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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법과 계약의 상관관계:

조약청구와 계약청구의 구별에 관하여*

이서연**

I. 서론

2008년에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

는 가운데, 이러한 회복세에 해외투자(foreign investment)가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평

가 받고 있다.1) 활발한 해외투자는 자금의 흐름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시민들

의 구매력을 높이는 등 세계경제를 불황의 늪으로부터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해외투자는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고, 국가들은 미시적으로 자국 경기의 회

복세를 기대하며 해외투자의 유인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해외투자의 유인책으로 국가가 제시할 수 있는 여러 정책적 수단 중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국제투자협정(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이하 ‘IIA’)이다. 국제투자

협정은 주로 양자조약의 형태로 체결되는 조약으로서, 조약 상대국의 국민이 자국의 영

토 내에 투자할 경우 그 외국인투자자(foreign investor)와 그 투자에 부여하는 보호장

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보호장치 중에서 특히 많은 논란을 야기했던 것은 투자자-

국가 분쟁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이하 ‘ISDS’)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조

약을 근거로 한 분쟁해결제도를 원용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 또는 경우에 따라 국제기

구에 한정되나, ISDS는 개인인 투자자가 국제법적 차원에서 국가를 제소할 수 있는 길

을 열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도로 외국인투자자들이 이 제

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결과 현재까지 800건이 넘는 사건들이 제기된 바 있고,2) 이는

* 이 논문은 이서연, “A Study on Investment Contract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Reassessing the Divide between Contract Claims and Treaty Claims,” 연
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12)을 번역 및 요약한 것임.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법학박사.
1)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Broad-Based Upturn, but for How Long?,
World Bank Publications (2018), p. 3.

2) UNCTAD, Special Update o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Facts and Figures, IIA
Issues Note 2017, issue 3 (2017), p. 2. 하지만 분쟁 당사자들은 반드시 자신들의 분쟁 사실
을 공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분쟁의 수가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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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가장 활발한 분쟁해결제도를 가지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의 분쟁 수인 540건을 상회한다.3) 외국인투자자들이 ISDS,

특히 ISDS의 주된 분쟁해결절차인 중재(arbitration)를 선호하는 이유는 자신들에게 피

해를 끼친 투자유치국 정부의 조치가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원 또는 국제상사중재로 다투

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

렵다는 우려도 있다. 어찌하였든 간에, 국제투자중재는 국제법이 규율하는 포럼이고 투

자유치국의 국내법원은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이 규율하는 포럼이라는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투자자가 유사한 분쟁을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원 또

는 국제투자중재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바

로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가 계약(contract)인 경우이다. 외국인이 다른 국가 내에서 자본

을 투자할 때에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방식은 아마 계약일 것이다. 그런데 그 계약이 투

자유치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투자자가 체결한 것이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당해 계약은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의 적용을 받고 계약에 관한 분쟁 또한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원에서 해결해야 한다.4) 그러나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 또는 그 국영기

업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하 ‘국가계약’), 정부가 법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

이 더욱 높다는 판단 하에 최근 외국인투자자들이 투자유치국과의 분쟁을 국제투자중재

에 회부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국제투자중재에서 외국인투자자는 투자유치국이

IIA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게 되는데, 이는 국제법상의 의무위반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국제법상의 의무위반을 주장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

는 계약위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국내법원에 제기하는 계약위반청구와 구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특히 외국인투자자가 소위 말하는 포괄적 보호

조항(umbrella clause)의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에 중요하다. 이에 따라 사실관계가 유사

한 계약 위반에 관한 청구(이하 ‘계약청구’)와 국제투자협정 위반에 관한 청구(이하 ‘조

약청구’)의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한 것이다.

이 논문은 국제투자중재에서 계약청구와 조약청구를 구별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

는지를 살펴보고, 중재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국제투자법 쟁점을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는 이론의 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다음의 순서로 서술된다.

II. 계약청구와 조약청구의 구분을 위한 이론 정립

3) 2018년 3월 16일 현재 WTO의 분쟁해결기구에 제기된 분쟁 건수는 총 540건에 이른다. WTO
의 분쟁 건수는 WTO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가장 최근의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status_e.htm>.

4) 경우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의 계약에 중재조항이 있을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국제
상사중재에 의해 해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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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의의 역사적 시작점

국제투자중재의 제기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1990년대 이전부터 투자유치국 정부에

의한 국가계약 위반의 구제방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 논의는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계약의 국제화(Contract Internationalization) 학설이고

다른 하나는 위법한 주권행위(Soverign Act as Tort) 학설이다.5)

(1) 계약의 국제화 학설

계약의 국제화 학설은 20세기 초반에서부터 García-Amador 교수,6) Lord McNair,7)

Bourquin 교수8) Verdross 교수9) 등의 지지를 받으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학

설은 국가계약에는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

고 있다는 점, 준거법에 일반적인 법의 원칙(general principles of law)을 포함하고 있

다는 점, 계약체결 당시의 조세규정을 계약에 적용한다는 안정화조항(stabilization

clause)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에 체결된

계약을 조약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국제법의 일부로 보았었다. 계약의 국제화 학설을

주장하는 이면에는 투자유치국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외국인투자자의 이익

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로 인하여 사적 주체로서 국가

가 체결한 계약을 국제법의 일부로 보는 것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이원적 관계를 뒤흔드

는 결과를 야기할 뿐이다. 계약의 국제화 학설이 가지는 이론상의 허점은 결국 오늘날

에는 IIA에 포괄적 보호조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극복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2) 위법한 주권행위 학설

위법한 주권행위 학설은 투자유치국이 계약상대방인 외국인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친

5) 위법한 주권행위(Soverign Act as Tort) 학설을 지지했던 학자들 중에서 이 학설을 명명했던
자는 없었고, 이에 따라 논의의 편의성을 위하여 필자가 이 학설을 위법한 주권행위(Soverign
Act as Tort) 학설로 명명한 것임을 밝힌다.

6) F.V. García-Amador,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Fourth report by F. V. García Amador,
Special Rapporteur,” Document A/CN.4/119,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59, vol. II (1960), p. 32, para. 127.

7) Arnold McNair,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recognized by Civilized Nations,”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33 no. 1 (1957), p. 3

8) Maurice Bourquin, “Arbitr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Agreements,” The Business
Lawyer, vol. 15 no. 4 (July 1960), p. 862.

9) Alfred Verdross, “Quasi-International Agreements and International Economic
Transactions,” in George W. Keeton and Georg Schwarzenberger (eds.), The Year Book of
World Affairs 1964, Stevens and Sons (1964), p.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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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투지유치국이 국제법적으로 책임

을 지는 경우는 외국인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친 행위가 주권적인 행위인 경우에 한한다

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위법한 주권행위 학설의 지지자들인 Mann 박사,10)

Amerasinghe 교수,11) Jennings 교수는12) 국제법과 국내법의 이원적 관계를 명확히 하

고, 투자유치국의 피해행위가 주권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외국인투자자가

이를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원에 다툴 수 없는 경우에만 국가책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자

의 구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 학설은 결국 오늘날의 국제투자중재에서 계약청구

와 조약청구를 구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주권행위설의 근간이 되는 학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2. 국제투자중재에서의 조약청구⋅계약청구의 구별을 위한 이론 정립

국제투자중재에서 조약청구와 계약청구의 구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두 청구 모

두가 계약의 위반을 전제로 하는 것에 있다.13) 계약청구는 그 본질 자체가 계약상대방

의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에 있다. 그런데 조약청구의 경우에는 그

본질이 투자유치국의 IIA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지만, 투자가 계약인 경

우에는 계약위반 자체가 IIA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투자중재판정부들은 계약청구를 자신의 관할권으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소화

된 3중 동일성 기준설(Simplified Triple Identity test)과 주권행위설(Sovereign Act

test)을 단계별로 적용하고 있다.

(1) 계약의 당사자에 따른 계약의 분류: 논의의 전제

현대에서는 국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활동을 하고 있고, 이것은 국가가 사적

주체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에도 적용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정부가 직

접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정부가 계약 당사자인 경우보다

는 국영기업이 계약 당사자인 경우가 더 많다. 외국인투자자의 입장에서도 내부사정으

로 인하여, 혹은 정부⋅국영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을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유치국

10) F. A. Mann, “State Contracts and State Responsibility,”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54 (1960), p. 575.

11) Chittharanjan F. Amerasinghe, “State Breaches of Contracts with Aliens and International
Law,”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58 no. 4 (1964), p. 898.

12) R. Y. Jennings, “State Contracts in International Law,”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37 (1961), p. 156.

13) ConocoPhillips Petrozuata BV and ors v Venezuela, ICSID Case No ARB/07/30,
Dissenting Opinion on the Decision on Jurisdiction and the Merits (3 September 2013),
paras.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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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현지법인이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국가계약을 계약 당사자에 따라 분류

하게 될 경우, i) 정부와 외국인투자자가 체결하는 경우, ii) 외국인투자자와 국영기업이

체결하는 경우, iii) 외국인투자자의 현지법인과 정부가 체결하는 경우, iv) 외국인투자자

의 현지법인과 국영기업이 체결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14)

계약의 당사자에 따라 조약청구⋅계약청구의 구별에 관한 이론이 적용되는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계약과 관련된 투자중재사건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파

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2) 간소화된 3중 동일성 기준설

간소화된 3중 동일성 기준설은 투자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검토하는 단계에 적용하

는 것으로서, 계약청구와 조약청구의 당사자(parties), 소송물(subject-matter), 청구원인

(cause of action)의 동일성 여부에 따라 청구의 동일성이 판단된다. 본래 3중 동일성

기준설(Triple Identity Test)은 res judicata가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동일

한 청구가 재차 법원에 제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미법계에서 발달한 이론이다.15)

투자중재판정부들은 이 이론을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계약청구와 조약청구를 구별하기

위한 잣대로 이용하고 있다.

실제로 중재판정부들은 청구의 동일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3중 동일성 기준

설을 적용한다고 언급하면서 이들 청구의 청구원인만을 비교하고 있다.16) 즉, 계약청구

는 항상 계약을 근거로 하는 청구이고 조약청구는 항상 IIA이라는 국제법을 근거로 하

는 청구이기 때문에 두 청구는 필연적으로 상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일성

검토는 생략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17)

반면 IIA상의 분쟁해결조항은 외국인투자자가 조약의 당자국인 정부를 상대로만 중

재를 신청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 중 하나가 국영기업이거나 현

지법인인 경우에는 조약청구의 당사자와 계약청구의 당사자가 일치할 수가 없지만, 계

약당사자가 정부와 외국인투자자인 경우에는 조약청구와 계약청구의 당사자가 일치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 그리고 당사자가 일치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투자중재판정부에서 청

구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부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14) 반면 F-W Oil v Trinidad and Tobago 중재판정부는 i) 투자유치국 정부가 계약당사자가 아
닌 경우, ii) 투자유치국 정부가 계약당사자인 경우, iii) 계약당사자가 투자유치국의 연장선상
에 있는 경우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F-W Oil Interests Inc v Trinidad and Tobago,
ICSID Case No ARB/01/14, Award (20 February 2006), para. 148).

15) 보통법체계의 res judicata 개념은 한국 소송법상의 기판력과 유사하다.
16) Enron Corporation and Ponderosa Assets LP v Argentina, ICSID Case No ARB/01/3,
Decision on Jurisdiction (Ancillary Claim) (2 August 2004), para. 49; EDF International
SA and ors v Argentina, ICSID Case No ARB/03/23, Award (11 June 2012), para. 1132).

17) Compañía de Aguas del Aconquija SA and Vivendi Universal SA v Argentina, ICSID
Case No ARB/97/3 (hereinafter Vivendi I), Decision on Annulment (3 July 2002), para.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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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청구의 원인 측면에서 조약청구와 계약청구는 반드시 그 법적 근거를

달리할 수 밖에 없다는 점과 달리 당사자의 동일성 측면에서 분쟁 당사자와 계약 당사

자가 동일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재판정부들은 소송경제상 청구의 원인이 다르다는

것만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투자중재판정부들이 3중 동일성 기준설 중 청구의 원인만

을 상호비교하는 것을 필자는 간소화된 3중 동일성 기준설 (Simplified Triple Identity

test)이라고 일컫고 있다.

(3) 주권행위설

관할권 단계에서 간소화된 3중 동일성 기준설에 따라 조약청구와 계약청구를 구분

하는 것은 형식적인 구분에 해당한다면, 본안판단에서는 문제의 조치의 주권적 성질 유

무라는 실질적 기준에 따라 다시 한 번 조약청구로부터 계약청구를 분류하고 있다. 중

재판정부는 본안판단에서 국가의 주권적 행위만이 국제투자협정상의 실체적 의무를 위

반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문제되는 국가의 행위가 실제로 주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를 필자는 주권행위설(Sovereign Act test)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국가의 국제적 의무가 주권적 행위로만 위반될 수 있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18)

유독 국제투자법에서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바로 조약청구와 계약청구를

구별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19) 그렇다면 어떤 행위가 주권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가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BIVAC v Paraguay 중재판정부는 주권적 행위를 “일반

적인 계약 당사자이라면 할 수 없는 행위(activity beyond that of an ordinary

contracting party)”로 정의하고 있다.20)

3. 계약청구와 포괄적 보호조항

포괄적 보호조항(umbrella clause)은 투자유치국이 자신이 외국인투자자 혹은 그 투

자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를 준수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국제투자중재에서 다툴 수 있는지 여

부가 문제되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포괄적 보호조항에 의해 외국인투자자가 국제투자

중재에서 계약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 포괄적 보호조항의 성

18)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with Commentaries” in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98, vol. II part 2 (2001), p. 41.

19) Waste Management Incorporated v Mexico (이하 ‘Waste Management II ’,), ICSID Case
No ARB(AF)/00/3, Award (30 April 2004), para. 168.

20) Bureau Veritas, Inspection, Valuation, Assessment and Control, BIVAC BV v Paraguay,
ICSID Case No ARB/07/9, Further Decision on Objections to Jurisdiction (9 October 2012),
paras.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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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에 대해 아직 학설의 다툼이 있는 관계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포괄적 보호조항의 성질에 관한 학설 대립

포괄적 보호조항의 성질과 관련하여 크게 네 가지 학설이 대립하고 있고, 통합론적

접근론, 제한적 해석론, 주권적 성질론, 격상론이 그것이다.21) 먼저 통합론적 접근론

(Integrationist Approach)은 포괄적 보호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의무에는 계약상 의무도

포함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계약상의 의무 위반을 판단할 때에는 투자유치국의 국내

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보는 학설이다.22) 이를 달리 말하자면, 포괄적 보호조항으로 계약

의무 위반을 다툴 경우, 형식적으로 본 청구는 국제적 의무의 위반을 다투는 것에 해당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약의무 위반을 다투는 것이 된다.

다음으로 제한적 해석론(Restrictionist Interpretation Approach)에 따르면, 포괄적

보호조항으로 계약상 의무 위반을 다툴 수 있게 되면 결과적으로 계약청구를 조약청구

로 “격상(elevate)”하는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포괄적 보호조항으로 계약상 의무를 보

호할 수 없다. 이 입장을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중재판정례로는 SGS v Pakistan이 있

다.23)

세 번째 학설인 주권적 성질론(Sovereign Nature Approach)은 계약상의 의무도 포

괄적 보호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 계약상의 의무가 국가의 주권적 행

위로 인하여 위반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다.24) 이 입장을 취하고 있는 대

표적인 중재판정례로는 El Paso v Argentina이25) 있다.

21) James Crawford, “Treaty and Contract in Investment Arbitration,” Arbitration
International, vol. 24 no. 3 (2008), pp. 367-368. 반면 두 가지 학설의 대립으로 보고 있는 경
우도 있다 (박민아ㆍ한지희, “포괄적 보호조항(Umbrella Clause)의 주요쟁점과 해결을 위한 제
언,” 『법학연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통권 제47호 (2010), 313면).

22) 이 학설을 지지하고 있는 투자중재 판정례로는 SGS Société Générale de Surveillance SA v
Philippines, ICSID Case No ARB/02/6, Decision on Objections to Jurisdiction and Separate
Declaration (29 January 2004), para. 128; MTD Equity Sdn. Bhd. and MTD Chile S.A. v.
Chile, ICSID Case No. ARB/01/7, Award (25 May 2004), para. 188; Continental Casualty
Company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3/9, Award (5 September 2008),
para. 298; Joseph Charles Lemire v. Ukraine, ICSID Case No. ARB/06/18, Decision on
Jurisdiction and Liability (14 January 2010), para. 498; Ioan M icula, Viorel M icula, S.C.
European Food S.A, S.C. Starmill S.R.L. and S.C. Multipack S.R.L. v. Romania, ICSID
Case No. ARB/05/20, Final Award (11 December 2013), paras. 416-418; CMS Gas
Transmission Co.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1/8, Decision of the ad
hoc Committee on the Application for Annulment of the Argentine Republic (25 September
2007), para. 96이 있다.

23) SGS Société Générale de Surveillance SA v Pakistan, ICSID Case No ARB/01/13,
Decision on Objections to Jurisdiction (6 August 2003), para. 165.

24) 이 주권적 성질론은 포괄적 보호조항의 맥락에서만 국가의 주권적 행위를 요하는 학설로서,
상기 조약청구⋅계약청구를 구별하기 위해 제시되고 있는 주권행위설과는 다른 학설이다.

25) El Paso Energy International Company v The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3/15, Decision on Jurisdiction (27 April 2006), para.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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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학설인 격상론(Elevating Approach)은 계약상의 의무는 포괄적 보호조항의

범위에 포함될 뿐 아니라, 중재판정부는 이에 대해 국제투자법을 포함한 국제법을 적용

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는 학설이다. 이 학설을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중재판정례는 Noble Ventures v Romania이다.26)

(2) 소결

포괄적 보호조항의 성질을 판단할 때 크게 두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첫 번째 요소는 포괄적 보호조항의 문언이다. 만약 포괄적 보호조항이 “각 체

약국은 [...] 모든 의무를 준수한다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observe any

obligations [...])”27)와 같은 문언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여기서 말하는 의무에 계약상

의무를 배제하는 것은 문언적 해석의 원칙에 반할 것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 요소는 포

괄적 보호조항에 의한 청구와 타 조약청구와의 관계이다. 포괄적 보호의무 이외의 조약

청구의 경우 주권행위설에 따라 그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조치가 주권적인

행위이어야 하는데, 만약 포괄적 보호의무에 대해서도 주권적 행위를 요하게 될 경우

타 조약청구와의 구별실익이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포괄적

보호조항은 통합론적 접근론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III. 조약청구⋅계약청구의 구별을 위한 이론의 적용

아래에서는 중재판정부들이 간소화된 3중 동일성 기준설과 주권행위설을 적용하는

방식을 국제투자법상의 쟁점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간소화된 3중 동일성 기준설이 문제

되는 쟁점으로는 법정선택조항과 포괄적 보호조항과 계약의 당사자 문제가 있다. 주권

행위설의 경우에는 국영기업이 계약당사자일 경우의 귀속성 공정하고 공평한 의무 및

수용에서의 주권적 행위 등이 문제된다.

1. 간소화된 3중 동일성 기준설의 적용

(1) 법정선택조항

법정선택조항(forum selection clause)은 중복제소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계약과

26) Noble Ventures, Inc. v. Romania, ICSID Case No. ARB/01/11, Award (12 October 2005),
paras. 54-55.

27) Article 10(1) of the Energy Charter Treaty (Energy Charter Secretariat, The International
Energy Charter and Consolidated Energy Charter Treaty, with Related Documents (2015),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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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A 모두에서 찾을 수 있다. 계약에 법정선택조항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과 관련

된 분쟁을 계약에서 지정하고 있는 분쟁해결기관에만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8) 계

약 당사자들은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원 외에도 국제상사중재와 같은 사법절차를 법정선

택조항에서 지정하고 있다. 반면 IIA상의 법정선택조항은 분쟁해결조항에 명시된 여러

분쟁해결수단 중 하나를 선택할 경우 그 선택을 번복하고 다른 분쟁해결수단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29)

이 두 가지 종류의 법정선택조항과 관련하여 조약청구도 계약과 관련된 분쟁인 이

상 중재판정부가 계약상의 법정선택조항의 구속을 받아 조약청구를 각하해야 하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Vivendi I ,30) Azuriz v Argentina,31) Impregilo v Pakistan과32) 같

은 대표적인 중재판정례에서는 계약청구와 조약청구가 간소화된 3중 동일성 이론에 따

라 구분될 수 있는 이상, 계약상의 법정선택조항은 조약청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입

장에 있다. 이와 같은 중재판정부들의 입장은 외국인투자자가 계약 내 법정선택조항과

상관없이 먼저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국내법원에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확인된다.33)

법정선택조항과 관련하여 간소화된 3중 동일성 기준설을 채택할 경우 조약청구와

계약청구는 항상 그 법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청구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그 어떠한 경우에도 IIA상의 법정선택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되

기 때문에 이 조항이 사문화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2) 포괄적 보호조항과 계약의 당사자

다음으로 당사자의 동일성 여부와 관련하여 포괄적 보호조항에서 현지법인 또는 국

영기업이 계약당사자인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자가 포괄적 보호조항 위반을 주장할 수 있

는지가 문제된다. 달리 말하자면 분쟁 당사자와 계약 당사자가 다른 경우에도 외국인투

자자가 계약상 의무위반을 포괄적 보호조항의 위반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

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포괄적 보호조항의 문언형태를 보면 의무

28) Gary Born,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Forum Selection Agreements: Drafting and
Enforcing, 5th ed., Kluwer Law International (2016), ch. 2 para. 3.

29) M .C.I . Power Group, L.C. and New Turbine, Inc. v. Republic of Ecuador, ICSID Case
No. ARB/03/6, Award (31 July 2007), para. 181.

30) Compañía de Aguas del Aconquija SA and Vivendi Universal SA v Argentina, ICSID
Case No ARB/97/3, Decision on Annulment (3 July 2002), para. 101.

31) Azurix Corporation v Argentina, ICSID Case No ARB/01/12, Decision on Jurisdiction (8
December 2003), para. 76.

32) Impregilo SpA v Pakistan, ICSID Case No ARB/03/3, Decision on Jurisdiction (22 April
2005), paras. 286-287.

