 자동적으로(automatically) 범죄가 실행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지배를 하고 있는가이다.49) 이러한 기계화(mechanisation)는 특정 하급자가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성공적인 계획의 실행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보장한다. 따라서 명령
의 실질적인 실행자인 개인은 단순히 대체가능한 부품에 불과하다.50) 또한 전심재판부는 조직
의 지배/통제로 상급자의 명령이 자동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하급자의 대체가능성 외 집중
적이고 엄격하며 폭력적인 훈련 레짐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최고의 권한을
가진 지도자가 정범의 책임이 인정되는 이유는 범죄실행을 단순히 명령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상술한 바와 같이 조직에 대한 자신의 지배를 활용하여 어떻게 해당 범죄를 실행할 것인가라
는 것을 본질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다.51) 간접범죄실행자의 주관적 구성요건
으로는 지도자가 범죄실행을 위해 자신의 지배/통제(control)를 국가기관(apparatus)의 활용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지도자가 간접범죄실행자로서 자신의 명령
의 이행확보를 위해, 조직 내 자신의 특별한 역할을 인식하며 권한 및 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52)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전심재판부는 법률상의(de jure) 최고사령관인 피고인들이 범죄를
저지른 FRPI와 FNI의 사령관들을 사실상의(de facto) 지배/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지배/통제를 하고 있었음을 인정하였다.53) 그리고 피고인들은 각자의 병력이 단독으로
활동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강제징집 된 소년병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던 각자
의 부대를 합병하였고, ‘상호공동으로 서로의 부하를 통하여’ 적대시하던 부족의 마을을 공격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였다.54) 또한 두 조직이 위계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피고인들의 명령에 따라 범죄실행의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55)고 판시하였다.56) 따라서 제25조 제3항 (a)호의 간접범죄실행
47) Ibid., paras 511-512.
48) 이러한 지배/통제의 행사에는 부하의 고용 및 훈련, 규율부과, 필요한 물품제공 등도 포함된다.
Ibid., para. 513.
49) Ibid., para. 515.
50) Ibid., para. 516.
51) Ibid., para. 518.
52) Ibid., para. 514.
53) Ibid., paras. 540-542.
54) Ibid., paras. 545-547.
55) Ibid., paras. 543-544.
56) 이 때 전심재판부는 간접범죄실행만을 인정하여 책임을 추궁한 것은 아니었고, 공동범죄실행의 책임
도 인정하였다. 공동범죄실행과 관련하여 Bogoro마을을 전멸시키려는 공통의 계획에 둘 다 동의했다
는 점과 연대 후 해당 범죄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객관적 구성요건).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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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정하였다.57)

3. Al Bashir사건 (ICC-02/05-01/09)
Lubanga사건 전심재판부가 제시한 ‘범행지배이론’은 Al Bashir사건58) 체포영장 청구에서
확립되었다. 피고인 Al Bashir는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제노사이드에 대한 직접범죄실행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추관은 최초로 일관되게 간접범죄실행자(indirect perpetrator) 개념
에만 근거해 형사책임을 추궁하였다. 더 나아가 전심재판부는 최초로 간접공동범죄실행자
(indirect co-perpetrator)로서 ‘개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사례이기도 하기 때문에 본 결정
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59)
1) 간접공동범죄실행의 인정
소추관은 Al Bashir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간접범죄실행의 개념을 활용하였다. 소추
관은 ‘다른 사람을 통한’(through another person) 범죄실행은 ‘범죄에 대한 지배/통제 개념
의 가장 일반적인 발현’(the most typical manifestation of the concept of control over
the crime)이며, 그 내용은 ‘제25조 제3항 (a)호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하였
다.60) 또한 ‘간접범죄실행자(indirect perpetrator) 또는 도구로서의 실행(perpetration by
means)(강조원문)’이라는 책임형태가 이미 많은 국가의 국내법원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책임형태는 범죄에 대해 지배/통제하는 사람을 책임있는 ‘정범’(principal, 강조원문)으로 한다