33) CMS Gas Transmission Company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1/8,
Decision on Objections to Jurisdiction (17 July 2003), para.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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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자가 국가이고, 국가가 부담하는 의무가 외국인투자자 또는 그의 투자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준수할 것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34)

많은 경우 외국인투자자가 주식 등의 방법으로 현지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IIA에서는 이러한 주식의 보유도 보호 받는 투자의 범위에 포함시키

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 또는 지점도 투자로 보고 있다.35) 이에 따라 현지법인이 계약

당사자로 있는 계약상의 의무도 포괄적 보호조항상의 ‘투자에 관한 의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계약의 당사자가 국영기업인 경우에는 현지법인이 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와

는 달리 그 계약상의 의무를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이는 국영기업과 정

부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포괄적 보호조항에서 의무자가 IIA의

체약 당사국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때 국가책임법상의 귀속성을 적용하여 국영

기업의 계약의무 위반행위도 투자유치국에 귀속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36) 하지

만 통합론적 접근에 따라 포괄적 보호조항의 성질이 실질적으로 계약청구에 해당하고,

계약청구의 적용법은 국제법이 아닌 국내법이란 점을 감안하였을 때, 계약청구에 대하

여 귀속성 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37) 오히려 국영기업의 행

위를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고, 오히려 국내법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

부를 판단한 다음에야 국제법이 개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귀속성을 검토할 여지가 없

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2. 주권행위설의 적용

(1) 국영기업과 귀속성

중재판정부가 본안판단에서 주권행위설을 적용하여 문제되는 행위의 성질을 검토하

34) 예를 들어 필리핀-스위스 BIT(1999.04.23. 발효)의 포괄적 보호조항(제10조 2항)은 다음과 규
정하고 있다.
“각 체약 당사국은 그 영토 내에서 다른 체약 당사국의 투자자가 행한 특정 투자와 관련하여
부담한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observe any obligation
it has assumed with regard to specific investments in its territory by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35) 한중 FTA (2015.12.20. 발표) 제12.1조에도 기업과 기업의 지점, 그리고 주식의 보유를 투자
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

36)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중재판정례로는 Nykomb Synergetics Technology Holding AB
v. The Republic of Latvia, ad hoc Tribunal (SCC), Arbitral Award (16 December 2003), p.
31; Noble Ventures Inc. v. Romania, ICSID Case No. ARB/01/11, Award (12 October
2005), para. 86; Bosh International Incorporated and B&P Ltd Foreign Investments
Enterprise v Ukraine, ICSID Case No ARB/08/11, Award (22 October 2012), para. 246이
있다.

37) 이러한 입장은 EDF v Romania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DF (Services) Ltd v Romania,
ICSID Case No ARB/05/13, Award (2 October 2009), paras. 31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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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앞서 국영기업이 계약의 당사자였을 경우에 국영기업의 행위가 투자유치국에 귀속

될 수 있는지 여부(attribution)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때 주로 논의되고 있는 국가책

임법상의 귀속성 유형으로는 i) 국가기관인 경우,38) ii) 국내법의 위임으로 정부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39) iii)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시⋅통제하는 경우가40) 있다.

중재판정부들은 국영기업의 행위가 정부에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철저한 심사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세 가지 귀속성 유형을 순서에 따라 적용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41) 또한 귀속성은 행위별로 판단되기 때문에,42) 특히 국내법 위임의

경우에 설사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에 국영기업에 권한을 위임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하

더라도, 국영기업의 계약위반행위가 수임된 사항과 관련이 없다면 귀속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부의 지시⋅통제가 있는 경우에는 귀속성을 인정하기 위해

서는 행위의 주권적 성질이 인정될 필요는 없지만, 일단 귀속성이 인정된 후에는 다시

주권행위설에 따라 귀속된 행위에 주권적 성질이 인정되어야 조약상의 의무 위반이 있

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결론이 같다.

(2)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주권행위

귀속성이 인정된다면, 다음으로 계약과 관련하여 본안에서 주로 주장되는 의무의

위반인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 이하 FET) 의무와 수용

(expropriation)을 결정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자는 정당한 기대(legitimate

expectations)를 보호 받을 수 있는데, 이 기대는 외국인투자자가 투자할 당시에 투자유

치국이 제시한 조건을 기반으로 하고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야 한

다.43) 특히 외국인투자자는 정당한 기대라는 미명하에 사업상 리스크에 따른 손해까지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44)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사건에서는 정부 또는 국

38) 국가기관의 귀속성은 ‘국제적으로 위법한 행위에 관한 국가책임초안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이하 국가책임초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가책임초안, supra note 18, p. 26).

39) 정부권력의 위임은 국가책임초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40) 정부의 지시⋅통제를 받는 것은 국가책임초안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41) 예를 들어 Waste Management II , supra note 19, para. 75; F-W Oil v Trinidad and
Tobago, supra note 14, para. 203; Helnan International Hotels AS v Egypt, ICSID Case
No ARB/05/19, Decision of the Tribunal on Objection to Jurisdiction (17 October 2006),
paras. 92-93; Jan de Nul N.V. and Dredging International N.V. v. Arab Republic of
Egypt, ICSID Case No. ARB/04/13, Award (6 November 2008), para. 157 등이 있다.

42) Bayindir Insaat Turizm Ticaret ve Sanayi A.Ş. v Pakistan, ICSID Case No ARB/03/29,
Award (24 August 2009), paras. 125, 128-129; Gustav F W Hamester GmbH & Co KG v
Republic of Ghana, ICSID Case No. ARB/07/24, Award (18 June 2010), para. 197.

43) LG&E Energy Corp., LG&E Capital Corp. and LG&E International Inc.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2/1 (hereinafter LG&E v Argentina), Decision on
Liability (3 October 2006), para. 130.

44) National Grid Public Limited Company v Argentina, Case 1:09-cv-00248-RBW
(hereinafter National Grid v Argentina), Award (3 November 2008), para.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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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업이 계약에 따른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외국인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

린 것이라고 외국인투자자가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상당수의 중재판정부들은 정부 또

는 국영기업의 미지급 행위는 일반적인 계약당사자가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오히려 국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45)

(3) 수용과 주권행위

수용의 경우에도 계약도 수용될 수 있는지, 수용의 대상이라면 그 수용방식이 무엇

인지가 문제된다. 계약은 실체가 없는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토지와 같은 방식으로 수용

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계약상의 권리가 자산으로서 가치를 완전히 잃었을 경우에

는 수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46) 그렇다면 계약의 수용은 권원(title)의 이전을 요하는 직

접수용의 대상보다는 간섭수용의 대상으로 생각되겠지만,47) 일부 중재판정부에서는 직

접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48)

IV. 결론: 조약청구⋅계약청구의 구별과 포괄적 보호조항

상기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중재판정부들은 계약청구와 조약청구를 구분해야 한다

는 것에는 동의하만, 구분하는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판정이 일관적이지

않다. 일례로 조약청구를 인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주권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 포괄적 보호조항의 적용을 위해서도 국가의 주권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볼

경우에는 포괄적 보호조항의 청구가 타 조약청구와 별개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

또한 중재판정부 간에 포괄적 보호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계약상 의무의 인적 범위나 귀

속성과 같은 부분의 논의에서 아직까지 상당한 시각 차를 보이고 있는 것도 국제투자법

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간소화된 3중 동일성 기준설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법정선택조항이 제 역할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사실상 같은 청구

에 대해 투자중재판정부와 국내법원이 상반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도 문

제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보호조항이 그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간

소화된 3중 동일성 기준설과 주권행위설을 다른 조약청구와는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아직 포괄적 보호조항의 성질에 대해서 학설의 대립이 있지

45) 일례로 Impregilo S.p.A.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7/17, Award (21
June 2011), para. 294.

46) Waste Management II , supra note 19, para. 145.
47) Impregilo v Pakistan, supra note 32, para. 274.
48) Electrabel S.A. v Hungary, ICSID Case No. ARB/07/19, Decision on Jurisdiction,
Applicable Law and Liability (30 November 2012), para.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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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형식적으로 조약청구에 해당하더라도 그 실질은 계약청구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 이 학설에 따를 경우 포괄적 보호조항과 계약청구는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국제투자협정상의 법정선택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되어 그 형해화를 방지

할 수 있다. 또한 타 조약청구와는 달리 포괄적 보호조항을 위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가의 상업적 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권행위설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국제투자법이 파편화되어 있다는 점으로 인하여

이 논문에서 제시한 간소화된 3중 동일성 기준설과 주권행위설을 통한 해결에도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국제투자협정에 포괄적 보호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

을 수도 있는 경우처럼 국제투자협정마다 조금씩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포괄적 보호

조항과 타 조약청구와의 관계 정립을 통하여 논의된 간소화된 3중 동일성 기준설과 주

권행위설의 근간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투자중재의 예측가능성

향상을 위해서 설사 포괄적 보호조항이나 법정선택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간소화된 3중

동일성 기준설과 주권행위설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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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협정의 예외조항 연구

-규제권한과의 균형을 위한 예외조항 모색-

김보연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Ⅰ. 서론

2018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제투자협정 체결건수는 3,300건을 상회한다.1) 많은 국가들

이 국제투자협정을 체결하여 투자를 보호하고 유치하고자 한다. 그러나 국제투자협정의 양

적 확대가 협정 체제에 대한 만족도를 반영하지 않는 바, 대표적인 쟁점으로 국내규제 위축

(Regulatory Chill)이 있다.2) 투자유치국이 투자유치를 위해 공공정책 분야에서 규제수준을

자발적으로 낮추거나3), 투자유치국이 투자분쟁에 제소될 것을 우려하여 적극적 규제조치가

요구되더라도 소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현상을 의미한다.4) 이 문제는 투자유치국의 규제조치

가 투자보호 의무에 위배되는 경우에 투자유치국의 정당한 규제조치를 확보할 방안이 국제

투자협정 내에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데 기인하고 있다.

국제투자협정은 투자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최근 체결된 국제투자협정에서는

투자보호와 규제권한의 균형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여러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논문

은 특히 최근 국제투자협정에서 투자보호와 규제권한간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예외조항들이

의미 있는 실행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기존 국제투자협정의 예외조항의 해석

상 한계와 관련 실행을 검토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국제투자협정에서 새로운 ‘일반화’된 예

외조항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국제투자협정의 불균형과 규제권한 문제

* 이 발표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국제투자협정의 예외조항 연구-규제권한과의 균형을 위한 예외
조항 모색-(서울대학교, 2018년 2월)을 요약 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1) UNCTAD 웹사이트, <http://investmentpolicyhub.unctad.org/IIA> (검색일: 2018년 2월 12일) 참조.
2) Regulatory Chill을 일본문헌에서는 “規制の萎縮”이라고 번역한다. 일본 구글 (2017년 4월 3일 검
색) 참조. 국내 논문에서도 “chilling effect”를 “국가 규제권 행사에 대한 위축 효과”라고 소개하고
있다. 장승화, “한미 FTA 투자 관련 협상에서 나타난 몇 가지 쟁점에 관한 연구”, 『국제거래법연
구』 제15권 제2호 (2006), p. 21 참조. 이 논문은 이를 “규제위축”이라고 번역하려고 한다.

3) Christine Cote, A Chilling Effect?: The Impact of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on
National Regulatory Autonomy in the Areas of Health, Safety and the Environment, A Thesis
for Doctor of Philosophy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2014), pp. 20-21,
각주 21 참조.

4) Lone Wandahl Mouyal,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and the Right to Regulate: A Human
Rights Perspective (New York: Routledge, 2016), p. 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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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보호와 규제권한의 불균형

국제투자협정은 투자유치국에 대해 불균형한 내용과 구조로 형성되어있다. 우선, 1960년대

부터 1980년대까지 초기 국제투자협정 체결을 주도한 선진 자본수출국들은 투자보호에 초점

을 맞춘 조약으로 국제투자협정을 체결하였다. 선진국들은 관습국제법상 외국인 보호규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양자투자협정을 체결하여 투자보호에 관한 규범을 명확히 하고자 하

였다.5) Thunderbird v. Mexico 사건 개별의견에서 언급되었듯이 국제투자협정에서 투자보

호 의무를 강조한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주권적 권한 하에 있어 투자유치국

에 대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입장이라는 점에 근거한다.6)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유치국의 국

내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구조적 제약 하에 있기 때문에 강화된 투자보호를 필요로 한다.7)

일부 국제투자협정은 투자보호 뿐만 아니라 공공이익을 고려한 협정으로 발전하였다. 1980

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국제투자협정의 체결건수가 급증하였고8), 최근 국제투자협정은

투자자의 투자행위가 공중보건, 안전, 고용이나 환경보호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투자유치

국의 주권적 권한을 고려하는 협정으로 점차 발전하고 있다.9) 국제투자협정 전문(前文)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명시하고, 정부의 규제권한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는 데서 확인된

다.10)

그러나 아직 국제투자협정은 투자유치국의 다양한 정책적 관심사를 전반적으로 충분히 반

영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대부분의 양자투자협정에서는 공공이익에 관해 언급하지 않기 때

문에, 양자투자협정을 적용법규로 하여 투자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 중재판정부는 투자

보호 이외의 다른 의무를 고려하지 않았다.11) 투자유치국의 공공이익을 고려하는 구체적 조

항이 없다면 투자협정의 실체적 의무조항을 해석할 때 공공이익보다 투자보호를 우선하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양자투자협정에 의하면 투자유치국은 조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투

자자는 투자조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투자유치국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다.12) 즉 투자자는 투자보호의 전제(前提)로서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에 합치하여 투자를 해

야 한다는 의무만을 부담한다.13)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이 외국인 투자를 구체적으로 규율하

5) Barnali Choudhury,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as a Global Public Good”, Lewis & Clark
Law Review, Vol. 17 (Summer 2013), p. 486; Jeswald Salacuse, “BIT by BIT: the Growth of
Bilateral Treaties and Their Impact on Foreign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International Lawyers, Vol. 24, No. 3 (October 1990), p. 659 각각 참조.

6) International Thunderbird Gaming Corporation v. The United Mexican States, UNCITRAL,
Separate Opinion of Thomas Wälde (December 2005), para. 4 참조.

7) Ibid., para. 33 참조.
8)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7 (United Nations, 2017), p. 111, Figure Ⅲ.11 참조.
9) Patrick Juillard, “The Law fo International Investment: Can the Imbalance Be Redressed?”, Karl
P. Sauvant (ed.), Yearbook o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and Policy 2008-2009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 278 참조.

10) 2015 Korea-China FTA, Preamble; 2015 China-Australia FTA, Preamble; 2016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between Canada and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2016 CETA”), Preamble 각각 참조.

11) Yulia Levashova, “Public Interest Norms in the European International Investment Policy: A
Shattered Hope?”, European Company Law, Vol. 9, No. 2 (2012), p. 87 참조.

12) Ibid., p. 88 참조.
13) Giorgio Sacerdoti, “Investment Prote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Key Issues”, in Steffen
Hindelang & Markus Krajewski (eds.), Shifting Paradigm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p. 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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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면 투자유치국이 부담하는 투자보호 의무에 비해 투자유치국의 규제권한 행사의

허용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투자협정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 국제투자협정의 법적 흠결

그렇다면, 투자유치국의 규제권한이 국제투자협정에 반영되지 않은 결과 투자유치국의 공

공이익 보호와 관련하여 법적 흠결이 존재하는가? 만약 국제투자협정에 공공이익 보호에 관

한 법적 흠결이 있다면 현재의 국제투자협정 규정만으로 투자유치국이 투자보호의무에 위배

되는 특정한 규제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지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

국제법상 법적 흠결은 국제법의 법원(法源)인 법의 일반원칙 도입과정에서 논의되었고14),

1950년대 라우터팩트(Hersch Lauterpacht)와 율리우스 스톤(Julius Stone)의 논쟁에서 국제

법상 흠결과 재판불능(non-liquet) 선언가능성이 검토되었다.15) 특히 라우터팩트는 국제법이

완결된 체제라도 법 형성 과정이나 구체적인 법 적용 과정에서 법적 흠결이 확인될 수 있다

고 하였다. 먼저 입법 상 흠결이 있는 경우는 진정한 의미의 흠결로 보았다.16) 국제법에서는

조약언어의 불명확성, 관습국제법 형성의 어려움, 중앙집권기관의 부재로 인해 이러한 흠결

이 발생한다.17) 또한, 실정법에 근거한 판결이 해당 법의 전체적인 입법 목적에 비추어 불충

분한 것으로 간주되면 가상의 법적 흠결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18)

라우터팩트의 논의에 근거해 살펴볼 때 국제투자협정상 규제권한 문제는 법적 흠결로 볼

수 있다. 우선, 초기 국제투자협정 체결 당시 개발도상국들의 관심사였던 규제권한에 대한

고려가 협정에 반영되지 못하였고, 투자보호와 규제권한의 관계를 적절히 고려하기 위한 공

통된 해석 근거를 관습국제법이나 다른 국제협약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국

제투자협정별로 실체적 의무조항이 상이하게 규정되었고 실체적 의무조항 해석에 대해 국제

투자협정 참여자들이 서로 다른 입장이라는 점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는 국제투자

협정상 투자보호 의무에 관해 일관된 국가실행이나 법적 확신을 확인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

에 이에 관한 관습국제법의 형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19) 마지막으로, 중재판정부의

14)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제7판 (서울: 박영사, 2017), p. 59; Bin Cheng, Gener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s Applied by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p. 18-19 참조.

15) Hersch Lauterpacht, “Some Observations on the Prohibition of ‘Non Liquet’ and the
Completeness of the Law”, in Martii Koskenniemi (ed.),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Burlington: Ashgate, 2000); Julius Stone, “Non Liquet and the Function of Law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Martii Koskenniemi (ed.),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각각 참조.

16) Hersch Lauterpacht, The Function of Law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p. 79-84 참조.

17) Ibid.
18) Ibid., p. 87 참조. 
19) 국제투자규범에서 관습국제법 형성의 어려움은 대표적으로 수용 시 보상기준에 관한 선진국과 개
발도상국의 입장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자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에 기초한
관습국제법 형성을 부정하는 견해로서 Bernard Kishoiyian, “The Utility of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in the Formulation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Business, Vol. 14, No. 2 (Winter 1994) 참조. 반면, 거의 동일한 국제투자
협정을 통해 사실상 관습국제법이 형성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Andreas F. Lowenfeld,
“Investment Agreements and International Law”, Colombia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ol.
42 (2003-2004), pp. 128-1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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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정 해석 과정에서 규제권한의 허용범위에 관한 일관된 법리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흠결이 협정 해석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지도 않는다. 수많은 양자조약

과 지역조약으로 이루어진 국제투자협정에서는 어떤 경우에 투자유치국의 규제권한이 허용

되는지에 관한 통일된 접근법이 확인되지 않는다. 즉 개별 투자분쟁에 대한 중재판정부 판

정이 어떠한 상위의 법원칙이나 공통 규칙에 근거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국제법에는 선

례구속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20)

3. 최근 국제투자협정의 규제권한 문제

(1) 규제권한의 의미와 적용

국제투자협정에서 규제권한이란 “투자유치국이 보상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국제투자협정

상 의무를 이탈하여 규율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법적 권리”를 의미하며, 국가

의 일반적 규제능력보다는 협의(狹義)로 이해되었다.21) 그 동안 국제법상 규제권한은 간접

수용의 해석이론의 하나인 규제권한 이론, 그리고 국제법상 외국인 보호의무에 대한 예외사

유로 허용되는 규제권한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우선, 규제권한이론은 수용에 관한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5조의 해석과정에서 제시되었

다.22) 공공목적을 위한 재산권 침해라도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일반원칙이나,

규제권한이론에 의하면 국가의 규제조치가 공공목적을 위해 비차별적으로, 국제법에 합치하

여 취해졌다면 이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23) 공공안전이나 건강과 도

덕,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일반적인 규제권한은 주 정부에 속하였으며 이러한 규제권한에

따른 조치는 미 연방수정헌법 제5조의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다.24)

규제권한이론은 국제투자협정의 수용조항의 해석에도 반영되었다. 국제법상 수용이 적법

하기 위해서는 공공목적의 조치로서 비차별적이며,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25) 정당

20) Stephan W. Schill, The Multilateralization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p. 284 & 288-292 참조. 예컨대 NAFTA 제1136조 제1항과
ICSID 협약 제53조 제1항은 중재판정부의 판정이 당사자만 구속하며, 다른 분쟁에 대해서는 구속
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1) Aikaterini Titi, The Right to Regulate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Baden-Baden: Nomos,
2014), pp. 32-33 참조.

22) 미 연방수정헌법 제5조(U.S. Constitution, Fifth Amendment)는 “...사유재산이 정당한 보상 없이
공용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nor shall private property be taken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https://www.law.cornell.edu/constitution/fifth_amendment>(2017년 6월 5일 검색) 참조.

23) 권한용, 김윤일,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있어 간접수용 규정에 관한 법적 검토”, 『동아법
학』 제60호 (2013년 8월), p. 310 참조.

24) Ibid., pp. 311-312 참조. 이와 관련하여 미 연방대법원의 Pennsylvania Coal Co. v. Mahon 사건은
공익 목적의 국가의 규제조치가 재산권의 완전한 박탈에 이르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보상을
요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이 사건에서 Holmes 대법관은 “일반적 규칙에 의하면 재산권은
어느 정도는 규제될 수 있으나, 만약 그러한 규제가 지나치면 수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The
general rule at least is that while property may be regulated to a certain extent, if regulation
goes too far it will be recognized as a taking.)라고 언급하였다. Pennsylvania Coal Co. v.
Mahon, 260 U.S. 393, 415 참조.