고 피고인들의 범죄에 대한 공동의 지배/통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한 범죄에 대하여 공동의 지배/통
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정황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공통의 목적 이행이 범죄를 실현시킨다는 상호동의
와 인식이 존재했다고 판시하면서 공동범죄실행자로서의 책임도 인정하였다. Ibid., paras. 519-539,
548-569.
57) 결정문에서 간접공동범죄실행(Indirect co-perpetrator)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제8조
제2항 (b)호 (xvi), 제7조 제1항 (a)호와 (g)호에 있어 이와 유사한 의미의 ‘다른 사람을 통해 공동으
로 실행했다’(jointly committed through other persons)고 지적하였다. Ibid., paras. 575-579.
58) 수단은 아랍계 주민이 많은 북부와 그 외의 주민들로 주로 구성된 남부로 나뉘어져 남북 간의 대립
상황이 계속되었다. 정전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내전이 계속 이어져 많은 민간인까지 연루된 학살ㆍ잔
학행위가 수단 남부의 다르푸르지역에서 널리 발생하였다. 이러한 다르푸르지역의 분쟁은 그 처참함
으로 인하여 제노사이드라고 불리어지고 있다. 竹村仁美, “オマールㆍハサンㆍアフマドㆍアルㆍバ
シール（Mr. Omar Hassan Ahmad Al-Bashir) に対する検察官の逮捕状の請求に関する決定” 『九州
国際大学法学論集』, 第16卷 第3号 (2010), pp. 147-148.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수단의 다르푸르 사
태를 ICC에 회부하기 위하여 결의 1593을 채택하였고, 2005년 6월 1일 ICC가 조사를 개시하였다.
소추관은 2004년부터 쟌자위드(Janjaweed)라고 하는 민병조직이 다르푸르 주민 중 비아랍계인 아프
리카 민간인을 학살, 약탈, 강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단정부가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무기
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소추관은 2008년 7월 14일 전심재판부에 ‘국가기관(state
apparatus), 군대 및 무장집단인 쟌자위드의 구성원’을 통하여 제노사이드, 인도에 반한 죄 및 전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당시 수단 대통령이었던 Al Bashir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청구하였다.
Situation in Darfur, the Sudan, ICC-02/05-157, Public Redacted Version of the
Prosecutor's Application under Article 58 of 14 July 2008, paras. 1-39.
59) 또한 동 사건은 ICC가 최초로 현직 국가원수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것,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회부된 최초의 사태라는 것, ICC 비당사국인 수단의 사태에 대해 판단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
가 있다; Florian Jessberger and Julia Geneuss, “On the application of a theory of indirect
perpetration in Al Bashir: German doctrine at the Hague?”,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 6 (2008), p. 853.
60) Situation in Darfur, supra note 58, para.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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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칙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61) 그리고 소추관은 조직을 통제하는 사람의 책임형
태에 필요한 구성요건62)을 제시하면서 Al Bashir의 행동이 간접범죄실행자의 구성요건을 만
족시키는지 분석하였고,63) Al Bashir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전심재판부에 요청
하였다.64)
이에 전심재판부는 Lubanga사건과 Katanga and Ngudjolo Chui사건에서 제25조 제3항
(a)호의 정범과 공범의 책임의 구별하기 위한 기준으로 ‘범행지배이론’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을 강조하면서, 동 이론에 근거한 정범의 형태에 상술하였던 3가지 형태 외 간접공동범죄실행
(indirect co-perpetration)을 추가하였다.65) 동 사건 전심재판부가 간접공동범죄실행 개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책임형태에 대해 소추관과는 다른 판단을 하게 된다. 즉, 소
추관은 Al Bashir에게 간접범죄실행자로서의 책임을 추궁하였지만, 전심재판부는 조직의 지배
에 근거한 간접범죄실행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공동범죄실행자가 다른 사람을 통해 공통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경우에는 공동범죄실행과 간접범죄실행의 책임
형태가 결합된 간접공동범죄실행자(indirect co-perpetrator)로서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66) 그래서 Katanga and Ngudjolo Chui사건에서 언급된 바 있는 ‘간접공동범죄
실행’의 개념을 수용하여 이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67)
전심재판부는 소추관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한 기간에 Al Bashir가 법률상의(de jure) 그
리고 사실상의(de facto) 수단 대통령이자 수단군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공통의 목적의 설계
와 이행을 조정하는(coordinating)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68) 그래서
전심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통된 목적의 이행 조정 그 이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고, 수단군
61) Ibid., para. 247.
62) Katanga and Ngudjolo Chui사건에서 인정되었던 요건들을 재확인하고 있다. 첫째, 실질적으로 범
죄를 저지르지 않은 간접범죄실행자(배후자, indirect perpetrator)가 범죄실행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
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직접범죄실행자(실행자, direct perpetrator)에 대해서 통제적인 의사를 미
칠 수 있는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즉, 조직이나 집단을 통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간접범죄실행자의
경우 그 조직이나 집단이 위계적으로 조직화(hierarchically organized)되어 있어야만 한다. 둘째,
간접범죄실행자는 동 조직 내에서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정책의 채택과 시행에
대해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셋째, 간접범죄실행자는 해당 조직 내에서 스스로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범죄를 촉진하기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Ibid.,
para. 248.
63) 소추관은 Al Bashir가 위계적/조직화 구조 하에서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권한에 대
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제노사이드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범죄
실행을 위해 민병대인 쟌자위드를 이용하였고 이를 위한 동원과 모집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쟌자위드는 물론 국가기관 등도 활용하였으며 다르푸르에서 범죄를 실
행한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형사사법 체계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제노사이
드와 인도에 반한 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Ibid., paras.
250-406.
64) Ibid., p. 112.
65) Prosecutor v. Omar Hassan Ahmad Al Bashir, ICC-02/05-01/09-3, Pre-Trial Chamber I,
Decision on the Prosecution's Application for a Warrant of Arrest against Omar Hassan
Ahmad Al Bashir of 4 March 2009, para. 210; ICC판례상 인정된 제25조 제3항 (a)호의 정범의
유형에 대해서는 <자료3> 참조.
66) 국제적으로 잔학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정부나 반란군 내의 복수의 고위급 지
도자들이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서로 협력하면서 수직적인 관료체제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다. 범죄의 이러한 배경에 근거하여 두 가지 책임형태를 결합한 간접공동범죄실행은 실질적으로 ICC
와 소추관실의 강력한 소추도구가 되었다. Jens David Ohlin, Elies van Sliedregt and Thomas
Weigend, supra note 3, p. 734.
67) Prosecutor v. Omar Hassan Ahmad Al Bashir, supra note 65, para. 213.
68) Ibid., para.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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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쟌자위드 민병대 및 수단경찰 등을 포함한 수단의 국가기관(apparatus)과 관련 부서들
(branches)을 완전하게 지배/통제하고 있었으며, 공통된 목적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
배/통제를 사용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였다.69) 이러한 점을 근거로 전심재
판부는 Al Bashir가 제25조 제3항 (a)호 하에서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의 간접범죄실행
자(indirect perpetrator) 또는 간접공동범죄실행자(indirect co-perpetrator)로서 형사책임
을 부담한다고 결정하였다.70)
2) 간접공동범죄실행의 의의
간접공동범죄실행자(indirect co-perpetrator) 개념은 Katanga and Ngudjolo Chui사건
에서 처음 언급되었고 Al Bashir사건에서 처음 적용되었다. 사실 이 같은 책임형태가 ICC규
정상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관습국제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근거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Katanga and Ngudjolo Chui사건의 피고인 Katanga는 간접범죄실행이 혼합된 공동범죄실행
(co-perpetration mixed with indirect perpetration)의 법적성격과 유효성에 대하여 끊임없
이 의문을 제기하였다. Katanga는 제25조 제3항 (a)호가 개별적으로 ‘공동범죄실행’과 ‘간접범
죄실행’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합된 개념인 ‘간접공동범죄실행(indirect co-perpetration)’
을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71) 그러나 동 사건 전심재판부는 ‘한명 또는 그 이상의 사
69) Ibid., para. 222.
70) 그러나 제노사이드에 근거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Ibid., para. 223. 제노사이
드에 대해서는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하려는 수단정부의 특별한 의도가 존재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Ibid., paras. 205-206. 제노사이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고 한 전심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소추관은 항소를 신청하였다.
Prosecutor v. Omar Hassan Ahmad Al Bashir, ICC-02/05-01/09, Prosecution's Application
for Leave to Appeal the “Decision on the Prosecution’s Application for a Warrant of
Arrest against Omar Hassan Ahmad Al Bashir of 10 March 2009. 2010년 2월 3일 항소재판
부는 전심재판부가 잘못된 입증기준의 관점을 적용하여 문제의 실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제노
사이드에 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전심재판부의 결정을 만장일치로 파기환송하였
다. Prosecutor v. Omar Hassan Ahmad Al Bashir, ICC-02/05-01/09-OA, Appeals Chamber,
Judgement on the Appeal of the Prosecution's against the “Decision on the Prosecution’s
Application for a Warrant of Arrest against Omar Hassan Ahmad Al Bashir of 3 February
2010. 이후 소추관은 Al Bashir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발부를 청구하였다. 이에 전심재판부는 Al
Bashir는 제노사이드에 대해서도 간접범죄실행자 또는 간접공동범죄실행자로서 제25조 제3항 (a)호의
형사책임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Prosecutor v. Omar
Hassan Ahmad Al Bashir, ICC-02/05-01/09-95, Pre-Trial Chamber I, Second Warrant of
Arrest for Omar Hassan Ahmad Al Bashir of 12 July 2010, pp. 4-8.
71) Prosecutor v. Katanga and Ngudjolo Chui, ICC-01/04-01/07, Pre-Trial Chamber I,
Defence Written Observations Addressing Matters that Were Discussed at the
Confirmation Hearing of 28 July 2008, para. 24. Katanga는 제25조 제3항 (a)호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jointly with another and through another person, 강조 원
문)가 아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jointly with another or through
another person, 강조 원문)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전심재판부는 동항에서 사용한
연결사 ‘or’은 이접(移接, disjunction)(또는 대안, or alternation)을 의미하는 것으로 약한 또는 포
괄적 ‘or’과 강한 또는 배타적(weak or inclusive and strong or exclusive, 강조 원문) ‘or’로 구
분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포괄적 이접은 ‘하나 또는 다른 하나, 그리고 아마도 모두’(either one
or the other, and possibly both)를 의미하는 것이며, 배타적 이접은 ‘하나 또는 다른 하나, 그러
나 둘 다는 아님’(either one or the other, but not both)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25조 제3
항 (a)호의 이접을 포괄적인 것과 배타적인 것 어느 하나로 해석하는 것은 엄격한 원문주의
(textualist) 해석 하에서 가능한 것이라고 하면서, ICC규정 제7조와 제8조에서 사용된 ‘or’이 포괄적
이접으로 사용되었다고 제시하고 있다. 전심재판부는 동 규정의 용례를 포괄적인 것으로 본다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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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을 통해 범죄를 공동 실행한 개인의 형사책임은 규정에 의거한 책임의 한 형태’ 즉, 제25조
제3항 (a)호의 목적에 부합되는 구성이라고 하면서 간접공동범죄실행은 동호에서 인정될 수
있는 명확한 책임형태 중 하나라고 지적하였다.72) 또한 간접공동범죄실행에 대하여 동 사건
전심재판부는 공동범죄실행자들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공통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각각
본질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달성하려는 구체적 의도 없이 피고인
이 행동하는 경우와 이러한 행동의 결과 범죄의 구성요건이 실행되리라 인식할 수 없는 가능
성이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구성요건을 설명하고 있다.73)
ICC는 고위직의 공동범죄실행자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 연대하는 경
우, 간접공동범죄실행이라는 책임형태의 결합을 통해 범죄에 책임있는 고위급 지도자들을 처
벌하는 데 있어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74) 학자들 중에도 동일하게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을 가해자로 기소하는 데 있어 매우 정교화 된 추론의 방법
을 채택했다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고,75) 고위직 지도자들의 유죄를 인정이라는 유익한 결실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흥미로운 개념이라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76)
그러나 비판하는 견해 역시 존재한다. Wyngaert재판관은 Mathieu Ngudjolo Chui사건 1
심재판부 판결의 동의의견에서 간접공동범죄실행 책임형태에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정당하며,
특히 ICC규정 제25조의 규정에 근거할 때 이처럼 책임형태를 결합하는 임기응변의 정책(ad

hockery)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77) 또한 Ušacka재판관도 Al Bashir사건 전심재
판부 결정에서 지배/통제를 인정할 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동 개념에 근거한 책임
추궁을 비판하였다. 문제가 된 지배/통제가 실질적으로 Al Bashir에게만 완전하게 존재했는지
아니면 범죄실행을 좌절시킬 수도 있는 자신의 이러한 권한과 동일한 권한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 공유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분명하다고 하면서 동 개념의 적용을 비판하였다.78)