25) Catherine Yanaca-Small, “Indirect Expropriation and the Right to Regulate”,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A Changing Landscape (OECD, 2005), pp. 43 & 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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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목표는 공공질서, 도덕, 건강의 세 가지 사유로 제한되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26), 관

습국제법상 정당한 규제목표를 위한 투자유치국 조치는 수용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을 필요

로 하지 않는다는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규제권한이론은 ‘공공복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취하는 규제조치’가 허용된다는 해석이론으로 이해되었다.27)

한편, 1961년 외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의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초안(Draft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juries to Aliens: “하버드

국가책임협약 초안”)에서 국가의 위법행위를 정당화하는 예외사유로 규제권한 행사의 필요

성이 검토되었다. 하버드 국가책임협약 초안 제1조에 의하면 외국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국

가의 작위나 부작위는 위법한 것으로 간주된다.28) 그러나 초안 제4조 제3항은 외국인에 대

한 위법행위를 정당화하는 예외사유로 그러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에 따라 공공질서, 건강,

혹은 도덕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 필요성을 제시했다.29) 초안 제10조 제5항에서도 “(...)권

한당국의 공공질서 건강 도덕유지 조치, (...), 국가의 통상적 법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

생한 외국인 재산의 보상 없는 수용이나 외국인 재산의 사용수익권의 박탈은 위법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30) 1965년 <미국대외관계법 리스테이트먼트> 제

2판에서도 제197조 제1항에서 국가귀속행위가 외국인에 손해를 발생시키더라도 공공질서,

안전, 건강유지, 혹은 국제기준에서 이탈하지 않는 국가의 법집행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행위라면 국제적 정의기준에서 이탈한 것이 아니라고 규정하였다.31)

(2) 국제투자협정의 과제로서의 규제권한

초기 국제투자협정은 외국인 투자자의 대우에 관한 규칙을 규정했지만 투자유치국이 투자

자에 대해 균형을 맞추는 조항(counterbalance)이나 투자자 권리에 대한 예외조항은 없었

다.32) 이처럼 투자유치국의 규제권한을 명시적으로 반영한 조약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중재

판정부가 어떤 해석방법을 취하는지에 따라 투자유치국의 규제권한 행사가 허용될 것인지

결정되는 법적 불확실성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공공정책에 대한 고려가

여러 방식으로 국제투자협정에 도입되었다.33) 이는 다수의 양자투자협정을 체결하고 해외투

26) Julien Chaisse, “Exploring the Confine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Domestic Health
Protection: Is a General Exceptions Clause a Forced Perspective?”, American Journal of Law
and Medicine (January 2013), p. 354 참조.

27) Jasper Krommendijk and John Morijn, “‘Proportional’ by What Measure(s)?: Balancing Investor
Interests and Human Rights by Way of Applying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in Investor-State
Arbitration”, in Pierre-Marie Dupuy et. al (eds.), Human Right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and Arbitr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 433 참조.

28) Louis B. Sohn & R.R Baxter,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juries to the Economic Interests
of Alien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55, No. 3 (July 1961), Article 1 참조.

29) Ibid., Article 4, para. 2 참조 (“The actual necessity of maintaining public order, health, or
morality in accordance with laws enacted for that purpose is a “sufficient justification” within
the meaning of sub-paragraph 1(a) and 1(b) of Article 3,…”).

30) Ibid., Article 10, para. 5 참조.
31)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of the Law, Second, Foreign Relations Law of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1965), Ch. 4, §197 참조.

32) Margie-Lys Jaime, “Relying Upon Parties’ Interpretation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Filling the Gap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Georgetow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46 (Fall 2014), p. 271 참조.

33) UNCTAD,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1995-2006: Trends in Investment Rulemaking (New
York and Geneva, 2007), pp. 141-1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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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적극 유치한 국가들이 공공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해당 공공정책의 투자협정상 의무위

반 가능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었기 때문이다.34) 안보, 공공질서, 건강, 안전, 천연자

원 보호, 문화적 다양성 보호, 금융건전성 규제 등을 위해 취한 투자유치국의 조치를 해외투

자 보호를 위해 지나치게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는 투자협정 참여자들의 인식 변화도 반영하

고 있다.35)

특히 국제투자분쟁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투자유치국의 다양한 규제조치가 투자분쟁의

대상이 되면서 규제권한 문제가 주된 쟁점이 되었다.36) 이에 따라 캐나다와 미국은 일부 중

재판정에서 투자유치국의 규제주권에 비해 투자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국제투자협정을

해석해 왔다는 우려를 반영하여 2004년과 2012년 두 차례 모델투자협정을 개편하였다. 구체

적으로, 투자협정의 목표로서 투자보호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언급하였으며, 수용(收

用)에 관해 상세하고 정교한 조항을 두었고,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보장하였으며, 공공정

책 예외조항을 두었다.37) 국제투자협정에서는 환경, 보건, 금융 등에서의 위기에 대응한 국

가의 적극적인 규제조치가 요구되는 한편 이러한 규제조치가 국제투자협정상 의무에 위배될

수 있는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투자유치국의 규제권한 보장과 투자자보호 간의 불균형 문

제는 양자 간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투자협정상 예외조항이 필요하다는 논의와 연결되어

있다.

Ⅲ. 현 국제투자협정상 예외조항의 한계

1. 일반국제법상 예외조항

일반국제법의 예외조항은 조약상 의무의 유연한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유연성 확보제도

(flexibility mechanism)의 하나이다. 즉 조약상 의무준수에 따른 비용이 의무를 준수하는 이

익을 초과하여 체약당사국의 광범위한 의무위반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의무범위를 조

정함으로써 조약을 이행하도록 한다.38) 조약당사국에게 조약체결로 인한 위험을 조정할 권

한을 부여함으로써 조약의 현실적응력을 높이는 안전장치다.39)

34) Ibid.
35) Ibid.
36)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6 (United Nations, 2017), pp. 104-106 참조. 투자자-국
가 분쟁해결절차에 제소하는 건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만 조약에 근거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가 72건 개시되었고, 1987년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알려진 투자분쟁 사건 제소건수
는 817건에 이르고 있다. Ibid.; “Number of Known Investor-State Cases Break 800 Mark”,
<http://investmentpolicyhub.unctad.org/News/Database/Archive/555> (2018년 3월 5일 검색) 참조.

37) Mavluda Sattorova, “Reassertion of Control and Contracting Parties’ Domestic Law Responses
to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Between Reform, Reticence and Resistance”, in Andreas
Kulick (ed.), Reassertion of Control over the Investment Treaty Regim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pp. 54-55; Paul Baker, “Legitimate Regulatory Interests:
Case Law and Developments in IIA Practice”, in Andreas Kulick (ed.), Reassertion of Control
over the Investment Treaty Regime, p. 231 각각 참조.

38) Laurence R. Helfer, “Flexibility in International Agreements”, in Jeffrey Dunoff & Mark A.
Pollack (eds.),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 State of the Ar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176 참조.

39) Ibid., p. 175 참조. 조약법상 유보나 종료도 이러한 유연성 확보제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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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제법상 예외조항은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체약당사국의 명시적 사전

합의로 조약에 도입된 것으로서, 일부 분야에 대한 조약상 의무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유형이다. 예컨대 1950년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관한 유럽협약(“유럽인권협약”), 1966년 시

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9년 미주인권협약에 공공위기 상황에서 인권보호의

무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40) 유럽인권협약 제15조 제1항과 같은 비상시 예

외조항(derogation clause)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전쟁이나 공공위기 시에 사태의 긴급

성이 요구하는 한도에서 국제법 하의 다른 의무와 불합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협

약 하의 의무에 위배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의미한다.41) 둘째는 조약에 명시적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의 기본적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약상 의무나 관습국제법상 의무

에도 불구하고 위반에 따른 책임이 배제되는 사유인 2001년 국제법위원회(ILC)의 국가책임

협약 초안의 긴급피난 항변이 있다.42) 긴급피난 항변은 통상적으로는 국제법에 위배되는 조

치이지만 긴급상황 조치가 국가의 본질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인 예외적인 상

황에서는 그러한 조치를 채택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간주한다.43)

2. WTO 협정상 일반적 예외조항

GATT와 GATS의 일반적 예외조항은 국가의 정당한 규제조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

로 활용되었다.44) WTO 패널과 항소기구는 국제교역질서 확립이라는 다자 목표와 회원국

일방의 정당한 규제권한 행사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일반적 예외조항의 해석론을

제시하였다.45) 일반국제법의 예외조항이 주로 국가의 본질적 이익보호에 관한 예외조항으로

원용된 반면, WTO 협정의 일반적 예외조항은 협정상 일반의무와 정당한 규제권한 사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입되었다.

WTO 협정의 일반적 예외조항은 우선, “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체약국이 다음의 조치

를 채택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여 GATT의

의무 전체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46) 둘째, 일반적 예외조항에서는 그러한 조치

40) Ed Bates, “Avoiding Legal Obligations Created by Human Rights Treatie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57, Issue 4 (October 2008), p. 753 참조.

41) 1950년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관한 유럽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제15조 제1항 참조.

42) 2001년 ILC 국가책임협약 초안 제25조 참조.
43) Ibid.
44) WTO 협정에서 명시적으로 ‘예외’라고 규정한 경우만을 검토하였다. 예외조항으로 명시된 경우 이
외에도 자유무역 원칙으로부터 이탈에 해당하면 사실상 예외조항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지의 논의
가 있으나 WTO 항소기구는 협정문 해석을 통해 예외조항을 추출하는 시도에 부정적이었다. Asif
H. Qureshi, Interpreting WTO Agreements: Problems and Perspectives, 2nd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pp. 148-157 참조.

45) 초기 GATT 패널은 GATT 제20조가 예외조항이므로 관련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입장이었던
반면, WTO 패널과 항소기구에서는 규제조치와 관련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조치국의 특
수한 정치 문화 사회상황에 비추어 대안적 조치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Cynthia C.
Galvez,““Necessity”, Investor Rights, and State Sovereignty for NAFTA Investment
Arbitration”,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46(2013), p. 155-156. GATT 판례로 United
States-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 Report by the Panel adopted on 7 November
1989, L/6439-36S/345, para. 5.26 참조. WTO 판례로서 Appellate Body Report, Brazil-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Retreaded Tyres, WT/DS332/AB/R (December 17, 2007), paras. 210-2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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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허용되는 정당한 정책목표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즉 GATT 제20조는 예외조항의 원용

을 정당화하는 구체적 사유로서 공중도덕 보호,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의 보호,

국내법 준수 확보, 천연자원의 보호 등 열 개의 예외사유를 열거하고 있다.47) GATS 제14조

도 일반적 예외조항을 원용하기 위한 정책목표로서 공중도덕이나 공공질서 보호,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보호 등 다섯 가지 사유를 열거하였다.48) 셋째, 일반적 예외조항에서

는 두문의 요건으로서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이 아닐 것,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을 가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49) 이처럼 WTO 협정의 일반적 예

외조항은 회원국의 정당한 정책목표를 고려하며, 정책목표와 구체적인 조치 사이에 필요성

혹은 관련성을 요구하고, 일반적 예외조항에 따른 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을 규

정하고 있다.50) WTO 패널과 항소기구에서는 WTO 협정의 일반의무와 예외조항에서 추구

하는 사회적 가치 간에 균형을 맞추어 해석하고 있다.51)

3. 국제투자협정상 예외조항 현황

국제투자협정에는 다양한 명칭과 형태의 예외조항이 있다. 일부 국제투자협정은 특정 분

야나 주제를 투자협정상 의무에서 배제하려는 취지로 ‘예외’나 ‘유보’와 같은 명칭의 조항을

두고 있다.52) 예외나 유보라는 표제의 조항은 일부 분야나 조치를 투자협정상 의무의 적용

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다.53) 또한, 공공정책 목표에 따라 취한 조치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비배제조치(Non-Precluded Measures) 조항이 있다. 이는 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투자보호의무의 적용을 제한하는 조항이다.54) 이 밖에도 2007년 한미 FTA 제11.12조처럼

체약당사국이 기존에 유지해 온 비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s)에 대해 투자협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조항도 있다.55) 최근 일부 국제투자협정에서 일반적

예외조항을 규정하기도 한다. WTO 협정의 부속협정인 GATT 제20조나 GATS 제14조의

일반적 예외조항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일반적 예외조항은 공공 목적의 규제조치에 대한 국

46) GATT 제20조는 국내 정책목표가 무역에 관한 약속에 우선할 수 있다는 관념을 반영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Petros C. Mavroidis, Trade in Goods: The GATT and the Other WTO Agreements
Regulating Trade in Good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 326 참조.

47) GATT 1994 협정 제20조. 최승환, 『국제경제법』제4판 (서울: 법영사, 2014), pp. 190-191 참조.
48) GATS 제14조 참조.
49) 최승환, 전게서, p. 191 참조.
50) GATT 제20조 및 GATS 제14조 참조.
51) Peter Van den Bossche and Werner Zdouc, The Law and Policy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ext, Cases and Materials, 3rd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 547;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Standards for Reformulated and
Conventional Gasoline, WT/DS2/AB/R (May 20, 1996), p. 18; Andrew D. Mitchell, Legal
Principles in WTO Disput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p. 195-200 참조.

52) Andrew Newcombe & Lluis Paradell, Law and Practice of Investment Treaties: Standards of
Treatment (Wolters Kluwer, 2009), p 482 참조.

53) Ibid. 예컨대, 2012 Canada-China BIT 제8조 예외조항은 최혜국대우(제5조), 내국민대우(제6조),
경영진 및 이사회(제7조) 등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54) William Burke-White & Andreas Von Staden, “Investment Protection in Extraordinary Times: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Non-Precluded Measures in Bilateral Treaties”,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48, Issue 2 (Winter 2008), p. 311 참조.

55) 2007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2007. 6. 30. 서명, 2012. 3. 15. 발효) 제11.12조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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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재량권 행사를 인정한다.56)

그러나 기존 국제투자협정에서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위한 조치를 보장하는 일반적 예

외조항을 규정한 경우는 많지 않다. 이는 첫째, 자본수출국과 자본수입국은 국제투자협정에

서 투자보호 의무의 규정방식, 그리고 예외조항을 둘 것인지 등의 문제에 관해 서로 다른

입장이었는데 초기 국제투자협정은 투자보호 의무를 포괄적으로(all-encompassing) 규정한

자본수출국의 투자협정모델을 기초로 체결되었기 때문이다.57) 둘째, 대체로 국제투자협정은

투자협정상 의무 전반에 관한 예외조항 대신에 주로 국가안보 예외조항 또는 비차별의무에

한정된 공공정책 예외조항을 규정하였기 때문이다.58) 즉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주제와 적용

되는 의무가 제한적이었다. 셋째, 국제투자협정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나 수용 조항에 대한

예외조항을 규정하지 않았고59), 일부 국제투자협정에서 공공복지 목표를 보호하기 위한 비

차별적인 규제조치가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해왔기 때문이다.60)

그러나 국제투자협정에 ‘일반화’된 예외조항을 두는 것은 중요하다. 그 이유는 우선, 투자

유치국의 규제권한이 어떠한 경우에 허용되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예외조항이 없다

면 투자보호의무와 투자유치국의 규제권한간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

문이다. 국제투자협정에서 규제권한의 허용수준은 실체적 의무조항의 해석, 그리고 규제권한

을 허용하는 구체적 조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게 되는데, 기존 국제투자협정에는

실체적 의무조항이 모호하게 규정되어왔다.61) 또한, 국제투자협정에서 예외조항의 구체적 형

태와 내용이 협정별, 그리고 실체적 의무별로 상이하여 규제권한의 허용범위에 관한 불명확

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4. 기존 국제투자협정의 예외조항 해석상 한계

기존 국제투자협정에서 투자유치국의 규제조치가 적절한 수준으로 보장되어왔는가? 국제

투자협정에서 관습국제법상 긴급피난 항변 및 국제투자협정상 예외조항을 구체적 사안에 적

용함으로써 투자유치국의 규제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가 아르헨티나 투자분쟁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다. 아르헨티나 투자분쟁 사건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한 아르헨티나가 취한

공공목적 규제조치가 국제투자협정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기존 국제투자협정의

56) UNCTAD, “Preserving Flexibility in IIAs: The Use of Reservations”, UNCTAD/ITE/IIT/2005/8,
UNCTAD Series on International Investment Policies for Development (May 2006), p. 7 참조.

57) Jeswald Salacuse, The Law of Investment Treaties, 2nd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p. 132 참조.

58) Burke-White & Von Staden, supra note 54, pp. 312-313, 318; Titi, supra note 21, pp. 126-127
각각 참조.

59) Titi, supra note 21, pp. 143-144, 149-150 참조.
60) 예컨대, 2009 ASEAN Common Investment Agreement 제14조 및 이에 대한 부속서 2; 2001년
Colombia Model BIT 제6조 제2항(c); 2012년 US Model BIT Annex B 제4항 등 참조.

61) 국제투자협정의 실체적 의무조항의 하나인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
에서 보듯이 실체적 의무조항은 추상적이고 간결한 표현으로 규정되어있다. FET의 규범적 내용에
대해 국가 간, 중재인들 간 견해가 합치하지 않는다. Caroline Henckels, Proportionality and
Deference in Investor-State Arbitration: Balancing Investment Protection and Regulatory
Aut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p. 70; Stephan W. Schill,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The Rule of Law, and Comparative Public Law”, in Stephan W. Schill
(ed.),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and Comparative Public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p. 151-159 각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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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조항은 본질적 안보이익 보호,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공공질서 유지를 예외사유로서

제시해왔다. 그러나 국제투자협정상 예외조항을 해석하면서 아르헨티나 투자분쟁 사건의 각

중재판정부는 예외조항과 긴급피난 항변의 관계를 각각 다른 해석방법에 입각하여 해석하였

고 그 결과 투자유치국의 조치가 허용되는지에 관한 판정이 서로 달라졌다.62)

우선, CMS 사건, Sempra 사건, Enron 사건 중재판정부는 관습국제법상 긴급피난 항변의

요건을 분석한 후 이를 본질적 안보에 관한 예외조항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하였다.63) 다

음으로 LG&E 사건 중재판정부는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국제투자협정상 예외조항을 우선

적용하고 해석하였다.64) 한편, CMS 사건 취소위원회에서는 국제투자협정의 예외조항과 긴

급피난 항변은 문언상 유사성은 있으나 기능상 차이가 있으므로 예외조항과 긴급피난 항변

의 관계와 적용순서를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65) 2008년 Continental

Casualty 사건은 조약상 예외조항과 긴급피난 항변의 차이를 명시적으로 검토하였을 뿐 아

니라, 특히 문제된 조치가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본질적 안보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인지를 검토함에 있어서 GATT 제20조의 해석에 관한 WTO 패널과 항소기구 판례를 참조

하였다.66)

이처럼 아르헨티나 투자분쟁 사건에서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같은 BIT의 예외조항을 해석

하면서도 서로 다른 해석방법론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해석상 비일관성 문제가 나타났다. 기

존 투자협정의 예외조항이나 긴급피난 항변의 해석만으로는 투자유치국과 투자자 모두에 대

해 안정된 투자보호체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01년 ILC 국가책임협약 초안 제25

조에 규정된 긴급피난 항변은 본질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일한 수단이며 다른 국가나

국제공동체의 본질적 이익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한다.67) 따라

서 국제투자협정상 기존 예외조항 해석을 통해 투자유치국의 규제권한이 적절한 수준으로

예측가능하게 보장받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Ⅳ. 국제투자협정의 예외조항 실행 분석

62) 이에 관해서는 Jurgen Kurtz, “Adjudging the Exceptional at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Security, Public Order and Financial Crisi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59 (April 2010); Christina Binder, “Changed Circumstances in Investment Law: Interfaces
between the Law of Treaties and the Law of State Responsibility with a Special Focus on the
Argentine Crisis”, in Christina Binder et. al (eds.)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for the 21st

Centu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등 참조.
63) CMS Gas Transmission Company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1/8, Award
(May 12, 2005), para. 374; Enron Corporation Ponderosa Assets, L.P .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1/3, Award (May 22, 2007), paras. 333-334; Sempra Energy
International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2/16, Award (September 28, 2007),
para. 376 (“The Treaty provision is inseparable from the customary law standard insofar as the
definition of necessity and the conditions for its operation are concerned, given that it is under
customary law that such elements have been defined.”) 참조.

64) LG&E Energy Corp. LG&E Capital Corp. LG&E International Inc.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2/1, Decision on Liability (October 3, 2006), paras. 205-206.

65) CMS Gas Transmission Company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1/8, Decision
of the Ad Hoc Committee on the Application for Annulment of the Argentine Republic
(September 25, 2007), paras. 133-134 참조.

66) Continental Casualty Company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3/9, Award
(September 5, 2008), paras. 193-195 참조.

67) ILC 국가책임협약 초안 제2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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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국제투자협정의 예외조항 실행

최근 국제투자협정에서 다양한 규제권한 확보방법이 확인되고 있다. 협정 전문에 건강이

나 환경에 대한 고려를 명시하는 방법, 투자협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방법, 공정하고 공

평한 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 FET) 조항이나 간접수용 조항을 명확히 하는 방

법 등이 있다.68) 한편, WTO 협정의 일반적 예외조항과 유사한 형태로 예외조항을 두는 경

우도 최근 국제투자협정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다.69) 특히 국제투자협정 예외조항에서 공공

정책 목표를 명시함으로써 투자보호와 규제권한을 균형 있게 규율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국제투자협정에서 일정한 범위의 규제권한을 인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가들

이 공감하고 있으나, 국제투자협정상 예외조항에 관한 실행은 국가별, 협정별로 다양하다.

국제투자협정에서 ‘허용되는 규제권한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 아직 국가들의 전반적 합의

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70)

구체적으로, UNCTAD에서 전 세계 국제투자협정을 데이터베이스로 정리한 Mapping of

IIA Contents를 기초로 2000년 이후 체결된 국제투자협정의 예외조항을 검토한 결과, 대표

적으로 본질적 안보에 관한 예외조항에 관해서도 양자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의 투자챕터

별로 상이한 명칭과 규정의 예외조항이 규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71) 다만, 최근 국제투자

협정에서는 본질적 안보이익 조치뿐 아니라 다른 공공목적의 예외사유를 함께 규정하는 양

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제투자협정의 예외조항 실행에서 안보와 공공질서를 투자유치국 규

제권한 행사의 핵심으로 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국제투자협정에서는 생명과 건강 보호,

공중도덕의 보호나 공공질서 유지, 환경보호, 국제수지 위기 시의 예외조치, 금융건전성 예

외조치, 문화산업에 관한 예외 등을 추가하여 투자유치국이 행사할 수 있는 예외조치의 범

주를 확장하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72)

68)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6, pp. 113-114 참조.
69) Ibid., p. 114, Table Ⅲ.7 참조. UNCTAD에 의하면, 1962년부터 2011년까지 체결된 국제투자협정
에서 조사된 1372개 협정 중에서 164개 협정에 일반적 예외조항이 도입된 반면, 2012년부터 2014년
체결된 국제투자협정에서 조사된 40개의 협정 중 23개 협정에 일반적 예외조항을 도입하고 있다.