Al Bashir사건 전심재판부는 다수견해로 Al Bashir와 다른 고위 지도자들이 공동으로 수
단 정부기관 등에, 공통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합의된 방법으로 범죄와 관련한 지시를 내렸
다고 판단하였다.79) Katanga and Ngudjolo Chui사건 전심재판부 역시 양쪽 군대에 대한 권
력을 가지고 있는 두 피고인이 공통의 목적을 형성하여 하나의 팀 또는 집단을 구축했다고 보
고 형사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더욱 정교한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복수의 수직적 조직을
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다른 규정의 용례를 통해 포괄적 이접으로 간주하였고 간접공동범죄실행이
규정에 부합되는 책임원칙이라고 판단하였다. Prosecutor v. Katanga and Ngudjolo Chui, supra
note 39, paras. 490-491.
72) Ibid.
73) Ibid, paras. 537; 지금까지 제시된 정범 유형별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자료4> 참조.
74) 2015년 3월 현재까지 ICC에 기소된 총 22개의 사건 가운데, Al-Bashir를 포함하여 Bosco Ntagan
da(ICC-01/04-02/06), Bahar Idriss Abu Garda(ICC-02/05-02/09), Abdel Raheem Muhammad
Hussein(ICC-02/05-01/12), William Samoei Ruto(ICC-01/09-01/11), Saif Al-Islam Gaddafi(ICC
-01/11-01/11), Simone Gbagbo(ICC-02/11-01/12) 총 7명이 간접공동범죄실행자로서 형사책임을
인정받았다; Ibid., para. 492.
75) Stefano Manacorda and Chantal Meloni, “Indirect Perpetration versus Joint Criminal
Enterprise – Concurring Approaches in the Practice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 9 (2011), p. 172.
76) Harmen G. van der Wilt, supra note 25, p. 312.
77) Prosecutor v. Mathieu Ngudjolo Chui, ICC-01/04-02/12, Trial Chamber II, Judgment
pursuant to article 74 of the Statute of 18 December 2012 of Concurring Opinion Judge
Van den Wyngaert, paras. 60-61.
78) Prosecutor v. Omar Hassan Ahmad Al Bashir, supra note 65, Separate and Partially
Dissenting Opinion of Judge Anita Ušacka, para. 104.
79) Harmen G. van der Wilt, supra note 25, p.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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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간접공동범죄실행의 형태(각각 개별적인 조직을 지배하면서 공통의 목적을 위해 범죄실
행에 동원된 개인)와 단일한 수직적 조직을 통한 간접공동범죄실행의 형태(단일한 권력장치가
존재하는 군사정부 모델)가 구별되어 구성요건이 제시되어야 한다.80) 왜냐하면 Ušacka재판관
이 지적한 바대로 ‘지배/통제’의 구조가 사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간접공동
범죄실행의 정당화에 있어서는 사례마다 존재할 수 있는 차이점을 만족하는 정도의 이론구축
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 간접공동범죄실
행의 이론적 근거와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구체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II. ‘범행지배이론’에 대한 검토

Jens David Ohlin, Elies van Sliedregt와 Thomas Weigend는 자신들의 논문에서 ‘범행
지배이론’이 ‘개인의 형사책임’의 추궁에 있어 공정한 분류를 촉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긍정적
으로 평가하였다.81) ICC 역시 사법 적극주의(judicial activism)와 창조성(creativity)의 견지
에서 현재까지 ‘범행지배이론’에 근거해 ‘개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있다.82) 그러나 ICC 재
판관들 중 일부는 ‘범행지배이론’에 근거하여 ‘개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하에서는 JCE이론과 ‘범행지배
이론’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며 ‘범행지배이론’의 특징을 살펴본다. 그리고 ICC판결에서 제시된
ICC재판관들의 반대의견 등을 통해 ‘범행지배이론’에 대해 검토해본다.

1. JCE이론과의 비교
지난 10여년동안 JCE이론은 ICTY에서 광범위하고 배타적으로 적용되어 왔다.83) ICTY재판
관들은 JCE이론이 관습국제법상 확실하게 정립된 이론임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재확인하는
것을 반복하였다.84) JCE이론의 정립 목적은 실행자 이외의 드러나지 않게 범죄에 기여한 조
직의 가담자들에게 정범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에 지나치게 치중하
여 가담자를 실행자로 간주할 때 주관적 구성요건만을 중시하면서, 범죄행위와 관련있는 다수
의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개념으로 운용되었다. 다시 말해, JCE이론은 범죄행위에 대한 기여
나 가담의 정도와 같은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가담자 상호
간의 책임마저도 불분명하게 되어, 오히려 ‘개인의 형사책임’원칙을 약화시키고 남용할 가능성
도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85) ICC는 ad hoc 재판소의 판례에 구속되지 않는다
고 명시적으로 제시하면서86) JCE이론이 아닌 ‘범행지배이론’에 따라 ‘개인의 형사책임’과 관련
Jens David Ohlin, Elies van Sliedregt and Thomas Weigend, supra note 3, pp. 736-737.
Ibid., p. 726.
Ibid.,, pp. 726-727.
Stefano Manacorda and Chantal Meloni, supra note 75, p. 165.
Antonio Cassese, “The Proper Limit of Individual Responsibility under the Doctrine of
Joint Criminal Enterprise”,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 5 (2007), p. 115.
85) Allison Marston Danner, Jenny S. Martinez, “Guilty Associations: Joint Criminal
Enterprise, Command Responsibility, an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California Law Review, vol. 93 (2005), pp. 109, 135, 145-146, 설일영, supra note 1, p. 39
등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80)
81)
82)
83)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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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들을 판단하고 있다.87)
JCE이론과 ‘범행지배이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범과 공범에 대한 구별이다. ICC규정 제
25조 제3항은 (a)호의 정범 이외에도 (b)호에서 명령범, 권유범과 유인범을 (c)호에서는 방조
범과 교사범을, (d)호에서 기여범, (e)호에서 선동범, (f)호에서 미수범과 중지범의 공범의 형태
를 명시하고 있다. 이런 가담형태에서 ICC는 범죄실행에 대한 지배/통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시하는 ‘범행지배이론’을 적용한 후 그러한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정범이 아
닌 공범의 책임을 추궁한다. 이에 반해 JCE이론은 피고인이 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그 배경이 되는 범죄활동이나 범죄의 목적에 가담 또는 기여한 경우 ICTY규정 제7조 제1항상
의 ‘실행’(commission)으로 간주하여 정범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정범의 책임형태를 벗어나기
어렵다.88) 정범과 공범의 구별은 피고인의 정확한 역할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있으며, 형량선
고에서도 정범의 책임에 근거한 유죄판결은 공범의 책임과 대비되기 때문에 실무상ㆍ이론상으
로도 중요하다.89) ‘범행지배이론’에 근거하여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고 정범의 가담형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ICC규정은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형사책임’과 관련한 문제들을 체계
적이고 일관되게 해결할 수 있어 더 유용하다고 생각된다.90)
또 다른 차이는 JCE이론은 주관적 구성요건에, ‘범행지배이론’은 객관적 구성요건에 초점
이 맞춰져 책임이 추궁된다는 점이다.91) 예를 들어 객관적 구성요건의 기여의 경우, ‘범행지배
이론’에

근거한

공동범죄실행에서는

실질적인

기여보다

높은

조건인

‘본질적인

기

여’(essential contribution)를 요구하지만, JCE이론은 이 보다 낮은 정도의 적어도 ‘중요한
기여’(significant contribution)를 요구하고 있다.92) JCE이론처럼 기여 정도의 차이를 고려하
86) Prosecutor v. Lubanga Dyilo, supra note 4, paras. 329, 334-338; Ciara Damgaard,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for Core International Crimes (Berlin: Springer, 2008), p.
176.
87) Stefano Manacorda and Chantal Meloni, supra note 75, p. 165; 이는 ICC가 ad hoc 재판소
의 판례들을 계수하여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ICC 고유의 규범적 구조인 ‘ICC규정’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직적 지배에 기초한 정범 개념이라는 독자적인 이론을 구축하면서 능동적으로 전개해 가
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フィリップㆍオステン, supra note 24, p. 135.
88) 佐藤宏美, supra note 15, pp. 61-62. 예를 들어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집단에 의한 범
죄실행 또는 실행의 착수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 ICTY는 JCE이론에 근거하여 정범의 책임을 추궁
하지만, ICC는 제25조 제3항 (d)호에 근거하여 공범의 책임이 추궁된다.
89) Ciara Damgaard, supra note 86, p. 245.
90) Steffen Wirth, “Co-perpetration in the Lubanga Trial Judge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 10 (2012), pp. 977-978.
91) Ibid., p. 974.
92) JCE이론이 처음 창설되었을 때에는 JCE에의 피고인의 가담이 ‘중요하거나 실질적이어야’(significant
or substantial) 한다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Tadić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JCE에 가담해
야 한다는 것을 단순히 요구하고 있을 뿐이며, 그러한 가담이 중요해야 한다든지 등의 기타 필요한
요건에 대하여 특정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 볼 때 피고인의 JCE에의 가장 사소한 가담조차
도 JCE의 객관적 구성요건(actus reus)의 기준을 충족시키게 된다. Ciara Damgaard, supra note
86, p. 250. 피고인의 행위가 대부분 JCE에의 가담으로 분류되면서 Kvočka et al.사건 제1심 재판부
는 피고인의 기여가 ‘중요하거나 실질적이어야’(significant or substantial) 한다는 요건을 제시하였
다. Prosecutor v. Kvočka et al., IT-98-30/1-T, Judgment of 2 November 2001, para. 275.
하지만 동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JCE에 가담한 피고인이 ‘실질적인 또는 중요한’ 기여를
해야 한다는 특정한 법적 요건은 없다고 판시하였다. Prosecutor v. Kvočka et al., IT-98-30/1-A,
Judgment of 28 February 2005, paras. 97, 104, 187-188, 421, 599. 이후 다시 비판이 제기되자
Brđanin사건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서 피고인은 ‘적어도 중요한 기여를 해야 한다’(should at least
be a significant contribution)고 판시하였지만 그러한 기여가 ‘필수적 또는 실질적’(necessary or
substantial)이어야 함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Prosecutor v. Brđanin, IT-99-36-A, Judgment of
3 April 2007, para.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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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무조건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는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피고인은 자신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예측할 수 없는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의 형사책임’원칙과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객관적 구성요건과는 반대로 주관적 구성요건인
의도의 경우, JCE이론은 목적을 충족시키는 정도의 높은 수준을 요구하지만, 공동범죄실행은
개인의 실행에 충분한 정도의 의도만 있으면 된다고 판단한다. 또 다른 주관적 구성요건인 인
식에서도, JCE이론은 범죄실행에 대한 목적의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하지만, 공동범
죄실행은 계획의 결과 범죄가 실행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을 것을 요구한다.93) 형사법은 생
명과 신체의 존엄성 및 불가침과 같은 특별한 가치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현실
에서 이러한 가치들에 대한 침해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아닌 객관적 구성요건에 의해서 유발된
다.94) 그러나 형사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객관적 구성요건을 완화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형사책임’원칙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
다.95) 또한 주관적 구성요건인 의도와 인식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의도와 인식의
존재에 대해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위험한 접근방식이기도 하다.96) 어떠한
형사책임

이론도

기본적인

형사법의

원칙인

‘개인책임원칙’(principle

of

individual

culpability)을 위반하여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논의들이 반영되어 ‘범행지배이론’에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개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2. ‘범행지배이론’에 대한 평가
ICC는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는 데 있어 ‘범행지배이론’이 유용한 접근방법이며, 직접범죄
실행과 간접범죄실행 모두를 다루기에 충분한 개념이라고 평가하였다.97) 그리고 ‘범행지배이
론’은 공범과 정범을 구별하면서 제시되었던 객관적 접근방법과 주관적 접근방법의 진화에 해
당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범행지배이론’의 지지 근거로서 많은 법체계에서 실질
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98) ‘범행지배이론’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간접공동
범죄실행 개념의 정당성 문제와 ‘범행지배이론’에 근거하여 차등화된 가담형태에 따른 비난가
능성(blameworthiness)의 차등화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간접공동범죄실행과 관련하여서는
앞에서 언급하였기 때문에 비난가능성의 차등화에 대해 검토한다.
범죄가담과 관련하여서는 ICC 1심재판부와 ‘범행지배이론’의 지지자들의 입장인 ‘규범적
접근방법’(normative approach)과 ‘사실적 접근방법’(naturalistic/empirical approach)이
있다.99) 규범적 접근방법은 실행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a)호의 가담의 형태와 (b)-(d)호의 이
차적인 가담의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100) 이 방법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범죄를 실행하지 않았
93) Steffen Wirth, supra note 90, pp. 974-975.
94) Ibid., p. 978.
95) Elies van Sliedregt, “Joint Criminal Enterprise as a Pathway to Convincing Individuals for
Genocide”,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 5 (2007), p. 188.
96) Prosecutor v. Kordić and Čerkez, IT-95-14/2-T, Judgement of 26 February 2001, para.
219.
97) Ibid.
98) Prosecutor v. Katanga and Ngudjolo Chui, supra note 39, para. 484.
99) Elies van Siledregt,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 Law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 80; Jens David Ohlin, Elies van Sliedregt and Thomas
Weigend, supra note 3, p. 740.
100) Hans Vest, “Problems of Participation–Unitarian, Differentiated Approach, or Something
Else?”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 12 (2014),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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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그것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정범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범이란 ‘가장
책임 있는’(the most responsible) 사람을 의미한다.101) 사실적 접근방법은 발생한 원인과 효
과를 출발점으로 하는 상향식 체계(bottom-up system)이다. 그러므로 군대와 같은 범죄 협
력의 복잡한 구조에 적용하면 민간인을 살해한 병사들부터 책임 추궁을 시작하여, 명령을 내
린 상급자 그리고 관련된 정책을 고안한 정부 고위직으로 연결된다.102) 동 방법에서 정범은
범죄의 중요한 구성요건을 이행한 즉, 범죄를 ‘실행한 사람’이다. 그리고 범죄의 객관적 구성
요건을 야기하는 데 기여한 사람은 공범자가 된다.103)
‘범행지배이론’을 비판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사실적 접근방법의 지지자들로서, 제25조 제3
항은 가담형태의 단순한 목록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범행지배이론’에 근거해 가담형태를 차등
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104) 그러므로 규범적 접근방법의 지지자들이 제25조 제3항 (a)호
에서 (d)호가 단계적인 비난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적 접근방법 지지자들
은 그러한 규정이 존재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비판하고 있다.105) Lubanga사건 1심재
판부 판결에서 Fulford재판관은 개별의견을 통해 ‘(a)호-(d)호의 다양한 개념은 특정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책임형태를 구별하고 다양한 책임형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
해 제시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Fulford재판관은 제시된 가담형태는 상호배타적인
것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106) 제25조 제3항 (b)호의 명령, 권유, 또는 유인에 의한
범죄가 동항 (a)호의 다른 사람을 통해 범죄를 실행하는 것보다 덜 심각한 형태의 범죄라는
적절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107) Wyngaert재판관도 본질적으로 정범이 공범보다 비난받
아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 이유로 각국의 국내법상 공범의 형에 대한
필요적 감경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차등화를 법의 일반원
칙으로 볼 수 없다고 제시하였다.108) 또한 Wyngaert재판관은 ICC규정 제25조 제3항의 정범
과 공범의 구별은 단순한 개념상의 문제이므로 ‘다른 법적 취급’으로 변경하여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109)
이러한 비판과 관련하여 ICC초안 작업과정에서 제25조 제3항의 범죄가담과 관련한 구성이
하나의 일관된 원리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110) ‘집합
적’(aggregate)으로 규정이 이루어진 제25조 제3항은 규범적 접근방법과 사실적 접근방법이라
는 양쪽의 접근방법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고 있을지도 모른다.111) 그러므로 동조가 가담형
태를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동조 전체에 단일한 이론적 근거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Jens David Ohlin, Elies van Sliedregt and Thomas Weigend, supra note 3, p. 740.
Ibid., p. 741.
이는 공범에 관한 보통법계의 실질적인 ‘실행’ 개념에 근거한 것이다. Ibid., pp. 740-741.
Hans Vest, supra note 100, p. 4.
Elies van Siledregt, supra note 99, p. 80.
Hans Vest, supra note 100, p. 4.

Ibid.
Prosecutor v. Mathieu Ngudjolo Chui, Concurring Opinion Judge Van den Wyngaert,
supra note 39, para. 22.

109) 이러한 주장과 관련하여 제25조 제3항 (b)호-(d)호의 용어(terminology) 그 자체가 더욱 낮은 비난
가능성의 규범적 지표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한정하여 Wyngaert 재판관의 견해에 동의하는
의견도 있다. 즉, 비 정범/공범의 책임을 더 낮은 책임으로 한다는 유형적으로 연결되는 규칙이나 이
론이 없다는 것이다. Jens David Ohlin, Elies van Sliedregt and Thomas Weigend, supra note
3, pp. 743-744.
110) Ibid., p. 745.
11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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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된다.112) 또한 ICC규정상 피고인이 정범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자동적으로 미
리 정해진 선고를 받는다던지, 정범이 공범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는다는 것이 명시되
어 있지 않으며, ICC가 형의 선고를 결정할 때에는 ‘절차 및 증거규칙’(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제145조 제1항 (c)호113)에 근거할 뿐이다.114) 연결해서 비난가능성의 차등화
문제 역시 동항 (b)호-(d)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담자가 공범이기 때문에 무조건 정범보다
낮은 책임으로 인식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115) 그러므로 ‘개인의 형사책임’의
추궁이 이루어지고, 처벌을 내리는 양형단계에서 이러한 점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
다.
규범적 접근방법은 하향식 체계(top-down system)로써 정부 고위직의 장관을 시작으로
군대 단위의 낮은 단급 이하의 부하들에게로 책임추궁이 이루어진다. 핵심범죄를 배후에서 조
종한 어떤 정부의 장관은 사실적 접근방법 구조에서는 종범인 공범이 되지만, 규범적인 접근
방법에 의한 ‘범행지배이론’에 따르면 정범이 된다.116) ICC의 관할범죄들은 대규모로 발생하
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조직의 책임자가 직접 범죄를 실행하지 않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범죄현장에는 없었지만 범죄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결정한 사
람들 즉, 범죄실행을 통제 또는 조종(control or mastermind)한 사람들은 핵심범죄 실행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명확한 책임추궁을 하는 것은 국제형사법상 중요한
의미가 있다.117)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ICC에서 채택하고 있는 규범적 접근방법에 따른
‘범행지배이론’의 이점은 사실적 접근방법보다 더 크다고 생각된다.