70) 이에 관해 CJEU나 유럽인권법원, WTO 패널/항소기구에서는 사회정책, 환경이나 건강에 대한 위
험의 허용수준 같은 민감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서 규제목적의 정당성을 평가할 때 재량
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Henckels, supra note 61, pp. 49-53 참조.

71) 예를 들어, 2000 India-Philippines BIT 제12조 제2항은 적용법규(Applicable Laws) 조항에서 본질
적 안보 조치를 규정하는 반면, 2000 Mauritius-Singapore BIT 제11조는 금지와 제한(Prohibitions
and Restrictions) 조항에서 본질적 안보이익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예외조항이나 일반적
예외조항이라는 표제에서 본질적 안보조치, 공공질서 유지조치,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는 실행도 있다. UNCTAD, Mapping of IIA Content,
<http://investmentpolicyhub.unctad.org/IIA/mappedContent#iiaInnerMenu> 참조 (검색일: 2017년
12월 20일).

72) 예를 들어, GATT 제20조와 GATS 제14조의 일반적 예외조항 실행을 참조하여 공공정책 목표가
반영된 국제투자협정의 예로 2006년 Canada-Peru BIT 제10조, 2009년 Canada-Romania BIT 제12
조 등이 있다. 한편, WTO 협정의 일반적 예외조항과는 별개로 예외사유를 규정한 실행으로 2007
년 Azerbaijan-Hungary BIT 제13조에서 본질적 안보이익 조치, 금융건전성 예외와 국제수지 문제
해결을 위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UNCTAD, Mapping of IIA Content
<http://investmentpolicyhub.unctad.org/IIA/mappedContent#iiaInnerMenu>에 기초하여 필자가 협
정문을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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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예외조항 실행의 수렴가능성

국제투자협정에서 WTO 협정의 GATT 제20조나 GATS 제14조 같은 일반적 예외조항을

도입한 경우도 확인된다. 2004년 캐나다 모델투자협정 제10조는 7개항에 걸쳐 일반적 예외

조항을 규정했고, 이 조항에서는 GATT 제20조와 유사한 예외사유와 요건을 규정한 이외에

도(제10.1조), 금융건전성 조치(제10.2조), 금융통화정책이나 환율정책 관련 조치(제10.3조),

본질적 안보이익 보호조치(제10.4조), 비밀정보의 보호(제10.5조), 문화산업 투자에 대한 예외

(제10.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73) 캐나다는 모델투자협정에 기초하여 다수의 양자투자협정

에서 일반적 예외조항을 도입하였다.74)

또한, EU는 2016년 체결한 CETA 제28.3조에서 투자챕터에 적용되는 일반적 예외조항을

도입하였다.75) CETA 제28.3조 제1항에 의하면, 투자설립과 비차별의무와 관련하여 GATT

제20조가 이 협정으로 도입되어 협정의 일부를 이루게 된다. 또한, CETA 제28.3조 제2항에

의하면 투자설립과 비차별의무에 관하여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공중도덕의 보호나 공공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법 규정의

준수를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필요한 조치는

회원국 간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이거나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

법으로 적용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76)

이 밖에도 2015년 인도모델투자협정 제32조에서 GATT 제20조와 GATS 제14조의 예외

사유와 요건에 기초한 일반적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며,77) 일본도 2002년 이후 체결된 국제

투자협정에서 WTO 협정의 일반적 예외조항을 유추 적용하거나 직접 국제투자협정의 일부

로 도입하는 방식으로 예외조항의 범위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78) 한국은 양자투자협정에

서는 대체로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며79), 주로 최근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의 투자챕터에

서 GATT 제20조 혹은 GATS 제14조와 유사한 일반적 예외조항을 규정하고 있다.80) 구체

적 도입방법과 규정내용은 각 국의 국제투자협정별로 상이하다.

73) 캐나다 모델투자협정과 그 주해는 Celine Levesque & Andrew Newcombe, “3. Canada”, in
Chester Brown (ed.), Commentaries on Selected Model Investment Treat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p. 87-90 참조.

74) 이러한 양자투자협정의 예로 2009 Canada-Czech Republic BIT Article 9; 2012 Canada-China
BIT Article 33; 2013 Canada-Benin BIT Article 20; 2014 Canada-Cameroon BIT Article 17 등
참조.

75) 2016 CETA Article 28.3 참조.
76) 2016 CETA Article 28.3(2) 참조.
77) 2015년 인도모델투자협정 제32조 참조.
78) 2002 Agreement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Singapore for a New-Age Economic
Partnership, Article 83; 2007 Cambodia-Japan BIT Article 18 참조. 이에 대해서는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sigapore/jsepa.html >(2017년 10월 10일 검색);
Hamamoto Shotaro and Luke Nottage, “9. Japan”, in Chester Brown (ed.), Commentaries on
Selected Model Investment Treat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 370 각각 참조.

79) UNCTAD,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Navigator (2017년 9월 16일 검색) 참조. 일부
협정에서 공공정책 목표를 반영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바, 1964년 한국과 독일간 투자보장협정 부
속의정서 추가 제2조에서 비차별대우에 관한 구체적 예외조항을 두었고, 2002년 한국과 일본간 투
자보장협정 제16조에서 안보상 예외, 생명이나 건강보호조치, 공공질서 유지조치에 관한 예외조항
을 두었다.

80) 2009년 한국-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8조; 2014년 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 제22.1조 제3
항; 2014년 한국-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제21.1조 제2항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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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상이한 조약실행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제투자협정에서 공통적으로 규제권

한에 관한 고려가 예외조항 형태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2000년 이후

국제투자협정의 예외조항에서는 주로 본질적 안보와 공공질서를 예외사유로 규정한 초기 국

제투자협정의 예외조항보다 넓은 범위의 정책목표를 위한 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이러

한 예외조항에서는 허용되는 정당한 정책목표와 예외조항 행사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

로써 투자보호의무와의 관계에서 허용되는 규제권한 행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투자유치국에게 허용되는 규제권한 행사 범위를 합의가능한 적절한 형태

의 예외조항을 통해 제시한다면 국제투자협정의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국가 별로 상이한

규제권한에 관한 실행이 점차 수렴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제투자협정에서 투자보호와 규

제권한 확보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Ⅴ. ‘일반화’된 예외조항의 모델조항

1. ‘일반화’된 예외조항의 필요성

기존 국제투자협정에서 예외조항에 관한 다양한 실행이 확인되지만, 대부분의 예외조항에

서 투자유치국의 규제권한 행사의 허용범위는 제한적이고 불명확했다. 기존 양자투자협정의

예외조항에서는 특정한 규제조치가 내국민대우나 최혜국대우 같은 일부 실체적 의무에 대해

서만 인정되었고, 혹은 안보와 공공질서 같은 일부 주제영역에 관해서만 허용되었다.81) 그러

나 최근 일부 투자분쟁 판례에서 수용조항, 내국민대우,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등 실체적 의

무조항과 관련하여 규제목적을 고려한 해석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82) 또한, 최근 여러 국제

투자협정 실행에서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보호, 법 규정의 준수확보, 공중도덕이나

공공질서의 유지, 고갈 가능한 천연자원의 보전과 환경보호 등을 허용되는 정책목표로서 규

정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83) 국제투자협정의 여러 예외조항 실행의 공통부분을 종합하

여 국제투자협정에서 허용되는 규제권한의 허용범위를 ‘일반화’된 예외조항을 통해 제시한다

면 투자보호와 규제권한의 관계에 관한 기존 협정의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모델조항의 제시

예외조항의 모델조항은 기존 예외조항에서 고려된 요소인 정당한 정책목표, 예외조항의

남용방지요건, 적용범위, 절차적 요건 등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될 수 있다.

81) 전자의 예는 2007년 한미 FTA 제11.12조로 기존 비합치조치에 대해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이
행요건,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자의 예는 1991년
US-Argentina BIT 제11조 참조.

82) 내국민대우와 관련하여 규제목적을 고려한 판례로는 S.D. Myers Inc. v. Government of Canada,
UNCITRAL, Partial Award (November 13, 2000), paras. 246-250; Pope & Talbot Inc. v.
Government of Canada, Award on the Merits of Phase 2 (April 10, 2001), paras. 78-79 참조. 한
편, FET와 관련해 균형된 해석을 강조한 판례는 Saluka Investment B.V. v. Czech Republic,
UNCITRAL, Partial Award (March 17, 2006), paras. 300-306 참조. 또한, 간접수용 조치와 관련해
규제권한이론을 적용한 판례는 Philip Morris Brands Sàrl, Philip Morris Products S.A. and
Abal Hermanos S.A. v. Oriental Republic of Uruguay, ICSID Case No. ARB/10/7, Award (July
8, 2016), paras. 286-299 참조.

83) 전게각주 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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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1항은 본질적 안보이익에 관한 예외로서, 투자보호의무 전반에 대해 허용되는 조

치를 규정한다. 기존 국제투자협정의 예외조항에서 본질적 안보이익이 정의되지 않은 문제

를 감안하여84), 제1항은 이 예외조항의 허용범위를 전시, 무력충돌 시, 그 밖의 국제관계의

위기상황이라는 세 가지 상황으로 제한하여 규정했다. 또한, 모델조항에서는 기존 국제투자

협정의 예외조항과 달리 본질적 안보이익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를 구분하여 제1항에서는 본

질적 안보이익 조치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공공질서 등의 예외사유를 규정하였다.

둘째, 제2항은 투자유치국이 추구하는 정당한 정책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허용

하는 예외조항이다. 제2항에서는 공중도덕과 공중안전 보호, 공공질서 유지, 생명과 건강보

호, 국내법 준수, 환경보호 또는 천연자원 보전 등 투자유치국의 여러 공공정책 목표와 관련

되는 만큼 구체적으로 적용요건을 제시하였다. 즉, 이러한 정책목표를 위해 필요하거나 관련

된 조치이어야 하고, 투자나 투자자간에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혹은 국제무역이나 투자

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최근

국제투자협정에서 GATT나 GATS의 일반적 예외조항을 반영한 예외조항 실행이 나타나고

84) 예컨대, 본질적 안보이익을 사안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안보나 자연재해, 해상안전 등 여러 주제
영역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ILC,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with Commentaries, 2001, Article 25 참조. 관련 국제 판례로는
Gabcikovo-Nagymaros Project(Hungary/Slovakia), Judgment, I .C.J . Reports 1997, para. 53; Oil
P latforms (Islamic Republic of Iran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I .C.J . Reports
2003, para. 73 참조.

Exceptions for Regulatory Powers

1.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 from taking any

action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in times of war

or armed conflict, or other emergency in international relations.

2. Subject to the requirement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 manner that

would constitute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investments or

between investors,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or investment,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enforcing or maintaining any measures:

(a) necessary to protect public security or public morals or to maintain public order;

(b)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c) necessary to ensure compli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that are not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or

(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or the conservation of living or

non-living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3.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enforcing measures relating to financial services for prudential reasons.

4.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non-discriminatory measures of general

application by a central bank or monetary authority in pursuit of monetary and

related credit policies or exchange rat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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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일반적 예외조항이 부재하더라도 규제목적을 고려한 실체적 의무조항 해석이 일부

투자분쟁 판례에서 제시되었음을 고려한 것이다.

셋째, 제3항은 금융건전성 조치에 관한 예외조항이다. 금융건전성에 관한 예외는 2012년

미국 모델투자협정 제20조, 2004년 캐나다 모델조항 제10조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기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각 국의 금융감독 및 위기에 대한 대응조치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예외조항을 규정하였다.

넷째, 제4항은 투자유치국의 중앙은행이나 금융당국이 적용하는 비차별적인 조치로서 통

화정책, 신용정책, 환율정책을 추구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예외조항이다. 투자유치국의 통화

정책이나 신용정책을 추구하는 조치에는 투자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러

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을 투자유치국이 입증하면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Ⅵ. 결론

기존 국제투자협정은 투자보호 의무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투자유치국에 대해 불균형

한 구조와 내용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또한 국제투자협정의 예외조항이 일반화된 형태로 존

재하지 않았고 중재판정부의 해석을 통해서도 규제권한의 허용범위에 관한 불명확성이 해소

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국제투자협정은 투자유치국의 공공이익을 위한 규제권한 행사를

반영한 조약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국제투자협정의 예외조항에서 규

제권한의 허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향후 투자분쟁에서 투자유치국 규제권한 범위

에 관한 해석상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주로 자유무역협정의 투자챕터에서 일반적 예외조항을 규정하였고 양자투자협정에

서는 예외조항을 도입한 경우가 많지 않았다. 최근 국제투자협정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들의

예외조항 실행에서 투자보호와 규제권한을 균형 있게 모색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도 국

제투자협정 체결 시 규제권한의 허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일반화’된 예외조항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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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증거”에 대한 WTO법리 비판적 고찰

손 지 영

이화여자대학교 WTO톻상법률센터 선임연구원

I. 서론

  2017년 10월 우리나라의 일본 후쿠시마 등 8개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기구의 패널 절차 결과가 한국에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국내 소비자들

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식품의 위생 및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인간 및 동식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중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 방사능에 노출된 식품

이나 유전자조작식품, 기후변화, 화학물질의 사용과 같이, 현재의 과학이 완전히 그 위험성

을 증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후세대에 영향이 존재할 것이라는 추정이 있는 사안에 대

해서는 큰 불안감을 보이며, 이러한 문제는 국내정치에도 큰 영향을 준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인간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와 관련된 조치는 국내규정으로서 국가 주

권이 존중되는 내치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다. 또, 국제법이나 타 국가의 개입은 주권침해라

는 인식이 강하다. 통상의 자유를 추구하고, 국가들의 보호주의적 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고

자 하는 WTO는 이러한 주권국의 권리와 균형을 추구하고자 한다. 그런데 생명과 건강보호

와 관련된 국가의 통상 제재적 정책 및 조치는 보호주의적으로 남용되기 쉬운 영역이다. 그

러한 통상 제재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국가는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과학적 

증거를 원용하고자 하며 국제재판소는 해당 조치와 증거 간의 합리적인 관계가 성립되는 경

우 이를 국제법과 합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국내재판소뿐만 아니라, 국제재판소는 법을 적용하여 사안을 판단하는 기관이다. 즉, 판결

을 위해 적용되는 법원은 법이지 과학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혹은 인간 및 동식물

의 생명과 건강과 관련한 사안들에서 과학은 결정적 증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판관

은 법이 아닌 과학적 전문지식을 다루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문제는 법적 문제에 

과학적 이론을 적용할 때, 법학자들은 과학이 객관적이고 고정되어 있는 지식이라고 상정을 

하지만, 과학이론은 사실 인위적인 설정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위적인 설정을 객관

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여 법을 적용하면, 언제든지 그 설정이 바뀌게 되는 경우 다른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 법적 안정성에 저해된다. 이는 WTO의 체제에서는 반

덤핑협정이나 보조금협정에서의 통계의 기준 설정, TBT협정의 기술규정을 뒷받침하는 과

학적 근거, SPS협정의 식품안전을 위한 조치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 등이 이러한 인위

적 설정과 연관될 수 있다.

  또, 현재의 과학이 ‘현재의 최선의 과학’일 뿐, 완전하지 않다는 점이다. 온실가스 배출

량이 향후 기후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어느 정도로 미칠 것인지, 유전자조작식품을 섭취한 

인간이나 동물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고, 후세대에도 그 영향이 미치는지 여부, 방사능에 노

출된 식품이 현세대와 후세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방사능이 암을 유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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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치가 어느 수준인지 등에 대해 현재의 과학이 완전한 대답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소에서는 이러한 과학적 증거에 준하여 국가의 조치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야 하는 상황이다.

  과학적 증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환경,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통

상분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재판소와 법학자들은 법체계에서 과학

을 어떻게 다루고 어떠한 지위를 부여해야 할 것인지 재고해볼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본고는 과학적 증거를 다루는 WTO의 분쟁해결절차에서 과학을 어떠한 시각으로 다루어

야 할지 제시하고, 국제재판소에서 과학의 지위를 파악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국제재판소

의 판례들은 과학적 증거의 지위를 사건별로 판단하면서,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

하거나 신뢰할만한 출처로부터 나온 과학적 지식은 상당히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특

히, SPS협정에서 과학은 신뢰할 수 있고 객관성이 담보되는 판단기준으로 간주되어 왔으

며, 국가의 환경 혹은 보건 관련 조치들이 적법한 무역장벽인지 판단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과 과학의 관계, 재판소에서 과학의 지위, 과학적 증거를 다루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지침을 세우고 있지 못하고, 사건별로 임시방편적으로 과학적 증거를 다

루어 왔다.

 선행연구들은 과학의 내재적 성격을 바탕으로 법체계에서 어떻게 다루어야하는지의 문제 

보다는,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사전주의적 조치 적용 가능성, 사전주의적 조치의 합

치가능성, SPS협정상의 과학원칙과 위험평가, 국제기준, 사전주의의 성격과 법적지위 둥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다. 재판소에서 과학의 성격에 대해서 논하기보다는, SPS협정 

제5.7조의 사전주의적 조치의 적용요건으로서, ‘과학주의’패러다임 내의 사고 하에서 

‘과학적 불충분성’만을 그 기준으로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해왔다. 

그러나 본고는 현재의 과학이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모든 문제에 대해 완전

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불완전성 또한 갖고 있음을 인지하고, 재판소에서 과학적 근거로서 

어떻게 바라보고 다뤄야 할지 제3의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적용 가능한 법 및 심리기준

1. WTO분쟁해결절차에서 적용 가능한 법

  WTO는 자체의 분쟁해결절차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자기완결적 체제(self-contained 

regime)”를 채택하고 있으므로,1) WTO분쟁해결절차에서 적용 가능한 법은 좁게는 WTO

협정만이라는 견해가 있다.2) 즉, WTO설립협정, 부속되어 있는 다자간 협정들, ‘UR최종

의정서’및 ‘각료결정 및 선언’만이 적용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하고 있

는 국제통상 분쟁들이 여러 국제법 쟁점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쟁점들의 분쟁을 다루는 데 국제법 기본원칙과 법리가 WTO규범의 해석이나 직/간접적으로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3) 이와 관련하여,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

한 양해(DSU) 제3조 제2항은 조약해석에 관한 국제법의 일반원칙이 WTO의 대상협정의 

1) 이재민, 최근 WTO분쟁해결절차에서 확인된 국제법 기본원칙 및 법리, 국제법학회논집, 55(4), 
2010, p. 184.

2) 서은아,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적용가능한 법 간 충돌의 해결 –비WTO규범과의 충돌논의를 중심
으로-, 국제법학회논집, 61(2), 2016, P. 44.

3) 이재민, 전게논문, p.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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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적용됨을 확인하고 있다. 

  WTO설립협정인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은 제2조에서 WTO는 이 협정의 부속서

에 포함된 협정 및 관련 법적문서들이 회원국 간 통상 관계에 제도적인 틀을 제공한다고 밝

히고 있다. 또, 부속서 1, 2 및 3에 포함된 협정 및 관련 법적문서가 이에 포함됨을 구체적

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부속서 4의 경우 법적 구속력을 받을 것을 수락한 회원국에게 효력

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제2조는 WTO회원국에게 적용되는 법적 틀을 명시하고 있으

며, 이는 달리 표현하면,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회원국의 행위의 불합치 여부를 판

단하는 데 적용되는 규범들이다.

  또, 마라케쉬 협정 제16조에서는 “…기구의 결정 절차 및 통상적인 관행”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분쟁해결기구인 패널 및 상소기구의 법적지위에 대한 근거가 된다. 

즉, 회원국은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갖는다. 

  WTO규범은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여러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문서들 간

에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어떤 문서가 우선하는지 여부를 정해야 한다. 마라케쉬 협정 제

16조 제3항은 다른 부속되어 있는 다자협정 보다 마라케쉬협정이 우선한다고 위계를 분명

히 하고 있다. 또, 각 회원국이 자국의 법률 체계가 WTO의 규범에 합치되도록 해야 함을 

함께 명시하고 있다. 1994 GATT와 기타 부속되어 있는 다자간 협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다자간 협정이 우위에 놓인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WTO체제에서 WTO회원국이 법적 구속력을 받는 규정은 이 체제를 구성하

고 있는 마라케쉬 협정, 1994 GATT, 부속되어 있는 다자간 협정 및 기타 법적 문서들이

다. 그리고 이 문서들 간에 법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위계 서열은 마라케쉬 협정이 가장 

우위에 놓이며, 그 다음이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부속되어 있는 다자간 협정, 그리

고 마지막으로 1994 GATT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2. WTO분쟁해결절차의 심리기준

  일반적으로 심리기준(standard of review)이란 하급심의 판결을 상급심이 심사하는 경

우, 하급심의 판결을 어느 정도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의미한다.4) 

즉, 심리기준이란 “상급심이 하급심에게 인정한 존중(deference) 또는 재량권(discretion)

의 정도”, 혹은 “하급심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상급심의 개입(intrusiveness)또는 간섭

(invasiveness)의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사

실문제 및 법적 의미판단에 대한 하급심의 재량권의 범위가 결정되는 것이다. 심리기준은 

‘완전 존중’(total deference)기준과 ‘적극적 개입’(de novo review)기준으로 구분된

다. 

 WTO의 분쟁해결절차에서 심리기준(standard of review)이란 패널이나 상소기구가 회원

국의 국내 결정 또는 정책에 대한 검토를 의미한다.5) 즉, 회원국이 취한 무역규제조치가 

WTO의 규범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 패널이 적용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WTO체제

의 모든 협정 하에서 다뤄지는 분쟁에 적용 가능한 일반적 심리기준은 DSU 제11조에서 정

4) 이주영 외, SPS분쟁 해결에 적용 가능한 심사기준의 정립 가능성: Australia-Apples사건을 중심
으로, 무역연구, 9(6), 2013, p. 497. 

5) 장학수, WTO 보건 및 안정성 분쟁에서의 심리기준 결정, 통상법률, 2012(2), 2012,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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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 조항은 “패널은 분쟁의 사실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관련 대상협정의 

적용가능성 및 그 협정과의 합치성을 포함한 자신에 회부된 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소기구도 모든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심리기

준을 결정하는 조항이 DSU 제11조가 적절한 기준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WTO체제 내 협

정 중 반덤핑협정과 세이프가드 협정만이 해당협정에 적용될 수 있는 심사기준을 따로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여타의 협정들은 DSU 제11조가 일반적인 심리기준으로서 적용된다.