IV. 결론

ICC가 도입한 ‘범행지배이론’은 조직 전체를 정치ㆍ군사 지도자의 도구로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형사책임이 있다고 인정한다. 즉, 조직
지배 구조 그 자체를 개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적
범죄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제노사이드나 인도에 반한 죄와 같은 핵심범죄에 올바르게 대처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이론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상술한 바대로 비난가능성의 규범적 차등
화가 적절한 것인지, ICC규정 제25조 제3항의 규범적 해석을 지나치게 확장시켜 간접공동범
죄실행 개념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118) 아직 많은 판결을 축적하지 못

112) Ibid.
113) ICC 절차 및 증거규칙 제145조 1. 제78조 첫 번째 문단에 따라 선고를 결정할 때, 재판소는 다음
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c) 특히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들에게 입힌 피해 등 유발된 손해의 범위
를 고려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행동의 성질,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 한 수단;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가담의 정도(degree of participation); 의도의 정도(degree of intent); 방법과 시간 장소의 상황;
그리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나이, 교육,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정도 등
114) ICC는 선고의 결정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가담의 정도(degree of participation)와 의
도의 정도(degree of intent)를 고려할 것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Ciara Damgaard, supra
note 86, p. 245.
115) Ibid.
116) Jens David Ohlin, Elies van Sliedregt and Thomas Weigend, supra note 3, p. 741.
117) Prosecutor v. Katanga and Ngudjolo Chui, supra note 39, para. 485.
118) Ibid., p.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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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ICC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ICC가 채택한 ‘범행지배이론’의 유용성과 내재된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상술하였던 비판적인 논의 역시 지금까지 판례에서 제시된
개별의견이나 반대의견에 한정하여 논의한 것이므로, 이후 ICC의 판결내용을 좀 더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조직의 상위에 있는 지도자와 같은 배후자를 범죄를 저지른 정범으로서 판단하고 명확하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피해자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에 저질러진 핵심범죄의 진정한 범인이 누
구인가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국제형사법이 중
요하다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 즉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형태로 범죄실
행과 관련되어 있는 배후자에게 공범이 아닌 정범의 지위를 부여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범행
지배이론’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119) 또한 ‘범행지배이론’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ad

hoc 재판소에서 적용되었던 JCE이론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범행지배이
론’에 근거한 정범 개념을 도입하였고 그 결과 범죄의 가담유형을 정범과 공범으로 구분하였
다. 그리고 JCE이론처럼 조직의 드러나지 않은 부분의 책임을 무조건 판단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조직 내부의 권력구조를 인지하여 핵심범죄의 배후에 있는 각 가담자의 범죄행위에 대
한 기여를 고려하면서 책임의 경중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광범위한 정의가 적용되
어 ‘개인의 형사책임’원칙이 남용되고 있다는 JCE이론에 가해졌던 비판을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완된 점들이 지금까지 판례에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JCE이론보다
균형성 있는 양형판단의 기준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위법행위의 억제와 관련되어 있다. 즉, 위법행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향후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막으려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있다.120)
ICC는 핵심범죄의 실행자를 처벌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러한 ICC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그
리고 앞으로의 국제형사법 발전에 있어서 ‘범행지배이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범행지배이론’과 이에 근거한 가담형태에 관련하여 좀 더 명확하고 올바른 이론적
인 기초가 제공되어야 정당화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119) Ibid., p. 745.
120) 정인섭, 『新 국제법강의 - 이론과 사례』, 제4판, (서울: 박영사, 2013), p.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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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ICTY규정 제7조 (개인의 형사책임)1)
1. 이 규정의 제2조부터 제5조까지 규정된 범죄의 계획, 준비 또는 직접적인 실행에 대해서
계획, 선동, 명령, 실행 또는 방조와 교사한 자는 개인적으로 형사책임을 진다.
2. 피고인의 공적 지위(국가원수, 정부의 수장 또는 책임있는 정부공무원 등을 불문한다)를 이
유로 형사책임을 면제하거나 형벌을 감경할 수 없다.
3. 부하가 이 규정 제2조부터 제5조까지 규정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거나 저질렀다는 것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상관이 부하의 행위를 방지하거나 행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에는 상관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4. 피고인은 정부 또는 상관의 명령에 따라 범행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단, 국제재판소는 정의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벌을 감경할 수 있다.

ICC규정 제25조 (개인의 형사책임)
1. 재판소는 이 규정에 따라 자연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
2. 재판소의 관할범죄를 범한 자는 이 규정에 따라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며 처벌을 받는다.
3.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재판소의 관할범죄에 대하여 이 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
며 처벌을 받는다.
(a) 개인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이 형사책임이 있는 여부와는 관계없이 다른 사람과 공동
으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b) 실제로 일어났거나 착수된 범죄의 실행을 명령ㆍ권유 또는 유인한 경우
(c)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수단의 제공을 포함하여 범죄의 실행이나 실
행의 착수를 방조, 교사 또는 달리 조력한 경우
(d)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집단에 의한 범죄의 실행 또는 실행의 착수에 기타 여하한
방식으로 기여한 경우, 그러한 기여는 고의적이어야 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i) 집단의 범죄활동 또는 범죄목적이 재판소 관할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경우, 그러한
활동 또는 목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
(ii) 집단이 그 범죄를 범하려는 의도를 인식하고서 이루어진 것
(e) 집단살해죄와 관련하여 집단살해죄를 범하도록 직접적으로 그리고 공공연하게 타인을 선동한 경우
(f) 실질적인 조치에 의하여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범죄의 실행을 기도
하였으나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한 사정으로 범죄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나 범행의 실
시를 포기하거나 또는 달리 범죄의 완성을 방지한 자는 자신이 범죄 목적을 완전히 그리고 자
발적으로 포기하였다면 범죄미수에 대하여 이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3 bis 침략범죄의 경우 제3항의 규정은 국가의 정치적 또는 군사적 행동을 실질적으로 통제
또는 지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4. 개인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이 규정의 어떠한 조항도 국제법상의 국가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ICTY규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번역본은 없다. 본 논문에서 인용하는 동 규정의 번역례는 본
논문의 심사위원이신 한양대학교 오영근 교수님의 지도에 따라 번역하였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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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는 접근방법
종류

내용

객관적 접근방법

범죄에 대한 한 개 이상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으로 실질

(objective approach)

주관적 접근방법
(subjective approach)

범죄에 대한 지배/통제
(control
over the crime)

적으로 범죄를 실행한 사람만 범죄의 정범으로 인정됨

범죄에 대한 기여가 이루어졌을 때의 진정한 의도, 즉 정신상태를
중요시하는 방법으로 기여의 정도와는 관계없이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를 공유하여 기여한 사람이 정범으로 인정됨 (ICTY 채택)

피고인이 범죄실행에 있어 지배/통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중
요한 기준으로, 범죄를 실질적으로 저지른 사람인 범죄의 객관적 구
성요건을 실현한 사람 외에도 범죄를 실행하는데 배후에서 지시한
지도자를 정범으로 인정함 (ICC 채택)

<자료 3>
제25조 제3항 (a)호 정범의 유형
정범의 유형

의의

직접범죄실행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direct perpetration)

직접 실행하는 형태

공동범죄실행
(co-perpetration)

범죄를 실행하는데 본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과
공동 실행(Joint Commission)하는 형태

판례

Lubanga
Pre-trial
Chamber/
Katanga and

Ngudjolo Chui

간접범죄실행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실행하는 사람의

Pre-trial

(indirect

의사(will)를 지배/통제(control)하여 간접적으로

Chamber

perpetration)

실행하는 형태
Katanga and

간접공동범죄실행
(indirect
co-perpetration)

조직지배를 이용하여 범죄를
지배/통제(control)하면서 간접적인 실행과 공동
실행 두 가지 측면이 밀접불가분하게 이루어지는
형태

Ngudjolo Chui
Pre-trial
Chamber/
Al Bashir
Pre-trial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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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4>
제25조 제3항 (a)호 정범의 유형별 구성요건
정범의
유형

공동
범죄실행

간접
범죄실행

간접공동
범죄실행

객관적 구성요건

주관적 구성요건

1) 공통의 계획 또는 합의
(common plan or agreement)
- 2명 이상의 사이에서 합의
또는 공동의 계획의 존재
2) 본질적인 기여
(essential contribution)
- 각 공동정범에 의해서 해당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실현시키는 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연대하
여 저지르는 것

의도와 인식
(intent and knowledge)
- 공통의 계획 실행으로 범죄의 객
관적 구성요건이 실현 될 수 있다
는 위험의 상호인식/그러한 것을
동의하거나 감수하여 발생된 결과
에 대한 상호동의
- 피고인이 공동으로 범죄를 통제
하고 있다는 사실정황의 인식

1) 조직적, 위계적 권력 구조
i) 충분한 실행자(부하)의 확보
ii) 조직에 대한 지도자의 권한 및
지배/통제의 실현
2) 범죄실행의 자동적인 확보
i) 기계화(부하의 대체가능성)
ii) 엄격하고 징벌적/폭력적인
훈련 레짐
공동범죄실행자들이 다른 사람을 이
용하여 공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본질적인 기여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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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통제의 인식과 활용
- 자신의 특별한 역할을 인식하고 범
죄의 촉진을 위해 권한 및 지배/통
제의 적극적 이용

의도와 인식
-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달성하
려는 구체적인 의도
- 행동의 결과 범죄의 구성요건이 실
행될 것이라는 인식가능성

UN해양법협약상

책임규정에 대한 연구

심해저활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국제해양법법원의 권고적 의견을 중심으로

모 영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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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해양법협약상 책임규정에 대한 연구
심해저활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국제해양법법원의 권고적 의견을
중심으로

모 영동
I. 서론
1973년 국제법위원회 제25차 회기에서 responsibility와 liability를 구별하여 사용하자는
미국 대표 Kearney의 제안이 받아들여진 이후 다소의 이견이 있기도 하였지만 대체적으로 responsibility와 liability는 각각의 다른 개념을 지칭하는 용어로 자리잡아왔다. Kearney가 제
안하였듯이 responsibility는 國際不法行爲와 관련하여서만 사용되고, 금지되지 않은 활동으로부
터 발생할 수 있는 해로운 결과에 대해서는 liability가 사용되어 왔다. 국제법위원회 역시 국제
법상 책임의 개념을 불법행위로부터 발생하는 responsibility와 해로운 결과로부터 발생하는 liability로 나누어 논의해 왔고 그 결과로 2001년 국가책임규정초안과 초국경적 위해방지에 관한
초안규정이 채택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서로 다른 개념으로서, 서로 다른 개념을 지칭하는 용어
로서의 responsibility와 liability가 국제법 문서에서 늘 지켜져 온 것은 아니다. 1973년이전
에 작성된 법문서 뿐만 아니라 1973년 이후에 작성된 법문서에서도 responsibility와 liability
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UN해양법협약 영문본이라고 할 수
있다.
UN해양법협약 영문본은 responsibility와 liability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그 책임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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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있어서 두 용어를 혼용하여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어려움과 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특히
해양환경책임의 근간을 이루는 제235조에서의 responsibility와 liability의 해석은 UN해양법
협약상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체제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UN해양법협약 책임규정의 근간을 이루는 이 두 용어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정의의 결여는 협약
의 확정성(determinacy)을 훼손하여 UN해양법협약이 당사국들에게 부여하는 메시지를 불명확
하게 하여 결국은 협약 자체의 정당성(legitimacy)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
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1)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2012년 국제해양법법원의 해저분쟁법정이
내린 권고적 의견은 심해저 활동에 있어서 보증국의 책임의 실체와 범위 그리고 이에 따른 필요
한 적합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과정에서 responsibility와 liability의 정의에 대한 단초
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권고적 의견에서 제시하는
responsibility와 liability의 정의는 국제법위원회에 사용되고 있는 responsibility와 liability
의 정의와 상이하여 이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과 함께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UN해양법협약 책임규정 중에서 responsibility와 liability의 혼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해양환경책임규정 상의 responsibility와 liability의 의미를 2012년 권고적 의견을 통해 살펴
보고 이를 국제법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UN해양법협약상 Responsibility와 Liability

1. UN해양법협약 해양환경책임규정에 있어서 responsibility와 liability의 혼용
UN해양법협약은 해양에서의 법질서를 확립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에 따라 각국에게 다양
한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의무의 위반을 대비한 책임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러한 책임규정은
총 30개의 responsibility(responsible)조항2)과 13개의 liability(liable)조항3)을 골격으로
*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SSK법사업단 박사후연구원
1) T. Franck, Fairness in International Law and Institutions, (Oxford, 1996), pp.30-31.
2) UN해양법협약 제31조, 제42조 제5항, 제66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67조 제3항, 제97조 제1항, 제
139조 제1항, 제139조 제2항, 제158조 4항, 제168조 제1항, 제168조 제2항, 제163조 제8항, 제235조
제1항, 제263조 제1항, 제263조 제2항, 제263조 제3항 , 제278조, 제304조, 제2 부속서 제3조 2항, 제

- 86 -

하고 있다. 이러한 responsibility와 liability 규정들에서 두 용어의 용례를 살펴보면 독립적으
로 개별적인 조문에서 사용된 경우와 두 용어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사용된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대부분의 조항에서 responsibility와liability가 각각 독립적인 조문
에서 분리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제139조, 제235조, 제263조, 제3부속서 제4조에서는 responsibility와 liability가 같은 조항에서 사용되고 있다. 제139조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responsibility가 사용되고 제2항에서 liability가 사용되었으며 제235조의 경우 표제에서부터 responsibility와 liability가 함께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1항 첫 번째 문장에 responsibility가 두
번째 문장에서는 liability가 사용되었다. 제263조의 경우 제235조와 같이 표제에서 responsibility와 liability를 함께 사용했을 분만 아니라 제2항과 제3항에서 각각 “responsible and
liable”이라는 방식으로 함께 사용하였다.
UN해양법협약상에서 responsibility와 liability의 용례를 살펴보면 공교롭게도 해양환경보호
를 위한 책임규정에서 이 두 용어가 함께 사용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responsibility와
liability가 함께 사용되는 제139조, 제235조, 제263조, 제3부속서 제4조 4항 중에서 제139조
와 제235조, 제263조가 모두 해양환경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UN해양법협약에 있어서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의 주축인 제12부의 책임규정인 제235조
를 살펴보면 제235조의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responsibility와 liability라는 두 개의 개
념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235조 제1항을
살펴보면, 첫 번째 문장은 해양환경 보호와 보전에 관한 국제의무의 달성이 각국의 책임
(responsibility)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4),두 번째 문장에서는 각국이 국제법에 따라 책임
(liability)을 지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5) 이러한 responsibility와 liability의 공존은 제263
조 제3항에서 다시금 나타나는데 동항은 각국과 권한 있는 국제기구는 그들이 수행하거나 그들
을 대리하여 수행되는 해양과학조사로 해양환경오염으로 초래된 손해에 대하여 제 235조에 따라
responsibility와 liability를 동시에 가지게 된다고 하고 있다.6)

3)

4)
5)
6)

3부속서 제3조 제2항, 제3부속서 제4조 제4항, 제3부속서 제22조, 제4부속서 제7조 제2항, 제4부속
서 제7조 제4항, 제4부속서 제7조 제5항, 제9부속서 제6조 제1항, 제9부속서 제6조 제2항.
UN해양법협약 제106조, 제113조, 제139조 제2항, 제174조 제4항, 제232조, 제235조, 제263조 제2
항, 제263조 제3항, 제3부속서 제4조 제4항, 제3부속서 제11조 제3항, 제4부속서 제2조 제3항, 제4
부속서 제3조, 제4부속서 제11조 제3항 e) ii).
“States are responsible for the fulfillment of their international obligations concerning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They shall be liabl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States and compet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hall be responsible and liable pursuant to article 235
for damage caused by pollu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rising out of marine scientific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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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심해저활동에 대한 책임규정인 제139조 제2항 역시 국제법의 규칙과 제3부속서
제22조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당사국이나 국제기구는 이 부에 따른 responsibility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liability를 수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responsibility와 liability
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7) 또한, 제139조 제2항이 원용하고 있는 제3부속서 제22조를 살펴보
면 계약자는 자신의 조업도중의 불법행위로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해저기구가 작위 또는 부
작위로써 손해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에서의 책임은
“The contractor shall have responsibility or liability”로 규정되어 이 역시 responsibility와 liability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UN해양법협약 축조과정을 통한 responsibility와 liability의 구별
UN해양법협약상 축조과정을 살펴보면 제제235조의 원형은 스톡홀름 선언 원칙228)와 해양오
염의 통제 및 측정에 대한 일반원칙 (the General Principles for Assessment and Control
of Marine Pollution)79)에서 찾을 수 있는데 원칙22에서는 liability가 사용하고 있고 원칙7
은 discharge their obligations이 각각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0) 이 두 원칙이 제235
조의 원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조과정을 살펴보면 오늘날 제235조 제1항과 가장 비슷한
형태의 축조안은 1976년 제5회기에서 제안된 안이라고 할 수 있다.

States

h

h

v

h fulfilment of their international
obligations regarding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They ②shall be responsibl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for compensation
in respect to any damages resulting from the pollu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①s all commit t emsel es to t e

undertaken by them or on their behalf”
7) “Without prejudice to the rules of international law and Annex III, article 22, damage caused by the
failure of a State Party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to carry out its responsibilities under this Part shall
entail liability;”
8)
원 22, “States shall cooperate to develop further the international law regarding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of pollution and other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activities within the
jurisdiction or control of such States to areas beyond their jurisdiction.”
9) 해양
의 통제
정에 대한 반원 7, “States should discharg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their obligations towards other States where damages arises from pollution
caused by their own activities...“
10) Nordquist e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A Commentary, Vol IV,
(Martinus Nijhoff, 1990), p401.