  SPS협정은 협정문 자체 내에 심리기준과 관련 있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DSU 제 

11조의 심리기준을 따르게 된다. EC-Hormones사건에서 상소기구도 DSU 제11조에 대하

여 해석하면서, 패널은 모든 분쟁은 제11조의 적용대상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조항이 

사실 확인 및 그 사실의 법률적 특성과 관련하여, 패널에게 적절한 심리기준을 상당히 간결

하지만 충분히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평하였다. 또, 적용 가능한 기준은 적극적 개입

(de novo)도 아닌 완전 존중(total deference)도 아닌,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objective assessment of the facts)”가 적용 가능한 심사기준이라고 하였다. 즉, 패널

은 회원국의 조사당국이 내린 사실판단을 적극적으로 재조사해서는 안되며, 그 권한 당국의 

결정을 무조건 수용해서도 안된다는 의미이다. 즉, DSU 제11조에 따라 패널은 회원국 권

한당국이 모든 관련 요소들을 평가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모든 관련 사실

들을 평가하고, 그러한 사실들이 어떻게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하였는지에 대한 적절한 해

석을 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해야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패널은 증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

입하여 새로운 심리를 하거나 자신의 판단을 권한당국의 판단으로 대체해서는 안된다.

3. “전문지식”의 지위: Sutherland Report

  정식 명칭이 “The Future of the WTO: Addressing institutional Challenges in the 

new millennium”인 Sutherland report는 의장을 Peter Sutherland로 하여 WTO의 출

범 10주년을 맞아 작성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총 9개의 장(chapter)에서 세계화와 통

상 자유화, 비차별의 침식, 주권, 정부간기구와의 일관성 및 조화, 투명성 및 시민사회와의 

대화, WTO의 분쟁해결체계, 의사결정과정, 정치적 강화 및 효율적 과정, 사무총장 및 사무

국의 역할에 대하여 WTO의 그 동안의 역할을 평가하는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서 제4장 “정부간 기구와의 일관성 및 조화(Coherence and coordination 

with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의 “D. Some Final Comments on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Horizontal Coordination”부분은 WTO체제가 외부 개입으로부터 

WTO규칙을 창조하고 해석하는 것을 보존하여, 수평적 조화(horizontal coordination)를 

이루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WTO의 분쟁해결체제는 그 특별한 성격 및 사법적 책임에서 

자기완비적이기 때문에, 기타 다른 조직과 협조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는 “사건별로

(case-by-case) 패널의 권리로 기타 국제기구에 정보를 구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6)라

고지적하면서, WTO분쟁해결체제의 자기완비적 성격이 외부와의 소통의 한계를 가져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타 정부간기구와의 협업 필요성을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전문지식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의 체제에서 패널이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지만, WTO의 사무총장 및 사무국이 주도하는 협업체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6) Sutherland report, para.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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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구체적인 기구로는 세계은행이나 IMF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기타 전문지식을 

구할 수 있는 국제기구와의 협의 필요성을 언급하여, 그 범위를 금융이나 개발 분야에만 국

한된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7) 따라서 ‘과학’도 전문지식의 일종으로서, WTO의 분쟁

해결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지식을 더욱 고양하기 위한 협의체가 필요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III. WTO의 과학적 증거에 대한 태도: SPS협정을 중심으로

  GATT 제XX조 (b)호를 모태로 하고 있는 SPS협정은 회원국들이 취한 인간 및 동식물

의 생명과 건강과 관련한 조치들이 무역 제한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SPS협

정은 회원국들이 취한 조치들이 과학적 정당성이 뒷받침되는 경우에 합치하는 것으로 인정

하고 있으며, 위험평가를 통하여 검토한다. 그런데 SPS협정은 제2.2조에서 (i) SPS조치가 

필수적인 범위에서만 적용되어야 하고, (ii) 과학적 원칙에 근거해야 하며, (iii) 충분한 과

학적 증거없이 유지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3조는 과학적 정당성에 대해 규

정하고 있고, 제5.1조에서는 SPS조치가 위험평가에 근거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 제

5.2조는 위험평가자가 가용한 과학적 증거를 기타 요소들과 함께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 것

이라고 하고 있다. 제5.7조는 관련된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사전주의적 조치를 취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WTO체제에서 반덤핑협정이나 보조금협정에서의 통계의 기준 설정, TBT협정의 기술규

정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 등이 “과학적 증거”와 관련될 수 있지만, 본고는 제5.7조에

서 사전주의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WTO의 분쟁해결기구가 과학을 어떻게 다루는지 관

찰이 용이한 SPS협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SPS협정 설립 협상사

국가들이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국의 필요에 따라 취

하는 각종 위생 및 검역조치는 주권적 사항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을 규율할 

수 있는 국제규범이 미비하다는 인식하에 SPS협정이 마련되었다. 1947 GATT체제에서는 

GATT 제XX조 (b)호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

도록 인정하였으나, 식품 및 위생조치에 대한 인식, 기준 및 조치의 형태가 국가마다 상이

하여, 보호주의적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식품 및 위생조치를 국제

적으로 조화(harmonization)시키고, 농산물 및 식품의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실질적으로 국

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국제규범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1986년부터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핵심의제에 농산물 무역분야가 포함되었고, 

농산물 등에 대한 위생·검역조치는 독자적인 협정으로 포함되었다. 농업협정은 제14조에

서 위생 및 검역규제에 대하여 별도의 협정으로 다루도록 하였고, 이는 ‘위생 및 검역조치

의 적용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이하 SPS협정)으로 체결되었다.

  한편, SPS협정 설립의 직접적 동기에 대하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 달성된 농업

부문의 무역자유화 성과가 보호주의적 SPS조치로 상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

7) Sutherland report, para.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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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GATT설립 이후, 1980년대, GATT 제20조와 ‘기술장벽협정”(Standards 

Code)등 기존의 GATT 규범이 식품위생 및 검역에 대한 기술적 문제를 다루기에 충분할 

정도로 구체적이거나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컨대, EC의 ‘제3국 육류 규제

법규(Third Country Meat Directive)’의 GATT규정 불합치 여부에 대하여,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 EC간 분쟁이 있었다. 이 분쟁은 일반적으로 기준이 엄격한 호주와 뉴질랜드의 

SPS조치에 대한 EC의 불만, 특정지역에 국한해 질병이 발발한 국가로부터 수입을 금지한 

미국의 조치에 대하여 EC의 이의 제기, 구제역으로 인한 육류 수출 제한에 대한 남미 국가

들의 불만 등 일련의 사건들을 배경으로 한다. 당시 GATT는 누적되는 SPS관련 분쟁을 효

과적으로 다루지 못해 규범력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이에 더해, 미국과 EC간 성장 호르몬 투여 쇠고기 수입 관련 길고도 치열한 분쟁이 SPS

협정 설립이 필요하다는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건

들을 바탕으로, UR협상에서는 미국과 유럽을 위시한 농업수출국(Cairns Group), 주요 농

업수입국(일본), 기술 장벽 협정에 오래 관여해온 국가(북유럽국) 등 다양한 국가들이 SPS

규율 신설 작업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협상은 농업협상그룹의 하위 분과에서 시작되었으

나, 애초부터 SPS관련 규율은 농업협정과는 질적으로 다른 규율이므로, 농업협정과 다른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대체적인 합의가 있었다.

  단, SPS관련 규정을 기술장벽 협정의 일부로 병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별개의 협정을 만드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협정의 초안 작성은 미국을 필두로 한 

여러 나라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호르몬 쇠고기 분쟁을 원형사

례로 다루어야 할 것임을 염두에 둔 협상가들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SPS협정에 어떠한 원칙

들이 포함되어야 할지에 대한 합의를 형성하게 되었다. 비차별 원칙, 국제 기준의 사용, 과

학적 기준, 동등성의 원칙, 투명성의 확보 등이 주요 예라 할 수 있다.

2. SPS협정 내 과학원칙 도입배경

  SPS협정의 협상 당시 논의의 초점은 국가로 수입되면서 해충이나 질병을 동반할 수 있는 

육류, 채소 등과 같은 농산물과 관련된 리스크였다. SPS협정에 과학원칙이라는 엄격한 요

건이 수용된 것도SPS협정이 TBT협정이나 GATT와 같이 광범위한 적용가능성을 갖는 것

이 아니라, 이와 같이 제한적인 적용범위만을 갖는 것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도쿄 

라운드의 TBT협정은 그 성질상 현재의 TBT협정과 SPS협정 양자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

치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국가들은 무역에 대한 장애로 

작용할 수 있는 제품 요건에 관하여 보다 엄격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보

다 정교한 조항을 만들기 위하여 도쿄 라운드 협정을 2개의 개별 협정으로 분리하기로 하

였다. 또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초기에 농업 부문을 다자간 무역체제의 규율 대상으로 수

용하여, 국가들은 농업 부문에서의 시장 접근이 수입국의 제품 규제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

기를 원하였고, 이에 따라 농산품과 관련된 제품 규제를 규율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 바로 

SPS협정인 것이며, 이 협정에 과학원칙이라는 엄격한 요건이 수용된 것이다.

3. SPS협정의 사전주의 도입배경

SPS협정의 설립 협상사를 살펴보면, 협상에 참가한 국가들은 합의된 원칙을 어떤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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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에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가졌다. 예컨대, 대부분의 국제기준을 사용하

고 있는 농산물 수출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높은 과학기술 지식을 보호주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도록 국제 기준의 강제적 사용을 주장했으나, 국제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었으므로 결국 채택되지 않았다.

  한편, 협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서도 EC는 소비자의 우려, 동물 복지, 환경 문제 등도 

다루어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객관적 적용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큰 지지를 받

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제안을 한 EC도 자신의 내부 시장 통합을 위한 규율 확립 필요와 

수출국으로서의 이해 관계 등을 우선시해 적극적 노력 없이 동 제안을 포기하였다. EC의 

적용 범위 확대 주장은 일종의 정치적 제스처로 그치게 되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 대하여, 수출국들의 시장접근 요구와 수입국들의 안

전보장 요구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협상 후반에 제5.7조가 협정문에 삽입되었다. 결과적으

로 당시 협상가들은 협정의 적용 범위를 식품 안전 및 동식물 위생문제로 엄격히 제한했고, 

SPS조치의 과학적 근거 또한 협정의 필수요건으로 재확인되었다.

4. 위험평가

  SPS협정에서 제2.2조 상 회원국이 취한 SPS조치가 과학적 증거에 근거해야 하고, 제5.2

조는 국가가 국제표준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위험평가에 근거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EC-Hormones사건에서 핵심은 EC의 금지조치가 위험성평가에 근거하고 

있는지 여부였고, 패널과 상소기구는 EC가 제출한 호르몬 소고기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EC

의 조치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지지되지 못한다고 평가했던 것이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위험분석의 틀은 식품안전에 대한 국제기준 설정 기구인 국제

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odex 위원회) 기준이 가장 대표적이

다. 이에 따르면, 식품안전 관련 위험분석(risk analysis)은 위험평가(risk assessment),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위험의사소통(risk communication)의 세 요소로 구성된다. 

즉, (i) 위험평가는 과학적으로 위험을 평가하는 단계, (ii) 위험관리는 위험평가를 포함한 

모든 관련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비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적절한 정책적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 (iii) 위험의사소통은 위험평가자, 위험관리자, 소비자, 관련 업계와 학계 인

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 간의 쌍방향 정보 및 의견 교환을 의미한다. 

 SPS협정은 위의 위험분석의 틀 중에서 “위험평가”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부속서 A.4에

서 “4. 위험평가-적용될 수 있는 위생 또는 식물 위생 조치에 따라 수입회원국의 영토 내

에서 해충 또는 질병의 도입, 정착 또는 전파의 가능성과 이와 연관된 잠재적인 생물학적 

및 경제적 결과의 평가, 또는 식품, 음료 및 사료 내의 첨가제, 오염 물질, 독소 또는 질병

원인체의 존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간 또는 동물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의 잠재적 가능성

에 대한 평가”라고 정의하고 있다.

  Australia-Salmon(Article 21.5)사건에서 패널은 적용될 SPS조치에 따른 위험을 평가

하기 위한 요건을 “위험평가”의 정의로 읽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위험평가

와 최종 조치 및 필요성에 대한 연결에 대한 요건이 기타SPS협정의 조항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였다. “캐나다의 주장은 SPS 조치의 보호의 적절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험평가

에 대한 정의가 조치에 대한 평가와 조치의 필요성 사이를 연결하는 의무를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부속서A의 4항 상 요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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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연결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는 위험평가의 정의 자체에서 언급되고 있지 않고, 제5.1조

의 위험평가를 근거로 한 위생조치에 대한 의무, 제5.6조 상의 맥락에서 적절한 수준의 보

호수준을 달성하도록 요구되는 무역제한적이지 않을 의무에서 찾을 수 있다. 위험평가, 선

택된 조치, 위험평가의 정의 상 적절한 보호수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검증하는 것은 

DSU 제19.2조의 기타SPS협정 의무의 회원국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증가 또는 감소시

킬 수 는 위험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제5.1조에 대한 위험평가에 기초한 조

치에 대한 의무 상의 위험평가와 선택된 조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는 것을 선

호한다고 밝혔다. 

 EC-Biotech사건에서 패널은Australia-Salmon에서 상소기구의 견해와 같이 위혐펑가의 

두 유형에 대해 재확인하였다. Australia-Salmon사건에서 상소기구는 위험평가의 첫번째 

유형과 두번째 유형이 상당히 다르다고 하였다. 두번째 요건은 인간 혹은 동물의 건강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성에 대한 평가이고, 위험평가의 첫번째 요건은 질병의 도입, 정

착 또는 전파의 가능성과 이와 연관된 잠재적인 생물학적 및 경제적 결과의 평가를 요구하

는 것이다.EC-Biotech사건에서 패널은 두번째 요건은 ‘잠재성(potential)’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첫번째 요건은 ‘가능성(likelihood)’에 대한 것이라고 요점을 제시하

였다.

  Australia-Salmon사건에서 상소기구는 부속서A의4항 상 위험평가과정의 3요소를 확인

하였다. 위험평가의 정의를 바탕으로 고려해볼 때, 제5.1조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i) 회원

국의 영토 내에서 도입, 정착 및 전파된 질병과 그러한 질병의 도입, 정착 혹은 전파와 관

련한 잠재적인 생물학적 및 경제적 영향을 확인(identify)하고, (ii) 이러한 질병들의 도입, 

정착 혹은 전파의 가능성과 관련 잠재적인 생물학적 및 경제적 영향을 검증(evaluate)하고, 

(iii) 적용될SPS조치에 따라서 이러한 질병의 도입, 정착 혹은 전파의 가능성을 검증

(evaluate)해야 한다는 것이다.

  Australia-Salmon사건에서 패널은 위험평가가 정부의 공식보고서일 필요는 없다고 하였

다. 그러나 패널에게 제출된 관련 가용한 과학적 정보를 구성하는 범위에서, 이 증거를 고

려할 것이다. 그리고 검증의 목적을 위하여, 이 문서의 행적적 지위가 아니라, 과학적 그리

고 기술적 내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하였다.Japan-Apples(Article21.5)사건에서는 가장 중

요하게 고려되는 면은 위험평가의 형식이 아니라, 실체(substance)이며 과학적 증거가 위

험평가의 결론을 지지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EC-Hormones사건에서 상소기구는 회원국이 해당 SPS조치에 대한 위험평가를 스스로 

수행했는지에 대하여, 제5.1조는 회원국이 위생조치에 대한 위험평가를 스스로 수행해야 한

다고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SPS조치는 다른 회원국 혹은 국제기구가 수행한 위험

평가에서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으면 된다고 하였다.

  SPS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도입된 SPS조치에 대한 위험평가 요구와 관련하여, 

EC-Hormones사건에서 패널은 제5.1조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SPS협정이 발효된 후

에만 위험평가가 수행되거나 원용된다고 하였다. 그러나SPS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제정된 

위생조치라는 사실이 일단 SPS협정이 발효되면, 회원국이 그 조치가 위험평가에 근거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EC-Biotech사건에서 패널은 SPS조치는 조치가 적용되는 내내 위험평가에 근거해야 한

다고 하였다. 패널은 SPS조치가 위험평가에 근거해야 한다는 요건에 대하여, SPS조치가 

유지되는 기간 내내 위험평가로 ‘충분하게 보증되거나(sufficiently warranted)’,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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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지지되어야(reasonably supported)’한다고 판단하였다. 조치가 채택되기 전이나 

후이든 조치가 적용되는 동안 위험평가에 근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C-Hormones사건에서 상소기구는 사안에서 필요한 위험평가란 일반적인 암의 존재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성장촉진 목적으로 가축에 호르몬을 투여했을 때 쇠고기에 잔류하는 호

르몬으로 인해 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가를 다룬 연구를 요구하였음. 그렇지 않은 연구

는 관련은 있지만 분쟁과 관련해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다(relevant but do not appear to 

be sufficiently specific to the case at hand)고 하였다.

  Japan-Apples사건에서 상소기구는 일본의 위험평가가 구체적으로 사과에 화상병의 도

입, 정착 혹은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밝히지 못하였음을 지적한 바 있다.US-Poultry사

건에서도 일반적인 중국 식품의 불안정성에 대한 기사 및 문서 등이 미국산의 중국산 가금

류에 취한 SPS조치의 위험평가로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이와 같이 위험평가는 단

순히 관련된 연구가 아니라 SPS조치가 취해진 위험과 관련된 구체적 증거를 충분하게 다루

어야 한다고 하였다. 

  EC-Hormones사건에서 상소기구는 패널의 역할은 회원국에 의해 행해진 위험평가가 옳

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일관성 있는 추론과 존중할만한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면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coherent reasoning and respectable scientific evidence and is, in this sense, 

objectively justifiable)’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상소기구는 암이 발생요인

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는 것도 패널 혹은 패널의 전문가그룹이 과학적 근거를 확인

하는 것이 업무가 아니라고 하였다. 패널은 단지 EC가 제출한 위험평가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다.

  위험평가에서 패널의 역할은 (i) 조치의 과학적 근거를 확인하고, (ii) 해당 과학적 근거

가 적격하고 신뢰할만한 출처에서 나온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iii) 규제당국이 그러한 

과학적 증거와 관련한 추론을 객관적이고 일관성이 있게 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이로써, 결론이 위험평가가 충분하게 해당 SPS조치를 보증하는지에 도달하여야 한다.

  EC-Hormones사건에서 패널은 과학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검토하였고, 다소 독단적으로 

무엇이 최선의 과학으로 여겨지는지 결정하였다.패널은 ‘최선의 과학(best science)’을 

확인하고 EC의 조치가 여기에 상응하였는지 여부를 물었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패널이 그 

대신에EC의 조치가 과학에 의해 적절하게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는지 여부에 대해 먼저 검

토했어야 했고, 여기에는 적절하고 신뢰할만한 출처에서 나온 것인 경우, 소수의 과학적 의

견(divergent or minority views)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다. US/Canada-Continued 

Suspension사건에서도 유사한 입장을 다시 밝혔다.

  Australia-Apples사건에서 상소기구는 US/Canada-Continued Suspension사건에서의 

위험평가에 대한 패널의 4가지 의무를 넓게 두가지로 재정의하였다. (i) 위험평가의 과학적 

근거는 신뢰할만한 출처(a respected and qualified source)로부터 나온 것이며, 따라서 

과련 과학계의 기준에 따라 “합법적 과학(legitimate science)”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

부, (ii) 위험평가의 추론이 객관적이며 일관성이 있어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게 결론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상소기구는 이러한 의무들 간에 위

계를 설정하였는데, “위험평가자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가 객관적이고 일관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전에, 패널은 일단 위험평가자에 의해 수행된 과학적 근거가 합법적인지

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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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Hormones사건에서 패널은 (i) 고기나 육가공품에 사용된 성장촉진제로부터 발생하

는 인간 건강에 대한 악영향(adverse effect)의 확인과, (ii) 그러한 악영향이 있다면 그 

효과가 발생할 잠재성(potential) 또는 개연성(probability)의 평가가 위험평가의 요건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2단계 분석에 대하여, 상소기구는 단순한 이론적 불확실성(theoretical 

uncertainty)이 아닌 ‘확인할 수 있는 위험’(identifiable risk)이 존재해야 한다는 의견

에는 동의하였지만, 반드시 정량적(quantitative)일 필요는 없고 정성적(qualitative)으로도 

파악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SPS협정에는 위험분석의 구성이나 실행 관련 규정이 상당히 느슨하고 불명확하게 기술되

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협정문에 사용된 용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과학적 방법으로 

시행되는 ‘위험평가’만이 명시적으로 쓰였을 뿐 앞서 언급된 위험분석의 다른 두 요소, 

즉 ‘위험관리’나 ‘위험의사소통’은 직접적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전체 위험분석을 구

성하는 일부분인 위험평가만을 협정문에 명문화한 것은 SPS협정이 과학적 환원주의에 기대

어 있음을 시사하는 하나의 유력한 근거라는 지적이 있다.8)

IV. “과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두 패러다임: 과학주의v. 사전주의

1. 과학적 불확실성과 불충분성의 구분

(1) 과학적 불확실성의 의미

  WTO사이트가 제공하는 glossary에는 과학적 불확실성(scientific uncertainty)에 대해

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다만, 사전주의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의 정의에서 

과학적 불확실성을 언급하고 있다. 

“회원국은 국제기준, 지침과 권고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사용하도록 격려된다. 회원국이 

이를 사용할 때, WTO의 분쟁에서 법적으로 제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회원국

은 만약 과학적 정당성이 있다면,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의미하는 조치를 이용할 수 있다. 