스톡홀름 칙
오염

및측

일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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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ersons, natural and judical under their jurisdiction or their control.

이러한 제5회기의 제안은 1977년 제7회기에서 ①shall commit themselves를 are responsible로 ②shall be responsible을 shall be liable로 변경하여 이 형태는 큰 변화 없이
축조 위원회를 거쳐 오늘날의 제235조의 모습을 바뀌었다.11) 즉, 축조과정을 살펴볼 때 현재
제235조 첫 번째 문장의 “States are responsible”은 1976년 위원회에서는 “States shall
commit themselves to”에서 변경된 것이며 제235조 1항의 두 번째 문장인 “shall be liabl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는 1976년 “shall be responsibl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조문이 변화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축조 과정은
responsibility와 liability의 명확한 구별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UN해양법협약 제235조에 대한 주석이 근거를 주고 있다. 제235조에 대한 주석은 협약 영문본
상의 responsibility and liability는 영미법상 사용례를 반영한 것이며 다른 언어본상에서는
두 용어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의 responsibility가 사용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것은 제
139조, 제263조, 제304조, 제9부속서 제6조에 모두 적용된다고 하였다.12) 그리고 제235조에
대한 주석은 responsibility와 liability의 차이에 대하여 responsibility를 전통 국제법 또는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의 이행을 의미하는 반면에 liability는 법과 규칙의 위반 또
는 준수 실패에서 발생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에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
다.13)
제235조가 영미법의 용례에 따라 축조되었다는 주석을 쫓아 responsibility와 liability의 구
별 및 관계 정립을 시도해 보면 일반적으로 영미법상 responsibility와 liability는 상호 교환
가능한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Black’s Law Dictionary는 liability를 the quality or
state of being legally obligated or accountable; legal responsibility to another or to
society, enforceable by civil regime or criminal punishment라고 정의하고 responsibility를 liability로 정의하고 있는 것에서 이러한 관계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영미법철학자인
Hart가 분류한 responsibility의 의미에서 responsibility가 liability의 의미 이외에도 다른
의미를 가진 용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14) Hart에 의하면 responsibility는 역할을 의미하는
role-responsibility, 인과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causal responsibility, 배상 및 보상의무를
11)
12)
13)
14)

Ibid., p412.
Ibid.
Ibid.

H.L.A. Hart, Responsibility, in Philosophy of Law 3rd, J. Feinberge ed. (Wadsworth, 1986), pp.47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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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 legal liability-responsibility 그리고 능력을 의미하는 capacity-responsibility로
나누어 볼 수 있다면서 liability와 responsibility의 관계를 논하였는데 Hart가 보는 두 개념
의 관계는 responsibility에 근거하여 liability가 발생한다는 것이었다.15) 이러한 Hart의 의견
을 따른다면 제235조와 해양법협약에서 사용된 responsibility와 liability는 responsibility에
의하여 liability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2012 국제해양법법원 권고적 의견에서의 responsibility와 liability의 구별

(1) 1차 의무로서의 responsibility와 2차 의무로서의 responsibility
2012 국제해양법법원이 심해저 활동에 관련된 보증국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권고적 의견은
responsibility을 obligation을 의미하는 responsibility와 불법행위책임을 의미하는responsibility를 의미하는 responsibility로 구별하였다는 점에서 특색을 가진다. 동 권고적 의견은 UN
해양법협약상 제139조 제1항16)과 제2항17), 제235조 제1항18), 제3부속서 제4조제4항19)의
responsibility를 1차 의무를 의미하는 obligation로 보았는데,20) 이러한 해석의 근거를 권고
적 의견은 두 가지에서 찾고 있다. 첫째, 전술한 조항들의 문맥상 responsibility는 obligation
으로 해석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UN해양법협약 제320조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3

계

음
능력

15) Hart에 의하면 responsibility는 역할을 의미하는 role-responsibility, 인과관 가 있 을 의미하는
causal responsibility,
상
보상의무를 의미하는 legal liability-responsibility 그리고
을 의미하
는 capacity-responsibility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6) “State Parties shall have the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activities in the Area, whether carried out by
States Parties, or state enterprises or natural or judicial persons which possess the nationality of States
Parties or are effectively controlled by them or their nationals, shall be carried out in conformity with
this Part.”
17) “Without prejudice to the rules of international law and Annex III, article 22, damage caused by the
failure of a State Party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to carry out its responsibilities under this Part shall
entail liability;”
18) “States are responsible for the fulfilment of their international obligations concerning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19) “The sponsoring State or States shall, pursuant to article 139, have the responsibility to ensure, within
their legal systems, that a contractor so sponsored shall carry out activities in the Area in conformity
with the terms of its contract and its obligations under this Convention”
20)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of States with respect to activities in the Area, Advisory Opinion, 1
February 2011, ITLOS Reports 2011,para.64, p.34.

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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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4항에 근거를 둔 것이다. UN해양법 협약 제320조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
어, 스페인어 협약문이 모두 동등한 정본이며 해저기구와 해저기구 이사회의 공식 언어라는 점에
서 근거하여 국제해양법법원은 협약의 각 언어본을 비교하는 방법론을 채택한 것이다.21) 또한
특정의 조약문이 우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1조 및 제32조의 적용으로 제거되지 아니하는
의미의 차이가 정본의 비교에서 노정되는 경우에는,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고려하여 최선으로 조
약문과 조화되는 의미를 채택하도록 하고 있는 조약법에 관한 1969년 비엔나 협약 제33조 4항
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UN해양법협약의 정본들에 사용된 용어들 간에 완전한 일관성이 유지
되지는 않을지라도 정본들의 규정들의 의미에는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동 권고적 의견에서 표명
한 국제해양법법원은 제139조 및 제235조 1항과 제3부속서 제4조 제4항에서 사용된 responsibility를 다른 언어 정본과 비교하였는데, 영문본에서는 비록 responsibility로 사용되고 있지
만 서반어본에서는 “estarán obligados” , 불어본에서는 “il incombe de”, 아랍어본에서는 “ ﺗﻜﻮ
” ﻥ ﻣﻠﺰﻣﺔ.그리고 중국어본에서는 “义务” 노어본에서는 “обязательство”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고
려하여 제139조 및 제235조 1항과 제3부속서 제4조 제4항에서 사용된 responsibility는 obligation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본 법정은 오히려 이러한 혼란을 원인을 국제법위원회
에게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국제법위원회가 responsibility라는 용어에 불어본에
서 “responsabilité”를 서반아어본에서 “responsabilidad”로 아랍어본에서 “ ” ﻣﺴﺆﻭﻟﻴﺔ, 중국어본
에서 “责任”, 러시아본에서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의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1차 의무로서의 responsibility 즉 obligation으로서의 responsibility와 구별하여 국
제해양법법원은 2차 의무로서의 responsibility도 UN해양법협약 상 존재하고 있다고 결정하였
는데 UN해양법협약 제235조 제3항22), 제304조23), 제3부속서 제22조24)의 responsibility가
21) Ibid.,para.61, p.29.
22) “With the objective of assuring prompt and adequate compensation in respect of all damage caused by
pollu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States shall cooperate in the implementation of existing international
law and the further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relating to responsibility and liability for the
assessment of and compensation for damage and the settlement of related disputes, as well as, where
appropriate, development of criteria and procedures for payment of adequate compensation, such as
compulsory insurance or compensation funds.”
23)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regarding responsibility and liabilityfor damage are without prejudice
to the application of existing rules and the development of further rules regarding responsibility and
liability under international law”.
24) “The contractor shall have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ny damage arising out of wrongful acts in the
conduct of its operations, account being taken of contributory acts or omissions by the Authority.
Similarly, the Authority shall have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ny damage arising out of wrongful acts
in the exercise of its powers and functions, including violations under article 168, paragraph 2, account
being taken of contributory acts or omissions by the contr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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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2차 의무로서의 responsibility이다. 이 responsibility를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초안
에서 사용된 responsibility와 동일한 responsibility 즉 2차 의무로서의 responsibility로 바
라 본 것이었다. 다른 언어본과 비교할 때 여기서의 responsibility가 불어본에서

“responsabilité”를 서반아어본에서 “responsabilidad”로 아랍어본에서 “ ” ﻣﺴﺆﻭﻟﻴﺔ, 중국어본

“责任”, 러시아본에서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으로 각기 사용된 점을 들어 불법행위에 대한 국
가책임초안상의 responsibility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즉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는 responsibility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25)
에서

(2) 과실과 손해를 요건으로 하는 liability
본 권고적 의견에서는 두 개의 liability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과실책임이나
엄격책임이 아닌 상당한 주의의무 위반에서 발생하는 과실책임으로서 liability이고 두 번째는
손해를 요건으로 하는 liability이다.26) 본 권고적 의견에서 국제해양법법원은 먼저 liability가
2차 의무라는 것을 밝히고 1차의무의 위반을 결과로 보는 것이 법정의 견해임을 밝혔다.27)또한,
국제해양법법원은 UN해양법협약의 제139조 제2항이 liability의 발생 요건으로서 보증국의 의
무 이행의 실패와 손해의 발생을 들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liability는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를 요건으로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28) 첫 번째 요건인 의무위반에 대해서 국제해양법법
원은 보증국의 의무 이행의 실패 즉 의무위반은 심해저 광업 체제상의 국가의무에 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UN해양법협약 제139조 제2항의 검토 결과 손해의 발생을 liability의 구성 요건 중
하나라고 보고 국제관습법과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초안에 대한 예외임을 표명하였다. 손해가
liability를 수반한다고 규정한 UN해양법협약 제139조 제2항은 손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
증국의 의무 이행 위반이 liability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물적 손해가 없는 경우
에도 국제의무 충족의 실패의 결과에도 liability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29) 본 법정은제
13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손해와 의무위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는데 제139
조 제2항의 두 번째 문장이 손해와 의무위반사이에 인과관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증국의 의무 위반과 계약자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반드시 있
25)
26)
27)
28)
29)

Ibid.,paras.66-67, pp.30-31.
Ibid.,para.,189, p.61.
Ibid.,para.66, p.30.
Ibid.,para.,176, p.58.
Ibid.,para.178,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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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30)즉, 보증국의 liability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존재해야 하며
그 손해는 보증국의 의무 위반의 결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법정은 이러한 손해와 의무위반
과의 인과관계의 존재요건이 국제관습법과 일치한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국제법상 사적 주체
의 행위는 국가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며 당 주체가 국가기관에 의하여 권위를 받았을
경우에만 국가귀속이 일어난다는 국제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초안 제5조 및 제11조와 일치한
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법정은 보증국의 의무 위반에서 발생하는 liability는 계약자가 일으킨 손해에 의
하여 초래된다고 보았고 보증국의 liability와 손해의 관계는 추정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31)
반대로 보증국이 의무 위반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자가 손해를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liability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에 보증국에게 liability를 묻는 것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
지고 있지만 조문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32) 보증국이 의무위반을 하였으나 물적
손해를 수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결
정하였다.33)

III. UN해양법협약상 responsibility와 liability의 국제법적 검토

1. UN해양법협약상 responsibility의 국제법적 검토

30)
31)
32)
33)

Ibid.,para.181,
Ibid.,para.183,
Ibid.,para.209,
Ibid.,para.209,

p.59.
p.66.
pp.65-66.
p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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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해양법협약의 축조과정과 2012 권고적 의견을 종합해 볼 때, 해양법협약상 responsibility는 두 가지 용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obligation을 의미하는 responsibility,
두 번째는 2차 의무로서의 responsibility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UN
해양법협약에서는 responsibility가 1차적 의무와 2차적 의무 모두의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UN해양법협약이 성립되기 이전인 1973년 국제법위원회 제 25차 회
기에서 "responsibility는 國際不法行爲와 관련하여서만 사용하자“는 결의와 상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법위원회의 이러한 결의와 달리 obligation으로서의 responsibility의
용례는 국제법문서에서 상당수 발견된다. 1972년 스톡홀름선언에서 사용된 responsibility는 1
차 의무로서의 responsibility로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흐름에 맞으며 이러한 용례는 1992년
리오선언 원칙234), 원칙735)에서 계승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관한 골격협약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발견되는데 골격협약 제3조 1항, 제4조의 차별적공동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에서의 responsibility는 1차 규범으로서의 obligation으로 볼 수
있다.36) 그러므로 UN해양법협약제139조 제1항과 제2항, 제235조 제1항, 제3부속서 제4조제
4항에서 사용되는 responsibility가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초안규정상의 responsibility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국제법문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례임을 알 수 있다.

2. UN해양법협약상 liability의 국제법적 검토
2001년 超國境的危害防止에 관한 規定草案의 註釋을 살펴보면 국제사회는 금지되지 않은 행
위에 대한 책임(international liability)과 불법책임(state responsibility)에 대한 논의를 분
리하고 불법책임(responsibility)은 국제법상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international
34) “States have,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the sovereign right to exploit their own resources pursuant to their own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al policies, and the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activities within their jurisdiction or control
do not cause damage to the environment of other States or of areas beyond the limits of national
jurisdiction.”
35) States shall cooperate in a spirit of global partnership to conserve, protect and restore the health and
integrity of the Earth's ecosystem. In view of the different contributions to global environmental
degradation, States have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The developed countries acknowledge
the responsibility that they bear in the international pursuit to sustainable development in view of the
pressures their societies place on the global environment and of the technologies and financial resources
they command.
36) 서원상, 「국제환경법 상 차별적 공동책임」, 박사학위 구논문, p.24.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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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bility은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은 활동을 요건으로 하는 별개의 독립된 영역에 대한 개념이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2001년 超國境的危害防止에 관한 規定草案은 그 적용범위를 제
1조에 의하여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았지만 그 물리적 결과가 현저한 국제위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다.37) 이러한 불법책임으로부터의 분리는 방지초안의 규범적
성격을 불법책임규범과 차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제법위원회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초안’ 규정이 국제의무의 위반이라는 1차 규칙 위반의 경우에 발효되는 2차 규칙임에 비하여
2001년 방지초안은 그 자체가 국제의무인 1차 규칙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UN해양법협약상 liability는 2차적 의무로서 1차 의무인 international liability
와는 상이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39조의 해석에 있어서 liability는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와 의무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여 국제법상 liability보다는 responsibility의 개념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UN해양법협약상 liability는 국제법상 responsibility의 개념과도 구분된다. 국제해양법법원은 UN해양법협약의
제139조 제2항이 liability의 발생 요건으로 손해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국가책임 초안상에 대한
예외라고 이미 서술하였는데 이것은 손해의 발생을 제1차 규범으로 보고 있는 2001년 초안의
태도와도 구별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것은 liability라는 용어를 responsibility와 구별되는 것
으로 적법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하여 liability를 사용하자는 국제법위원회의
의결이나 international liability for acts not prohibited by international law의 줄임말
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특별보고자 Barboza의 의견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liability와
responsibility를 구별하는 많은 학자들의 의견과도 상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제법상의 용어인 responsibility와 liability가 영미법에서 온 용어임을 지적하며 대
륙법계에서 responsibility와 liability를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이 두 용어가 실제로
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38) Crawford는 liability가 실제로는 responsibility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strict liability와 absolute liability와 같이
수식어를 통하여 그 성격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宇宙損害賠償協定은 이러한 주장
을 뒷받침해 주는데 동협정 제2조39)는 absolutely liable이라는 표현으로 엄격책임을 표현하고
제3조40)에서 단순히 liable을 통하여 과실책임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37) “The present articles apply to activities not prohibited by international law which involve a risk of
causing significant transboundary harm through their physical consequences.”
38) J. Crawford, State Responsibility: the General Part, (Cambridge, 2012), p.63
39) “A launching State shall be absolutely liable to pay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its space
object on the surface of the earth or to aircraft flight”
40) “In the event of damage being caused elsewhere than on the surface of the earth to a space objec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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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본고는 UN해양법협약상의 liability와 responsibility가 각각의 정의와 상호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2012년 국제해양법법원의 해저분쟁법정의 권고의견을
중심으로 UN해양법협약의 축조과정과 주석에서 나타난 liability와 responsibility의 정의와
그리고 국제법상의 responsibility와 liability의 정의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UN해양법협약의 축조과정과 주석은 liability와 responsibility의 정의와 관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주지 못한 채 영미법의 용례를 따른다는 불분명한 지침을 주었을 뿐이고
2012년 국제해양법법원의 해저분쟁법정의 권고의견은 responsibility와 liability 각각 국제법
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과는 다른 의미의 정의를 부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2012년 해저
분쟁법정의 권고의견은 실질적으로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으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responsibility가 의무의 의미를 가지며 responsibility and/or liability로 사용되었을 경우에
는 각각이 또는 총체적으로 1차 의무의 위반에서 발생하는 결과를 의미하는 responsibility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Liability의 경우에는 국제법상 responsibility는 의무
의 문제이고 liability는 위험의 할당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41)에도 불구하
고 UN해양법협약상에서는 국제법상 responsibility의 의미에 해당하는 용례로 쓰이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단, 여기서 특이할만한 사항은 liability가 국제법상 responsibility의 의미와 유사
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손해를 부가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이 역시 국제법상 responsibility와
는 다른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양법 협약상의 responsibility와 liability의 이러한 불명확성은 Hart가 분류하였듯이 광범
위한 responsibility의 의미와 영미법상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responsione launching State or to persons or property on board such a space object by a space object of another
launching State, the latter shall be liable only if the damage is due to its fault or the fault of persons
for whom it is responsible.”
41) A. Kis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3rd ed. Transnatonal Publishers, Inc. 2004), p.317.

- 96 -

bility와 liability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
문본에서도 영미법상의 정의에서 벗어나 국제법상 독립적인 용어로 자리 잡아 가는 responsibility와 liability의 용례를 따라 국제법문서를 작성하여 명확성을 높이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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