회원국들은 적절한 위험평가를 근거로,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접

근이 일관성이 있고, 자의적이지 않는 한, 그러하다. 그리고 회원국들은 일정한 범위에서 

“사전주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과학적 불확실성”을 다루는 “안전제일”의 

접근이다.”9)

  사전적으로, “과학적”은 “과학의 바탕에서 본 정확성이나 타당성이 있는”의 의미이

고, “불확실성”은 “확실하지 아니한 성질. 또는 그런 상태.”을 의미한다.10) “과학적 불

8) 이윤정, WTO SPS협정과 과학주의: 그 한계와 문제점들, 국제법학회논집, 54(3), 2009, p. 275.
9)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glossary_e/precautionary_principle_e.htm 
“Member countries are encouraged to use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where they exist. When they do, they are unlikely to be challenged 
legally in a WTO dispute. However, members may use measures which result in higher 
standards if there is scientificjustification. They can also set higher standards based on 
appropriate assessment of risks so long as the approach is consistent, not arbitrary. And 
they can to some extent apply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 kind of “safety first” 
approach to deal with scientific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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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성”은 주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합의된 정의를 찾

기가 쉽지 않다. 주로 학자들에 의해서 정의를 내리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데, Renn이

라는 학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과학적 불확실성이란 정보나 데이터와 같은 과학 

지식의 결여 혹은 한계를 의미하는데, 이 때문에 원하지 않는 효과나 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게 된다. 불확실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에는 위험에 대한 개별적인 반응

의 다양함, 모델링 과정에서의 오류들, 비선형 연관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유래하는 비결

정성, 제한적인 모델, 제한적인 변수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는 데서 오는 불확실성, 위험 

발생 확률에 관한 지식의 결여 등이 있다.”11)

  WTO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glossary에서 사전주의 원칙에서 “과학적 불확실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Renn이 정의하고 있는 “과학적 불확실성”과 같은 맥락으로 판단된

다. 국제기준 보다 높은 수준의 SPS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데, 그 요건으로서 적절한 위험

평가를 근거로 할 것과 일관성이 있고 자의적이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 외에 사전주의 

원칙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여, 단순히 국제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조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

님을 의미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기준이 (i) 위험평가와 (ii) 자의적이지 않은 일관성이었

는데, 이와 분리하여 사전주의 원칙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사전주의 원칙의 적용요건은 

앞서 살펴본 조항 분석에 근거해야 할 것이나, 이 장에서는 의미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2. 구별개념: 과학적 불충분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Japan-Apples사건에서 상소기구는 제5.7조의 적용은 ‘과학적 

불확실성(scientific uncertainty)’에 관계되기보다는 ‘과학적 증거(insufficiency of 

scientific evidence)의 불충분성’에 관계된 것이라고 하면서, 두 개념이 교체될 수 없다

고 명시하여, “과학적 불확실성”과 “과학적 불충분성”이 서로 다른 개념임을 명시하였

다. 또, 제5.7조를 적용하는데 “과학적 불확실성”은 촉발요소가 아니고 “과학적 불충분

성”이라고 하였다.12)

  상소기구에 앞서, 패널은 SPS협정 제5.7조 상의 “관련 과학적 증거”는 가용한 과학적 

증거가 정량적 혹은 정성적으로 제5.1조 및 부속서 A의 정의에 따른 위험평가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증거가 “불충분한 것”이라고 하였다. 상소기구는 이에 더 나아가, 제5.7조

의 사전주의 원칙을 원용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과학적 불충분성”을 지적한 것이다. 가용

한 과학적 증거가 제5.1조에서 요구하는 위험평가의 수행을 허용하는 정도인지 여부에 대

한 것이다. 그러한 증거는 양적으로 혹은 질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 제5.7조의 원용을 허락

하는 상황은 과학적 증거가 적어 적절한 위험평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과학적 

증거는 많이 있어도 그것이 신뢰할 만하거나 결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

한다. 위험평가가 제5.1조 상 해당되는 적절한 위험평가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문제의 사안

에 충분히 특정적인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즉, 증거의 일반성 혹은 특정성 자체가 문

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위험과의 밀접한 연관관계가 중요한 것이다.13)

10) http://krdic.naver.com
11) Renn, Ortwin, Klinke, Andreas. (2013), "A Framework of Adaptive Risk Governance for 

Urban Planning", Sustainability 5(5), pp. 2036-2059:서지영, p.19.
12) AB report, Japan-Apples, para. 184.
13) Joanne Scott, 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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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Apples사건에서 과학적 불충분성과 불확실성을 구분하면서, 불충분성이란 질적측면

에서 신뢰성과 완결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였다. 일부 학자는 이에 대하여, 신뢰성이 불확

실성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결론이 확실히 날 수 는 있어도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신뢰성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증거가 완결적이 아니라는 의미는 해당 증거가 다

른 해석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상소기구가 불확실

성과 불충분성의 구별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질적인 의미에서 불충분하다는 범주를 미완결

성이 아니라 신뢰성 결여의 경우로 제한해야 할 것이다.14)

3. 소결

  Japan-Apples사건에서 상소기구의 “과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태도는 WTO의 

glossary의 “사전주의 원칙”에 대한 정의와 모순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WTO의 

체제 내에서 이뤄진 정의는 아니지만, 일반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학자들의 “과

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정의를 “정보나 데이터와 같은 과학 지식의 결여 혹은 한계”라고 

내리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전주의 원칙을 상정하는 것과도 차이를 노정한다. 

  사전주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는 제5.7조에 대하여, 회원국들이 원용 가능성을 좀 더 쉽게 

판결한 것으로 판단되는 US/Canada-Continued Suspension사건에서도, 제5.7조의 원용 

상황에 대해서 “불충분성”만을 언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전주의 원칙이 “과학적 불

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원용된다고 인식하는 것과 상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불충분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추후 연구 가능성이나 추가적인 정보 분석 가

능성의 존재가 불충분을 의미하지 않는다.”그리고 “과학적 논란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과

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

다. 또, 이와 관련하여, 상소기구가 과학적 증거가 충분한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과학

적 불확실성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법리를 전개하지 않아, 과학적 증거가 

축적되는 상황에도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고려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의견도 있다.15)

  또, 국제기준의 존재가 제5.7조 상의 증거가 충분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국제기준보다 높은 보호 수준을 채택하는 경우, 과학적 정보가 불충분하고 잠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소기구의 논리는 정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

제기준보다 높은 보호수준에 대한 조항은 제3.3조 상의 권리이며, 상소기구의 논리에 따르

14) Joanne Scott, p. 129.
15) 박정원, p. 192. “EC-Biotech사건에서 패널은Japan-Apples사건에서 상소기구의 이러한 입장

을 그대로 따르면서 과학적 증거가 충분한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과학적 불확실성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법리를 전개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패널은 과학적 불확실성의 수
준이 위험평가를 위한 가용한 과학적 증거가 충분한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요소는 특히 계속되는 과학적 
증거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하
고 있는 것이다. 동 사건의 패널은 과학적 지식의 본질과 내재적 특성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았으며 과학적 지식에 대한 결정이 매우 상황 조건적(contingent)이며 불확정적이며 계속 진화
발전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 점이 매우 심각한 이유는 법적 판단은 주어
진 특정한 시점에서의 확실성과 구속력 및 지속적인 법적 안정성의 확보가 특징이 될 수 있겠지만 
법적 판단과 과학적 판단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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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과학적 불충분성이 개입되는 조항은 제3.3조이다. 그리고 사전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

5.7조는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로 판단하는 것으로 옳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상소기구는 제5.7조의 사전주의 원칙과 관련되어, “과학적 불충분성”을 언

급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용어 사용으로 판단되고 이는 “과학주의” 패러다임 내에서의  

사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과학적 불충분성”은 “위험평가와 같은 과학적 

근거 혹은 국제기준의 존재가 SPS조치를 정당화 할 만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국제기준보다 더 높은 보호수준을 채택하는 것이 회원국의 권리

임을 천명한 제3.3조나 위험평가를 요구하고 있는 제5.1조가 이와 관련된 조항이라고 판단

된다. “과학적 불확실성”은 Japan-Apples사건에서 “과학 지식의 결여 혹은 한계의 상

황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사전주의 원칙

을 도입하고 있는 제5.7조가 관련 조항이라고 판단된다.

2. 과학주의

  과학주의는 자연과학만을 진리의 척도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성을 지닌 인간이 자연과 

인간, 주체와 객체란 이원론적 도식에 따라 자연과 사물을 객체·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소유하려는 사고체계’로 정의된다.16)

  16세기 갈릴레이와 같은 근대 물리학 창시자들에 의해 질적·형상론적 존재관이 양적·

기계론적 존재관으로 대체되기 시작하면서, 근대는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기계론적인 세계상

을 만들어 내었다. 힐쉬베르거는 이러한 양적·기계론적 자연관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내용과 이데올로기적 경향을 띤 새로운 사상체계”로 보았다.17)

  과학주의(sound science)의 개념이 생래적으로 사전주의 및 위험평가와 배치되는 개념

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규제 패러다임은 자연과학(hard science)에 대한 위험

결정(risk decision-making)에 대한 의존을 의미해왔다. 즉, 측정가능하고, 재생산가능하

고, 전문가 동료의 혹독한 리뷰를 거쳐 승인된 과학적 연구를 의미하는 자연과학(hard 

science)을 기반으로 하는 개념이다. 

  과학주의는 주로 북미에서 주창되었는데, George W. Bush 전 미 대통령의 재임기간은 

바이오테크놀로지, 화학규제 및 기후변화 분야에서 국제위험규제에 대한 함의에 대해 반규

제적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과학주의는 위험 관련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로 원용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CODEX이다. CODEX는 식품기준, 지침이나 권고

사항이 과학적 분석과 증거에 기초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 과학주의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하여 최소한의 규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불필요한 위험규제가 과학적 연구와 기술진보를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과학은 

정책의 정당성을 높여주는데, 위해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부재한 경우에 특정 위험

을 대처하기 위한 규제조치가 정당한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는데 원용된다.18)

  과학주의는 위험 및 현상에 대하여 수치화를 통해서 추상적인 현상을 간편히 ‘객관적이

고 중립적인 형태”로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16) 신승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성찰, 2003, p. 50.
17) 힐쉬베르거, 서양철학사 하권, 대구: 이문출판사, 2003, p. 49, 59.
18) Peel, Jacqueline, Science and Risk Regulation in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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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비용편익분석 방식에 고려될 수 없는 추상적인 가치는 배제된다. 근대 과학주의는 

사실과 가치를 엄격한 이분법에 근거하도록 하고 있는데, 과학주의 사고에 바탕을 둔 정책

은 측정 불가능한 가치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분석에 고려되지 못한 요소는 “0”으로 

간주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둘째, 사전주의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답할 수 없다. 기후변

화, 방사능 노출, 혹은 GMO와 같이 현재의 과학으로 미래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완

전히 설명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추적 연구가 부족

하여, 인간의 신체에 축적된 결과나 다음 세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위험성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일련의 동물실험이나 스캔들로 잠재적으로 위험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추정이 있지만, 과학주의는 “모르는 것”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불확실

성”이 존재하는 현상을 대처하지 못한다.

  셋째, 현재의 과학은 현재 최선의 과학(best science)일 뿐이며, 아직 밝혀내지 못한 것

들이 많다. 과학적 실험은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지, 완전한 인과관계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추후 다른 원인이 밝혀지면 언제든 그 논리가 뒤집어질 수 있다. 과학주의는 

이러한 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현상에 대하여 다면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 

EC-Hormones사건에서 상소기구는 과학적 측면 외에도 정치·문화·사회적 측면의 고려

도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과학주의는 과학적으로 계산된 수치만을 고려하여, 의사결

정 과정에서 현상의 다양한 측면은 고려하지 못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그 경직성으로 인해, 

사회 현상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이 외에도, 민주적 통제권한의 제한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있다. 과학주의는 국민건강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선택에 대하여, 다수국민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근거 없

는 경우 정책으로 채택될 수 없도록 한다. 또, 국제통상에서 개발도상국에게 불공평한 결과

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위생 및 검역 규제에 대한 ‘과학적 증거요건’은 과학 

기술의 발전수준이 낮은 국가에게 상대적으로 더 높은 부담을 지운다는 것이다.19)

3. 사전주의

 

  심각한 건강 혹은 환경 피해 발생 가능성을 피하기 위하여 과학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위험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전주의 원칙이 성립되기 까지 국제사회는 

다음의 발전을 거쳐 왔다. 제1세대 원칙이라고 간주되는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 pay 

principle)”은 환경오염을 일으킨 당사자가 결과를 제거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제2세대 원칙은 “예

방의 원칙(Preventive principle)”이다. 이 원칙은 과학적 불확실성을 상정한 것은 아니

고,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해당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이 원

칙은 오염자가 발생시킨 피해를 제거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예

방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고안된 원칙이다. 제3세대 원칙이 바로 “사전주의원칙

19) 최승환, 국제통상규범의 발전에 있어 과학의 역할과 한계, 국제법학회논집, 49(1), 2004, 
pp.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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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autionary Principle)”이다. 사전주의 원칙은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결과가 확실하지 않은 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적 불확실성과 인과관계의 입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오염행위국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가에 요구하는 효과적인 법구조가 필요하였다. 가장 혁신적인 규범은 예

방원칙을 확대시킨 사전주의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인데, 리우선언 제15원칙이 이를 

규정하고 있다. 리우선언은 UN차원에서 처음으로 사전주의 원칙이라는 표현을 처음 썼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 국가의 능력에 따라(according to their capabilities) 사전주

의적 접근법(precautionary approach)이 널리 실시되어야 한다(shall). 중대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의 위협이 있는 경우, 완전한 과학적 확실성의 결여가 환경악화를 방지하기 위

한 비용효과적인 조치를 연기시키는 구실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shall not be used).20)”

즉, 일반적으로 국가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과 관련하여 과학적 확실성이 결

여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미리 환경훼손 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국가들에

게 과학적 입증을 기다리지 말고 심각한 잠재적인 환경악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먼저 행

동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사전주의는 예방(prevention)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

가된다. 사전주의 원칙은 예방의 원칙과 동일한 것으로 혼동될 수도 있으나, 과학적 불확실

성과 연계되어 있는 점에서 예방의 원칙과 다르다. 사전주의와 예방 및 환경 영향평가의 관

계에 대해서, 사전주의 원칙은 이미 예방원칙과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과 분

리될 수 없다는 견해도 존재한다.21)

  사전주의의 등장은 공공정책에서 “건전한 과학”의 과도한 편향에 대한 반응으로 여겨졌

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1970년대의 사전주의 규제는 상황을 앞서서 주도하는 환경 정책결

정의 기초로서 과학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형성된 이후에 나타난 것이다. 환경기준에 대한 

강력한 과학적 기반을 주장하는 방법론은 복잡하고, 상당히 다양한 자연 생태계에 대하여 

불충분하게 보호적임을 증명하였다. 규제행위를 취하기 전에 유해성에 대한 결정적인 과학

적 증명을 기다리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 악화를 방기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건

전한 과학의 실행은 때때로 남극오존홀이 처음에는 좋은 물질로 여겨졌던 합성화학물에 의

해 발생했다는 사실과 같이, 유해한 ‘놀라움’의 발생을 초래하는 무지(ignorance)에 기

습 받았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예들은 건강 및 환경 규제 분야에서 좀 더 조심스러운 접근

이 필요하다는 변화를 촉진시켰다. 

  1980년대에는 규제분야에서 이러한 다양한 기류가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통합되기 시작하

였다. 초기에는 UN총회에서 자연을 위한 세계헌장(the World Charter for Nature)이 채

택되었다. 이 헌장은 ‘자연에 대하여 심대한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인 악영

향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경우에도 진행되어서는 안된다.’고 권고하였다. 이는 더욱 분

20) Principle 15. “In order to protect the environment, the precautionary approach shall be 
widely applied by States according to their capacities. Where there are threats of 
serious or irreversible damage, lack of full scientific certainty shall not be used as a 
reason for postponing cost-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environmental degradation.” 
http://www.un.org/documents/ga/conf151/aconf15126-1annex1.htm

21) 이재곤 외, 국제환경법,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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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국제 환경기구에서 ‘사전주의 접근’으로 이어졌다. 예컨대, 1987년 북극해 각료급

선언(Ministerial Declaration of the Second North Sea Conference)에서 다음을 채택하

였다.

“가장 위험한 물질이 초래할 영향으로부터 북극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인과관계에 대하여 완벽히 명확한 과학적 증거가 성립되기 이전일지라도, 

그러한 물질의 유입을 통제하는 행위가 요구된다.”

  같은 해, 국가들은 cfcs(chlorofluorocarbons)와 같은 화학물질의 생산과 소비를 전지구

적으로 규제하는 몬트리올 의정서를 체결하였다. 이는 지구를 보호하는 오존층과 그러한 물

질간의 관계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체결된 것이다. 몬트리올 의정서의 서문

은 ‘사전주의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to protect the ozone 

layer by taking precautionary measures)’이라는 국가들의 결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주의 원칙이 국제환경법과 정책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써 널리 인지되기 

시작한 것은1992년 UNCED(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개최되고 난 이후이다. UNCED의 결과로 체결된 리우선언(the Rio 

Declaration)은 원칙15(Principle 15) 를 포함하고 있다. 이 원칙은UNCED가 체결한 생물

다양성협약(the Convention of Biological Diversity)와 기후변화협약(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도 포함되었다.

  1990년대 이후로, 사전주의 원칙은 스톡홀름협정(the POPs Convention)과 카르타헤나

의정서를 포함한 수많은 국제환경협약과 법적문서에 포함되었다. 카르타헤나의정서로 불리

는 바이오안정성의정서는 흔히 사전주의 원칙의 국제적 이행에 있어서 가장 광범위한 것 중

에 하나로 언급된다. 환경과 발전에 대한 리우선언(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의 서문과 원칙15에 포함되어 있는 사전주의 원칙이라고 불리는 ‘목

적’에서 사전주의 원칙의 국제적 이행을 가장 광범위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칭해진다.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s)의 수입에관한 정책결정과정을 다

루는 이 의정서의 조항들은 암묵적으로 다음의 사전주의 원칙을 언급하고 있다. 

  국제환경조약에서 사전주의 원칙은 다른 국제법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지속가

능한 개발이라는 넓은 개념과의 연결된다. 지속가능한개발은 국제금융체제에서의 영향평가

와 같은 환경관련 이행을 하도록 하였다. 이는 또한 WTO의 ‘목적’으로 천명되기도 하였

다. 비환경 분야에서 사전주의 개념이 사용된 예로는 SPS협정의 제5.7조가 있다. 이 조항

은 WTO회원국들이 잠정조치를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취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다. 동시에, 위험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필수적인 추가적인 정보를 획득하고 합리적

인 기간 내에 SPS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종종 사전주의 원칙의 약한 버전으로 

평가된다. WTO의 상소기구는 이러한 관점을 승인하였는데, SPS협정의 제5.7조에 사전주

의가 병합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4. 사전주의의 과학적 특징: “Precautionary Science”

  과학주의의‘기계론적 과학(mechanistic science)’개념을 대체하는 모델로서, ‘사전주

의적(Precautionary science)’과학이라는 개념이 있다. 사전주의적 과학은 기계론적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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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보다 광범위한 시각을 갖고 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및 보건 위험의 

복잡성에 더욱 합치하는 시각이라고 설명된다. 이에 따르면, SPS조치가 과학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기존의 과학주의에 기반한 위험 평가만을 통하여 

보아야 한다는 근거는 약해진다. 과학자 집단이 패널이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호르몬 잔류

물과 건강에 대한 악영향 간의 연관성을 발견해내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금지조치가 과

학에 기초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22)

   Katherine Barrett과 Carolyn Raffensperger는 사전주의가 반(反)과학적이라는 지적

에 대해 반박한다. 1990년 베르겐 각료회의 선언에서 사전주의를 “심각하거나 비가역적인 

위험에 대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 과학적 확실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환경 악화를 예방

하기 위함 조치를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Where there are threats of 

serious or irreversible damage, lack of full scientific certainty should not be used 

as a reason for postponing measures to prevent environmental degradation.).”라고 

정의되었던 것을 언급하면서, 비록 사전주의 원칙이 직관적으로 호소를 하고 있기는 하지

만, 사전주의원칙의 이행에는 철학적, 법적, 정치적 고려 뿐 아니라 과학적 이해가 망라되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전주의가 과학적이지 않다는 주장은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

에서 조치가 취해지는 것에서 나온다. 사전주의원칙은 현재의 과학기반의 환경 및 보건 규

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왜냐하면 과학적 확실성 혹은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

에 취해진 조치가 정당화된다면, “건전한 과학(sound science)”의 합법적 권력

(legitimate power)이 심각하게 약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학과 사전주의가 생래적으로 적대적인 것은 아니다. 과학주의의 “좋은

(good)”혹은 “건전한(sound)”과학은 기계론적인(mechanistic) 접근을 취한다. 기계론

적인 접근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용 혹은 위험-편익분석(cost- or risk-benefit)을 

바탕으로, 현재의 공공정책의 기반이 되고 있다. 반면에, 사전주의적 과학(precautionary 

science)은 대안적이고 좀 더 명징한 과학적 윤리로서 사전주의적 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기반을 제공한다. 

  “건전한 과학”은 현행의 많은 환경정책의 권위적인 근간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특히, 

GEOs(Genetically Engineered Organisms)의 방출에 대한 국내∙외 규제는 건전한 과학 

혹은 과학 기반 틀에 기반을 하고 있다. 과학의 권위에 대한 강조는 비용-편익 분석과 궤

를 함께 한다. Liora Salter는 건전한 과학을 “권한이 위임된 과학(mandated science)”

라는 개념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모든 과학적 연구는 공공정책의 목적을 위하여 생산되고/

거나(and/or) 해석된다고 하였다. 그는 화학물질 노출기준에 대한 연구를 예를 들었다. 과

학적 지식의 특정한 형식은 다른 것보다 더 권한을 갖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과

학(정책 결정자)은 다양한 대중에게 정당화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분명한 선택을 촉

진한다.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증명을 보여준다.”결국, 정책에 사용된 

과학은 종종 이상화된다. 예를 들어, 과학은 종종 과학적 방법을 엄격하게 따름으로써, 가치

중립적이고 비편향적인 것으로 설명된다. Salter는 이러한 이상적인 과학을 정책 결정을 정

당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보호적 방패(protective shield)”라고 묘사한다.23)

22) 박종원, 전게논문, p. 105.
23) Katherine Barrett and Carolyn Raffensperger, Precautionary Science, Protecting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Implementing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sland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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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

  과학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전통적 위험정책과 사전주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

전주의적 정책은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표 2> 전통적 위험정책과 사전주의적 정책 간 일반적 비교24)

  EC-Hormones사건, EC-Biotech사건, Canada/US-Continued Suspension사건에서 보

이듯, 미국과 EU는 과학적 불확실성과 사전주의적 조치에 대하여 상반된 태도를 보여왔다. 

미국은 과학적 근거가 빈약한 사전주의적 조치는 너무 모호해서 자의적으로 남용될 소지가 

많아 위장된 보호무역을 조장할 수 있다고 보고, “건전한 과학(sound science)”에 기반

한 “비용편익분석(cost and benefit analysis)”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25) 미국으로 대

표되는 과학주의는 사전주의에 대하여 다음의 비판을 한다.

  첫째, 객관적 근거가 빈약하므로 대중을 선동하여, 과도한 규제를 하도록 한다. 둘째, 확

률이 낮은 위험에 대해 과도한 비용을 초래하는 규제를 하게 되어 경제적 비효율성을 야기

한다. 셋째, 사전주의 원칙은 “오류없는 시험(trial without error)”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떠한 혁신도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다. 예컨대, 비행기, 발전소 등도 초기에는 위험했지만, 

발전하여 진화해왔는데 이런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다.26) 넷째, 과학적 불확실성은 그 정도

를 측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27)

  그러나 사전주의는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 혹은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들과 관련하여, 일

단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는 문제들을 예방하는데 매우 큰 장점을 갖는다. 즉, 사전주의 원

칙은 윤리적 차원에서 유용한데, 첫째로, 법률 적용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하나의 기준을 제

공하며, 둘째, 해석에 있어 유용한 수단이 되며, 셋째, 법률 흠결의 보완을 가능하게 한

다.28)   또, 기존의 전통적 과학이 정책에 적용되는 경우의 문제들을 방지하게 해준다. 미

1999, pp. 115-116. 
24) 김은성, 사전예방원칙의 정책 유형과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고찰: 유럽 및 미국 위험정책을 중심

으로, 한국행정학보, 45(1), p. 144의 표 일부 수정.
25) 하대청, 사전주의의 원칙은 비과학적인가? : 위험분석과의 논쟁을 통해 본 사전주의 원칙의 ‘합리

성’, 과학기술학연구, 10(2), 2010, p.151.
26) 하대청, pp. 151-158.
27) 최영진,국제환경법상 사전주의원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51(1), 2016, p. 178.

구분 전통적 위험정책 사전주의적 정책

정책목표 위험의 최적화(optimization)
위험의 

최소화(minimization)

위험 위험의 과학적 증거가 없을 경우 안전
안전의 증명이 없을 경우 

위험
철학적 

기반
근대 과학주의

칼 포퍼의 비판적 합리주의 

및 비결정론
불확실성 불확실성 제거 가능 불확실성 대응 가능

명칭

건전한 과학접근법,

위험기반접근법, 

기술관료주의적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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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기타 국가들에서 전통적 과학의 범위에서 취해진 정책들은 규제자들의 업무를 좀 더 

쉽게 해주고, 방어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확실한 위험에 대해서만 대응을 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데이터가 불충분한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아무런 조치를 강구하지 않게 하는 단점이 있다.29)

V. 사전주의적 과학주의

1. 패러다임 이동의 필요성

  본고는 지금까지 국제재판에서 과학적 의견, 과학적 지식, 과학적 증거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ICJ의 판례와 WTO분쟁해결절차에서 다루어진 판례들을 살펴보았

다. 특히, WTO체제 전반적으로 과학적 의견/지식/증거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가

장 많이 연구되어온 협정인 SPS협정의 판례와 법리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일

반적으로 사전주의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로 상정하

는 것과 달리, SPS협정 제5.7조에서는 사전주의적 조치의 발동요건으로서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 지금까지 SPS협정이 제5.7조의 사전

주의적 조치가 원용된 분쟁에 대하여, SPS협정에 합치된 것으로 판단된 적이 없다는 사실

을 발견하였다. 

  과학적 불확실성에 대하여, 미국과 유럽의 입장으로 대별되는 과학주의와 사전주의라는 

패러다임의 발전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두 패러다임은 과학주의를 주창하고 있었던 미국도

1960대부터 1990년대에는 사전주의적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반영된 정책을 종

종 입안해왔다. 또, 유럽의 경우는 오히려 과거에는 사전주의적 조치에 대한 인식이 낮았지

만, 호르몬 쇠고기 파동, GMOs에 대한 문제인식 등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사전주의 

패러다임의 주창자가 되었다. 양 진영은 각 입장을 강화하는 논리를 발전시키면서, 상대 패

러다임에 대한 비판으로 접점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SPS협정은 과학주의에 편

향되어, 제5.7조 상의 사전주의조치는 사실상 WTO회원국이 원용하기 어렵고 법리상으로만 

존재하는 구호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전주의적 과학(precautionary science)”이라는 용어가 설명하고 있듯이, 사

전주의도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며, 과학에 기반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과학주의도 과학의 미

발달로 인해 규명되기 어려운 현상들이나 예측할 수 없는 현상인 “과학적 불확실성”에 대

해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인 “트랜스 과학

(trans-science)”의 존재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사전주의적 조치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두 패러다임이 이분법적(dichotomy)으로 발전하는 것은 개념적, 이론적 충돌

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적 불확실성이 결부되어 있는, 환경 혹은 위생관련 통상

문제에서 인간 혹은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에 대하여 잠재적 위험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을 

방기하게 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상소기구는 SPS협정 제5.7조의 사전주의적 

28) 최영진, p. 179.
29) Joel Tickner and David Kriebel, “The role of science and precaution in environmental 

and public health policy”, Implementing the Precautionary Principle, Edward Elgar, 2006,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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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위한 요건을 “과학적 증거의 불충분성”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과학주의적 사고에 

기반하여, 현재 규명되어 있지 않은 잠재적인 위험의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 위험으로 판

단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이는 SPS협정 제5.7조가 현재 실제로 거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현실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WTO의 glossary는 사전주의 원

칙을 규정하면서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사전주의 원칙과 과학적 불확실성은 함께 언급되고 있다. 오히려, SPS협정 제5.7조는 (i) 

소위, 트랜스 과학이라고 불리는 현재의 과학이 규명하지 못한 미해결과제와 (ii) 과학적 증

거가 불충분한 경우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본래 이 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

다.

<그림 1> SPS협정 제5.7조 원용 요건

따라서 본 고는 두 패러다임의 화해를 통하여 인간 혹은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의 유해함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주의적 조치를 부활시키기 위하여, “사전주의적 과학주의”라는 새로

운 패러다임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내용

  사전주의적 과학주의는 과학의 객관적 증거로서의 유용한 기능을 확보하면서도,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사전주의적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주

의의 가장 큰 장점은 조치와 과학적 근거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고, 가능한 수치화 함

으로써, 법에 적용하는 경우에 일관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전주의의 가장 큰 장

점은 인간 혹은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유해성은 일단 현상이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데, 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림2> 사전주의적 과학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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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주의적 과학주의는 두 패러다임의 장점을 변증법적으로 합친 개념이다. 즉, 과학적 방

법(methodology)으로 형성한 합리적으로 유해한 영향이 추정될 수 있는 “과학적 증상

(scientific symptom)”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주의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과학주의와 구별되는 것은 과학주의가 미국의 경우 95%이상의 인과관계에 대한 확신이 존

재하는 경우에 정책적 도입에 대한 증거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한 

“과학적 증상”이 있는 경우에 사전주의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SPS협정 제5.7조는 과학적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30) 회원국이 사전주의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EC-Hormones사건에서 상소기구는 제5.7조는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 잠정적 조치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의무에 대한 적용 면제라고 하였고, 

Japan-Apples사건에서 상소기구는 제5.1조 상의 위험평가가 가능했다면 제5.7조의 사전

주의적 조치는 취할 수 없다고 하였다. EC-Biotech사건에서 패널은 제5.7조를 제5.1조의 

관점을 통하여 고려하여, Japan-Appels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제5.1조의 위험평가가 가능

했다면, 제5.7조는 원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31)

  사전주의적 과학주의의 논리에 따르면,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위험평가를 통하여 

완전히 인과관계를 밝힐 수는 없더라도, 과학적 방법론에 위배되지 않는 과학적 증상들이 

목격된다면 사전주의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Japan-Apples사건이나 EC-Biotech사건

의 경우, 제5.1조의 위험평가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치를 시행하게 된 배경에서 나타난 

과학적 증상들이 합리적이고, 위험평가가 충분하게 이 현상들을 과학적 인과관계로 설명을 

하지 못하더라도, 제5.7조를 원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EC-Hormones사건에서도 상소기구는 EC가 제출한 위험평가가 이론적 틀만을 제시하였

고, 미국 및 캐나다의 육류 및 육류제품의 위험성에 대한 실제적 문제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사전주의적 과학주의의 견해에 따르면, 이론적 틀만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과학적 논리가 합리성을 구성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과 관련한 사안의 경우, 직접적인 실험이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그 영향이 수십년 혹은 세대 간의 상당히 긴 시간을 두고 나타날 가능성이 있

30) 본 고는 제5.7조는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과학적 불충분성은 제3.3조와 연
관된다고 주장하지만, 논의의 편의상 상소기구의 표현을 따른다. 

31) 박정원, EC-Biotech사건에 대한 소고-WTO패널의 법해석의 협소함에 주목하며, 한양법학, 24, 
179-200. pp. 19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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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이론적 접근의 근거도 허용되어야 한다. 

  특히, 호르몬 쇠고기 복용에 따른 성조숙증의 현상과 같이 과학적 증상이 명징한 경우에

는 과학적 증거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즉, Japan-Apples사건

에서 패널이 제2.2조에 대한 분석에서 “과학적 증거”는 “과학적 방법을 통해 수집된 증

거”를 의미하며, “과학적 획득된 정보가 아닌 것은 배제한다”고 하면서, “충분히 실질

적이지 않은 정보(insufficiently substantiated information)”나 “입증되지 않은 가설

(non-demonstrated hypothesis)”는 배제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사전주의적 과학주의에 

따르면 충분히 실질적이지 않은 정보나 입증되지 않은 가설이라 할지라도, 특정 과학적 증

상을 보이고 있는지를 관찰하여, 과학적 방법으로 인과관계가 추정가능하다면, 제5.7조의 

조치를 원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전주의적 과학주의”가 조치의 가능성을 무조건적으로 넓히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사전주의의 법리 중 정치, 사회, 문화적 요소와 다양한 가치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측면은 법의 자의적 적용 가능성을 이유로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과학

적 증상으로 설명되기 어려우나, 정치적 상황 혹은 언론의 과장으로 형성된 여론은 비과학

적인 것으로 보고 이는 사전주의적 조치 원용 사유가 될 수 없다. 즉, 사전주의적 과학주의

에서 사전주의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를 완전히 과학적으로 규명된 상황이 아

니더라도, 과학적 방법론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그 인과관계를 추정 가능한 ‘과학적 증상’

들이 존재해야 한다.  

3. 사전주의적 조치 발동요건 제안

(1) 과학적 불충분성 혹은 불확실성의 존재

  Japan-Apples사건에서 상소기구는 “과학적 불확실성”과 “과학적 불충분성”은 대체 

가능한 개념이 아니며, 제5.7조의 사전주의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요건은 관련 과학적 증거

가 불충분한 상황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과학주의적 사고에 기반하여, 현재 규명되지 

않은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트랜스 과학”이라는 

명칭이 존재하듯이, 아직 과학이 규명하지 못하여 미해결 과제로 놓여있는 문제들이 많으

며, 이러한 경우가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뿐만 아니라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사전주의적 조치

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2) 과학적 증상(scientific symptom)

  EC-Hormones사건에서 호르몬 쇠고기들을 섭취한 청소년들에게서 성조숙증이 나타난 

것, Austria-Salmon사건에서 캐나다 및 미국산 연어에서 24종의 병원체가 발견되었고, 이

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EC-Biotech사건에서 GMOs로 인한 피해가 불확실하나 과학

적 추정이 가능한 경우 등의 현상을 과학적 증상에 포함된다. 즉, 과학적 증상은 인과관계

가 과학의 미발달로 인해 완전히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특정 현상이 시간적 선후로 발생하

면서 인과관계를 성립할 수도 있다는 과학적 방법론에 의해 추정이 가능한 현상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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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적 증상과 잠재적 위험 가능성의 관계에 대한 합리적 추정 

  합리적 추정 가능성은 Japan-Apples사건에서 상소기구의 표현을 빌어 설명이 가능하다. 

상소기구는 특정 물질이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대하여, Japan-Apples사건에서 상소기구는 위험에 대한 검증은 유해한 영향의 가능성과 

전례 혹은 원인이 연결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위험(risk)은 질병 혹은 유해한 

영향의 측면에서만 이해되지 않는다. 오히려, 위험의 검증은 유해한 영향의 가능성과 전례 

혹은 원인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암발생의 위험’에 대한 추상적인 추론은 

SPS협정 상에서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 그러나 “흡연으로부터 암발생의 위험”이라는 

추론은 위험에 대한 특정적인 내용(given content)이다.  

  또, US-Canada-Continued Suspension사건에서 상소기구는 위험평가 수행자는 다양한 

요소가 존재하여 특정 방법론적 어려움(methodological difficulties)이 있는 경우 일지라

도, 물질과 유해한 영향에 대한 연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 위험평가와 관련있는 

과학적 질문이 특정물질과 검증하고 있는 위험의 성질이 야기한 특정 방법론적 어려움을 고

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위험평가자는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과 특정물

질 사이의 연결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사전주의적 과학주의가 의미하는 합리적 추정 가능성이 새로운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라, 기존의 상소기구가 설명하고 있는 인과관계와 추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즉, 추상

적인 추론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위험에 대한 특정한 내용을 담은 추론이어야 하며, 물질과 

유해한 영향에 대한 연결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다만, 사전주의적 과학주의는 방법론적 

어려움이나 과학의 미발달 혹은 윤리적인 이유로 위험 평가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고려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상소기구의 설명에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사전주의적 과학주의

라는 패러다임으로의 이동을 주장하는 이유는 현재의 SPS협정은 과학주의적 사고에 기반하

여, SPS협정 제5.7조를 원용 요건을 “과학적 증거의 불충분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

는 과학적 증거를 검토하는 제5.1조의 검토로 넘어가 결국 조치를 정당화할 수 없도록 하

고 있다. 

<그림 3> 현재 SPS협정 제5.7조 및 제5.1조 검토 순서

따라서 사전주의적 과학주의의 패러다임은 제5.7조와 제5.1조를 분리하여, 제5.7조의 원용 

요건 하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현재 존재하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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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내용이 현상에 대해 완전히 설명을 하지 못하지만, 과학적 증상의 목도 됨에 따라서 

잠재적으로 위험의 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제5.7조를 원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다. 

4. 적용 예시: 일본의 방사능 노출 수산물

  현재 국내에는 일본의 방사능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하여 WTO 분쟁해결기구

의 패널절차에서 패소가 확실시되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 자료를 내어 ㎏당 세슘370베크렐

이 검출되는 식품1㎏을 섭취할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 방사선 검사1회 촬영 때 노

출량의125분의1 수준이다. 따라서 일본산 수산물에는 2~5베크렐 수준의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으므로, 전면적인 수입 금지는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해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

구(WTO)에 제소할 경우 패소할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32)

  그러나 방사선이나 화학물질이 다음 세대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권위자인 노

무라 타이세이(野村大成) 오사카대학 명예교수에 따르면, 방사능의 영향은 다음 세대에 발

현될 수 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특히40여 년에 걸친 쥐 실험의 결과, 부모가 방사선에 

피폭되면 그 자녀와 후손에게 돌연변이뿐 아니라 암이나 기형까지도 유발될 수 있다는 사실

을 처음으로 증명했다. 또, 미량의 방사능일지라도 위험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 사전주의적 과학주의를 적용하면, 체르노빌 원전사고나 쥐실험과 같은 과학적 

증상이 존재하며, 방사능에 노출된 수산물을 섭취하게 될 경우 후속세대에 이르기까지 인간

의 건강에 악영향을 발현시킬 수 있다는 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한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그 방사능 수산물을 인간이 직접 섭취하여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위험평가를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제5.7조의 사전주의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4> 사전적 과학주의 적용 사례: 일본의 방사능 노출 수산물

32)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602035.html#csidx289ab1a459578679d03a72c6c2990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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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WTO에서 과학적 증거의 지위

  국제 재판뿐 아니라 국내 재판에서도, 과학을 근거로 판단할 때는 “객관적 사실”에 근

거하여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이란 수학적 지식만이 해

당되며, 과학적 지식은 현재 인류가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한 최선의 합리적인 대답일 뿐이

다. 즉, 과학이 발달되면, 천동설과 지동설처럼 한 때 절대적인 지식으로 간주되던 것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Lukasz Gruszczynski는 SPS협정에서 과학의 역할을 다음의 3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과학은 WTO회원국 간에 조화 혹은 비차별규칙과 함께 규제의 이질성을 줄이는 방법이다. 

과학은 인류에 가장 전지구적인 담화의 한 방식일 것이라고 하면서, 과학에 의존함으로써 

국가간 규제조치들의 간극을 메울 것이라고 하였다. 둘째로, 과학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성격보다 보호무역주의적 조치들을 감지하는 데 정교한 수단이다. 즉, Sykes가 평한 바와 

같이, 과학적 증거의 요건은 조치의 진정한 목적을 간접적으로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

험의 형태를 제공한다.33) 이러한 접근 하에서, 과학의 기능은 SPS조치가 진정한 건강을 위

한 규제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유용하다. 셋째로, 과학은 국제통상에서 ‘비합리적’장벽 

제거에 도움이 된다. 과학적 요건은 통상에 저해되는 정당화되지 않은 조치를 제거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34)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과학에 근거한 기준을 도입하는 것은 자국 보호수준을 결정할 

WTO회원국의 주권을 훼손한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WTO체제의 존재 의의는 사회경제적 

복지를 촉진하는 것인데, 이는 물질적·비물질적 가치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

학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사회적 복지를 극대화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 인위적으로 

설정구조를 가진 과학과 위험평가의 객관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들은 설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과학이 SPS분쟁에서 중립적 기준으로서 작용할 수 없다고 한

다. 

1. 과학적 의견과 과학적 증거

  Japan-Apples사건에서 패널은 “과학적 증거”의 의미를 검토하였고,  ‘과학적’이라

는 용어는 제2.2조의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과학적 방법을 통하여 수집된 증거이여야 

하며, 과학적 방법을 통하여 얻어지지 않은 정보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 

US/Canada-Continued Suspension에서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출처가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면 과학적 증거로서 원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WTO의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

은 “과학적 증거”의 존재 유무 만으로 사안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방법

을 이해하고 그 증거가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몇 명의 과학자가 주장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신뢰할 만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바, 이 또한 패널의 역할에 달려있다. 

33) Sykes(‘Domestic Regulation’) 355.: Gruszczynski p. 147에서 재인용. 
34) Gruszczynski, pp. 14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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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TO 분쟁해결절차에서의 역할

WTO에서 과학적 증거/의견은 분쟁해결절차에서 회원국이 취한 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과학의 존재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법의 자의적 적용을 방지

하도록 하고 나아가 법적안정성 유지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현재의 과학이 모든 현상을 설

명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즉, 과학적 불확실성의 존재로, 가장 강력한 근

거로서의 그 지위에 절대성을 부여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과학을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경우, 아직 과학이 설명되지 못한 현상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따라서 과학적 불확실성의 존재에 대하여 염두를 두고, 현재 과학이 제공하는 근거

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인식 하에서 과학적 증거를 다루는 자세가 필요하다. 

3. 과학을 다루는 법학자

WTO의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은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판례를 살펴보면, 법과 과학의 관계, 과학적 지식의 신뢰성을 부여한 근거, 과학

적 근거가 왜 충분하게 조치를 뒷받침하고 있는지 여부와 같은 과학적 추론과정에 대한 이

해가 필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특히, 과학적 증거의 불충분성을 근거로 

사전주의 원칙 도입을 허용하면서, 위험평가와 같은 과학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제5.1조

로 돌아가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조치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과학적 추론 과정을 배제

하고 자동적으로 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인다. 물론, 과학의 내재적 성격이 불완전

하기는 하지만,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방법론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추론과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현재 SPS협정 제5.7조가 불능에 빠진 것과 같이 법을 제대로 운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법학자는 법의 전문가이지 과학의 전문가가 아니므로, 능력 상

의 한계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패널 절차에 마련되어 있는 전문가 위원회의 자문을 

좀 더 보강하고, 패널들의 학제간 연구를 독려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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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충돌법상 데이터의 지위와

민간 데이터와 군사 데이터의 구별*

박 주 희**

I. 서 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통하여 대부분의 정보가 데이터 형태로 존재하는 디지털 시대로 접어

들었다.1) 디지털 시대에서 데이터는 육지, 바다, 상공과 같은 물리적 공간에 존재하는 물자와 유

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실제 사람들은 물리적 공간에 존재하는 물자를 이용하는 것처럼 사이버

공간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다. 사람들은 직접 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디지털 도서관을

이용해 책을 읽으며, 비트코인(Bitcoin)과 이더리움(Ethereum)과 같은 디지털 화폐를 통해 물건

을 사고 판다.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치를 갖고 다니며 사이버 공간에 데이

터를 기하급수적으로 쌓아가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산업과 같

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각국 정부는 디지털 정부를 표방하며 사이버 공

간을 통하여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듯 기술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데이터를 대상으로 수행된 악의적 사이버 조작은 인간의

삶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곤 한다.2) 특히 2017년 5월에 발생한 워너크라이(WannaCry) 랜섬웨

어 사례를 주목할 만하다. 워너크라이 랜섬웨어는 윈도우 운영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확산

되며, 컴퓨터에 한번 설치되면 컴퓨터 내에 저장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암호해독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웜이다.3) EU법집행국(European Union Agency for Law Enforcement Cooperation, 이

* 본 원고는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2018년 3월 24일 개최되는 대한국제법학회 신
진학자 발표대회를 위해 편집되었습니다. 본 원고는 향후 더욱 수정 및 발전되어야 하는 초안이므
로 인용을 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법학박사). 
1) 본고는 ‘데이터’(data)를 컴퓨터에 의해 처리될 수 있는 기본 요소로 정의한다. 여기서‘컴퓨

터’(computer)는 프로그램에 따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물리적 장치
를 의미한다. 또한 ‘처리’(processing)란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하여 컴퓨터 내에 있는 데이터가 
생성·전송·삭제 또는 변경되는 등 데이터가 작동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데이터 개념의 이해를 돕
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스마트폰에 풍경 이미지 데이터가 저장된 경우, 해당 
이미지의 색상이나 크기 등에 관한 데이터는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법수로 구성되어 스마트폰에 
존재한다. 이 이진법수는 스마트폰내의 프로그램(예컨대, 그림판 또는 포토샵 등)을 통해 처리되어, 
스마트폰 화면에 해당 이미지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지를 삭제하거나 변경
할 수 있으며 프린터를 통해 유형의 사진으로 출력할 수도 있다. 한편 디지털 시대(digital age)의 
사전적 의미는 “특별히 컴퓨터가 이용되지 않았던 시대와 견주어, 대부분의 정보가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때”(when most information is in a digital form, especially when compared to the time 
when computers were not used)를 의미한다. Cambridge English Dictionary, available online at 
http://dictionary.cambridge.org/ (Last visited 15 March 2018). 

2)  본고에서는 ‘사이버 조작’(cyber operations)을 사이버 공간에서 또는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목
적을 이루기 위한 사이버 공간의 이용으로 정의한다. Michael N. Schmitt (ed.), Tallinn Manual 2.0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Operations (2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p.564.

3) Symantec, Ransom Wannacry (24 May 2017), available online at https://www.symantec.com/security_
response/writeup.jsp?docid=2017-051310-3522-99 (Last visited 15 March 2018). 웜(worm)은 자기 스
스로 복제가 가능하며, 다른 컴퓨터 시스템으로 전파되기 위해 또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야 하는 바이러스와 달리, 독자적으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확산될 수 있는 멀웨어(malware)
의 한 유형이다. 멀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의 수행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고안된 소프트웨어
로, 다른 소프트웨어, 펌웨어 혹은 하드웨어에 저장되고 실행될 수 있다. Michael N. Schmitt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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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유로폴’)은 워너크라이 랜섬웨어로 인해 최소 150개국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4) 그 중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 스페인의 통신사 텔레포니카, 미국의 배송업체 페덱스, 러시아의 내무부,

독일의 국영철도회사 도이체반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특히 영국 국가보건서비스의 랜섬웨어 감염

으로 인해 병원에서는 수술이 지연되었고, 환자들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

다.5) 미국과 영국은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지목하였다.6) 연이어 6월에는

‘페트야’(Petya) 랜섬웨어가 확산되어 우크라이나의 중앙은행, 국영 통신사 및 주요 공항 등 유럽

국들을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다. 우크라이나의 국가안보국은 페트야 랜섬웨어 사건의 배후를

러시아로 지목하면서, 이번 랜섬웨어를 이용한 사이버 조작의 주된 목적은 중요한 데이터를 파괴

하여 우크라이나 내의 공공 및 민간 기관의 작업에 지장을 주고, 사람들 사이의 혼란을 퍼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7)

악의적 사이버 조작은 평시에만 국한되어 수행되지 않는다. 이미 국제사회는 2008년 조지아에

대한 러시아의 사이버 조작을 통하여 사이버 공간이 무력충돌시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

음을 목격하였다. 2008년 8월 러시아와 조지아 사이의 무력충돌이 발생하기 전후로 러시아는 조

지아를 상대로 사이버 조작을 수행하였다. 양국간 무력충돌이 발발하기 전인 2008년 7월경 조지

아 대통령의 웹사이트가 분산서비스거부공격(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을 받아 24시간

동안 작동이 중단되었다. 2008년 8월 러시아 부대가 남오세티아 지역을 진입함과 동시에 조지아

정부의 웹사이트를 상대로 분산서비스거부공격이 실시되어 웹사이트의 작동이 중단되었다. 또한

조지아의 중앙은행의 웹사이트도 변조되어 조지아의 대통령의 이미지가 나치 독일의 히틀러를

비롯한 독재자들의 사진과 나란히 개시되었다.8) 2008년 러시아의 조지아에 대한 사이버 조작은

무력충돌과 함께 수행된 첫 번째 사이버 조작으로 기록된다.

이렇듯 기술 환경이 변화하고 사이버 공간이 무력충돌시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됨에 따라 물리

적 공간에 존재하는 민간물자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 존재하는 민간 데이터도 무력충돌시 보

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국제법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9) 특히 Schmitt는 한 국가의 경

supra note 2, pp.566-568. 
4) Ransomware cyber-attack threat escalating - Europol (14 May 2017), available online at 

https://www.symantec.com/security_response/writeup.jsp?docid=2017-051310-3522-99 (Last visited 15 
March 2018). 

5) Andrew Liptak, The WannaCry ransomware attack has spread to 150 countries (14 May 2017), 
available online at https://www.theverge.com/2017/5/14/15637888/authorities-wannacry-ransomware-a
ttack-spread-150-countries (Last visited 15 March 2018); Jackie Wattles and Jill Disis, Ransomware 
attack: Who's been hit (15 May 2017), available online at http://money.cnn.com/2017/05/15/technolo
gy/ransomware-whos-been-hit/index.html (Last visited 15 March 2018).

6) Jacob Kastrenakes, The NSA reportedly believes North Korea was responsible for WannaCry 
ransomware attacks (14 June 2017), available online at https://www.theverge.com/2017/6/14/1580534
6/wannacry-north-korea-linked-by-nsa (Last visited 15 March 2018); Mathew J. Schwartz, Trump 
Administration: 'North Korea Launched WannaCry' (19 December 2017) available online at 
https://www.bankinfosecurity.com/blogs/trump-administration-north-korea-launched-wannacry-p-2577 
(Last visited 15 March 2018); Alex Hern and Ewen MacAskill, WannaCry ransomware attack 
‘linked to North Korea’ (16 June 2017), available online at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
gy/2017/jun/16/wannacry-ransomware-attack-linked-north-korea-lazarus-group (Last visited 15 
March 2018).

7) Chris Duckett, Ukraine calls out Russian involvement in Petya (3 July 2017), available online at 
http://www.zdnet.com/article/ukraine-calls-out-russian-involvement-in-petya (Last visited 5 October 2017).

8) Andrzej Kozlowski, ‘Comparative analysis of cyberattacks on Estonia, Georgia and Kyrgyzstan’, 3 
European Scientific Journal (2014) 237, p.239; John Markoff, Before the Gunfire, Cyberattacks (12 
August 2008), available online at http://www.nytimes.com/2008/08/13/technology/13cyber.html (Last 
visited 15 March 2018); Jon Swaine, Georgia: Russia 'conducting cyber war' (11 Aug 2008) 
available online at https://www.telegraph.co.uk/news/worldnews/europe/georgia/2539157/Georgia-Russ
ia-conducting-cyber-war.html (Last visited 15 March 2018).

9) 서술의 편의상 본고에서 언급되는 ‘민간 데이터’는 무력충돌법상 민간물자의 지위를 갖는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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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시스템의 신뢰도를 약화시키기 위해 금융 데이터를 변경하는 행위를 사례로 들며, 이 경우는

한 은행에 대한 키네틱 공격보다 민간인에게 훨씬 더 해롭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그는 이처럼

물리적 물자에 야기되는 피해와 데이터에 야기되는 피해 사이의 규범적인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사이버 의존적인 사회에서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10) Lubell은 오늘날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파괴하지 않고도 컴퓨터에 저장된 많은 양의 필수적인 데이터를 파괴하는 것이 가능

하다고 지적하면서, 오백개의 우편물 가방에 불을 지르는 키네틱 형태의 공격이 오백만개의 이메

일을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사이버 조작보다 더 해로운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11)

그러나 국가행위자의 사이버 공간의 악의적인 이용에 관한 국가들의 논의는 아직 무력충돌법

상 민간 데이터 보호를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에 관한 해결책을 마련할 만큼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오늘날 국가들은 국가행위자의 사이버 공간의 악의적인 이용에 관하여 새로운 국제법

을 창설하기보다 기존 국제법의 적용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한 시도는 국제연합 정

부전문가그룹(United Nations Groups of Governmental Experts, 이하 ‘UNGGE’)의 논의 과정을

통해 잘 나타난다. UNGGE 논의를 통하여 국가들은 국가들의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즉, 사이버

공간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존 국제법으로부터 파생되는 규범의 적용이 국제 평화와 안전 및 안

정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데 필수적인 조치라는 인식을 공유했으며,12) 국제법상 기존 의무가 국

가들의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 동의했다.13) 특히, 사이버 공간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기존 국제법의 적용만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규범이 마

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14) 무력충돌법 역시 국제법의 한 분야를 구성한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의 악의적인 이용을 규율하는 새로운 국제규범을 창설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보다, 기

존의 무력충돌법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 무력충돌법의 해석과 적용을

통하여 오늘날 발생하는 사이버 공간의 악의적인 이용을 규율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결론을 짓

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적 논의의 흐름을 반영하였을 때 보다 적절한 논의가 될 것이다.

이러한 국가들 간의 논의를 배경삼아, 본 연구는 기존 무력충돌법의 해석과 적용을 통하여 민

간 데이터가 무력충돌법상 민간물자가 향유하는 보호를 누릴 수 있는지 여부의 검토를 위한 일

차적 문제로서, 데이터의 물자로서의 지위와 민간 데이터와 군사 데이터의 구별에 관하여 논의하

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무력충돌시 민간 데이터가 무력충돌법상 민간물자가 향유하는 보호를

누릴 수 있는지 여부의 결정은 일차적으로 데이터가 물자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와 데이터가 어

터를 의미하며, ‘군사 데이터’는 무력충돌법상 군사목표물의 지위를 갖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어
떠한 데이터가 민간물자 또는 군사목표물의 지위를 갖는지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10) Michael N. Schmitt, ‘Rewired warfare: rethinking the law of cyber attack’, 96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2014) 189, p.204; Michael N. Schmitt, ‘The Law of Cyber Warfare: 
Quo Vadis?’, 25 Stanford Law and Policy Review (2014) 269, p.297. 

11) Noam Lubell, ‘Lawful Targets in Cyber Operations: Does the Principle of Distinction Apply?’, 
89 International Law Studies (2013) 252, pp.267-269. 이 외에도 다음을 참조. Daragh Murray, 
Practitioners' Guide to Human Rights Law in Armed Conflict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p.307; Kubo Mačák, ‘Military Objectives 2.0: The Case for Interpreting Computer Data as Objects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48 Israel Law Review (2015), 55; Heather A Harrison 
Dinniss, ‘The Nature of Objects: Targeting Networks and the Challenge of Defining Cyber 
Military Objectives’, 48 Israel Law Review (2015) 39; Ido Kilovaty, ‘Virtual Violence - Disruptive 
Cyberspace Operations as “Attacks”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23 Michigan 
Tele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Law Review (2016) 113; 박노형, “데이터무역 국제규범의 출
범 － TPP의 중요한 의의 －”, 『안암법학』, 제50권 (2016) 53 79면. 

12) UN General Assembly,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 UN Doc. A/68/98 (24 
June 2013), para16.

13) UN General Assembly,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 UN Doc. A/70/174 
(22 July 2015), para.28(b).

14) UN Doc. A/68/98, para.16; UN Doc. A/70/174, par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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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민간물자로서 데이터와 군사목표물로서 데이터로 구별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

이다. 특히, 본고는 데이터의 무형성에 집중한다. 제II부에서는 유형성을 요구하는 물자에 관한

전통적 해석이 디지털 시대에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물자에 관한 진화적 해석의 가능성을

검토해본다. 다음 제III부에서는 데이터를 민간물자로서 데이터와 군사목표물로서 데이터로 구별

하는데 있어 데이터의 무형성의 문제를 짚어보고, 어떻게 데이터가 민간물자로서 또는 군사목표

물로서 구별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IV부 결론에서는 데이터의 무형성이 물자의

해석과 민간물자 및 군사목표물의 개념을 적용함에 있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관하여 정리하고

자 한다.

II. 무력충돌법상 데이터의 물자로서의 지위

1. 전통적 해석상 데이터의 지위

무력충돌법상 물자(object)에 관한 전통적 해석에 따르면, 물자는 ‘유형이며’(有形, tangible) ‘가

시적인’(visible) 것을 의미한다. 무력충돌법의 연원을 구성하는 조약 규정 중에 물자의 정의를 제

시한 규정은 없으며, 국제관습법상으로도 그 정의가 확립되어있지 않다. 그러나 민간물자와 군사

목표물의 정의는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

에 관한 의정서’(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이하 ‘제1추가의정서’)

제52조에 규정되어 있다.15) 그에 따르면 민간물자란 군사목표물이 아닌 모든 물자를 의미하며,16)

또한 물자가 관련되는 한 군사목표물은 그것의 성질, 위치, 목적 또는 이용에 의해 군사행위에

효과적인 기여를 하고, 당시에 지배적인 상황에서 그것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 파괴, 포획 또는

무용화가 명백한 군사적 이익을 제공하는 물자를 말한다.17) 제1추가의정서에 대한 ICRC의 주해

에 따르면 물자는 유형이며 가시적인 것을 의미한다.18) 이러한 해석은 ‘물자’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제1추가의정서에 대한 ICRC의 주해에는 물자의 영문 용

어 ‘object’와 불문 용어 ‘biens’의 사전적 의미만을 기초삼아 물자가 가시적이고 유형인 무언가를

의미한다는 해석이 제시되었다.19)

물자에 관한 전통적 해석을 따를 경우 데이터는 물자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데이터는 데이터

를 처리하는 장치를 통해 시각적으로 나타나므로 가시적이다. 그러나 데이터 자체를 만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무형이다. 따라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퓨터와 같은 물리적 장치는

물자의 지위를 갖는 반면, 본질적으로 무형인 데이터는 물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이러한 해

석으로 인해, 탈린매뉴얼 2.0의 국제전문가그룹은 “최소한 법의 현재 상황에서”(at least in the

current state of the law) 데이터는 물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20)

15) 이 규정의 내용은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갖는다. Jean-Marie Henckaerts and Louise Doswald-Beck, 
Customar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Vol.1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Rules 8-9. 

16) 제1추가의정서 제52조 1항. 이처럼 민간물자와 군사목표물은 양자택일의 방식으로 정의되어 있으
므로 민간물자이면서 동시에 군사목표물로서 지위를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

17) 제1추가의정서 제52조 2항 2문.
18) ICRC, Commentary on the Additional Protocols of 8 June 1977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7), paras.2007-2008. 

19) 제1추가의정서에 대한 ICRC의 주해에서 언급된 영문 ‘object’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something placed before the eyes, or presented to the sight or other sense, an individual thing 
seen, or perceived, or that may be seen or perceived; a material thing” ICRC의 주해에서 언급된 
불문 ‘biens’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chose tangible, susceptible d'appropriation” ICRC, 
ibid., para.2007.

20) Michael N. Schmitt (ed.), supra note 2, Rule 100, para.6. 탈린매뉴얼은 국제관습법이나 조약과 같
은 국제법의 주요 연원으로서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사이버 조작에 기존의 국제법이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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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시대에서 물자의 해석

무력충돌법은 무력충돌이 발생한 경우 무력은 군사적으로 필요한 정도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인도적인 고려를 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전자를 군사적 필요

성의 원칙이라 하며, 후자를 인도의 원칙 또는 인도적 고려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무력충돌시

군사적 필요성을 인정함으로써, 무력충돌의 당사자는 적을 패배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사

람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물자를 파괴하는 적대행위의 수행이 허용된다. 단, 적을 패배시

키기 위한 한도 내에서 이러한 행위가 가능하다. 따라서 군사적 필요성의 원칙은 군사 행위를 허

용하면서도 제한하는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21) 군사적 필요성의 핵심은 1868

년‘전시 400g 이하의 폭발탄 이용의 폐기에 관한 선언’(Declaration Renouncing the Use, in

Time of War, of Explosive Projectiles Under 400 Grammes Weight, 이하 ‘상트페테르부르크

선언’)에 나타난다.22) 상트페테르부르크 선언에 따르면 “국가가 전쟁동안 성취하기 위하여 노력

해야 하는 유일한 정당한 대상은 적의 군대를 약화시키는 것”이다.23) 그러나 만일, 군사적 필요

성만이 우선시 된다면, 적을 패배시키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자유로이 허용될 것이다. 그러나 군

사적 필요성뿐만 아니라 인도적 고려의 원칙도 무력충돌법을 작동시키는 한 축으로서 기능한다.

인도적 고려를 통해, 무력충돌의 당사자는 적대행위를 수행할 때, 적대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자

를 보호해야 한다. 이는 “전쟁의 필요성은 인도적 고려에 따라야 한다는 제한”을 언급한 1868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선언에서도 잘 나타난다.24) 요컨대, 무력충돌법은 군사적 필요성과 인도적 고

려 사이의 절충과 균형을 목적으로 삼는다.25) 구별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그리고 예방의 원칙과

같은 무력충돌법의 주요 원칙은 군사적 필요성과 인도적 고려의 원칙 사이의 절충의 산물로 볼

수 있다. 이 원칙들은 무력충돌이 발생한 경우 적대행위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하면

서도, 적대행위의 수행 과정에서 초래되는 위험으로부터 민간인과 민간물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26)

무력충돌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디지털 시대에서 데이터가 무형이라는 이유로 물자의 지위

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국제전문가그룹(International Groups of Experts, 이하 ‘국제전문가그
룹’)의 의견을 담고 있을 뿐이다.

21) Ian Henderson, The Contemporary Law of Targeting: Military Objectives, Proportionality and 
Precautions in Attack Under Additional Protocol I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9), p.44.

22) 1868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선언은 전시 특정한 무기의 이용을 금지하는 첫 번째 합의이다. 동 선언
을 통해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는 성격의 무기, 포탄 및 물질의 금지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확인되
었으며, 동 선언의 내용은 후에 1899년 ‘육전의 법과 관습에 관한 제2협약’(Convention (II) with 
Respect to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및 1907년 ‘육전의 법과 관습에 관한 제4협
약’(Convention (IV) respect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이하 ‘제4헤이그 협약’)
에 부속된 육전의 법과 관습에 관한 규칙(Regulations respecting the Law and Customs of War on 
Land, 이하 ‘헤이그 규칙’) 제23조(e)항에 나타난다. 

23) Declaration Renouncing the Use, in Time of War, of Explosive Projectiles Under 400 Grammes 
Weight. Saint Petersburg (11 December 1868 or 29 November 1868 by the old Russian calendar).

24) Declaration Renouncing the Use, in Time of War, of Explosive Projectiles Under 400 Grammes 
Weight. Saint Petersburg (11 December 1868 or 29 November 1868 by the old Russian calendar).

25) ICRC, supra note 18, paras.2206 and 2218; Yoram Dinstein, The Conduct of Hostilities under the 
Law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3rd ed., 2016), pp.8-9; Mary 
Ellen O'Connell, ‘Historical Development and Legal Basis’, in Dieter Fleck (ed.), The Handbook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3rd ed., 2013) 1, pp.36-37; Jann K. Kleffner, ‘Sources of the 
law of armed conflict’ in Rain Liivoja and Tim McCormack (eds.), Routledge Handbook of the 
Law of Armed Conflict (2016) 71, p.75.

26) ICRC, Commentary on the First Geneva Convention: Convention (I) for the Amelioration of the 
Condition of the Wounded and Sick in Armed Forces in the Fie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nd ed., 2016), para.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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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지 못한다는 결론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국제인도법 지식의 이해와 전파를 위해 활동하는

ICRC도 동일한 문제를 아래와 같이 지적하였다.27)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조작하는 것은 정부 서비스와 민간 사업을 빠르고 완전히

정지시킬 수 있으며, 물리적 물자의 파괴보다 민간인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데이터를 삭제하고 조작하는 것이 국제인도법의 의미상 공격을 구성하지 않기 때문

에 혹은 데이터를 민간물자에 대한 공격의 금지를 작동시키는 물자로서 볼 수 없다

고 해서, 이러한 유형의 작전이 점점 더 사이버 의존적인 오늘날 국제인도법에 의

해 금지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짓는 것은 국제인도법의 대상과 목적에 합치하는 것

으로 보기 어렵다.28)

어떠한 실체가 물자의 지위를 갖게 되면, 그것은 군사목표물로서 또는 민간물자로서의 지위를 가

지며, 민간물자는 무력충돌법상 보호를 향유한다. 따라서 물자의 정의에서 어떠한 실체가 배제된

다는 것은 무력충돌법상 민간물자로서 누리는 보호로부터도 그 실체가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 데이터가 민간인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져가는 오늘날 그것이 무형이라는 이유로

무력충돌법상 보호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결코 무력충돌법의 목적을 제대로 반영한 해석이

라 할 수 없다. 예컨대, 무력충돌시 민간 기업의 창고에 폭탄을 투하는 경우와 민간 기업이 보유

한 디지털 재산을 사이버 조작을 통하여 삭제해버리는 경우를 가정해볼 수 있다. 전자보다 후자

의 경우 민간 기업에게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나, 전자의 경우만이 유형이기 때문에 물자

의 지위를 가지며 민간물자로 인정되어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다. 반면 민간 기업의 디지털 재산

은 무형이기 때문에 물자의 지위는 물론 민간물자의 지위도 향유하지 못하게 된다.

물자의 해석에 있어서 유형성을 요구하는 전통적 해석은 디지털 시대에서 적절하지 않다. 물자

를 ‘유형이며 가시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군사작전의 주요 수단이 키네틱 성격을 가질 경우

에는 적절할 수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은 유형의 요소로만 이루어진 공간이 아니다.29) 사이버

공간은 컴퓨터와 같은 물리적 구성요소로도 구성되어 있으나, 데이터와 같은 비물리적 구성요소

로도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특히 사이버 공간을 구성하

는 기본 요소인 데이터를 고려하여, 유형성을 요구하는 물자에 관한 전통적 해석이 재검토 될 필

요가 있다.

3. 진화적 해석의 가능성

27) ICRC는 무력충돌시에 적용이 가능한 국제인도법 지식의 이해와 전파를 위해 활동하며, 국제인도
법의 발전을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 국제적십자위원회규정(Statutes of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규정’) 제4조. ICRC 규정은 조약의 지위를 갖지는 않으나, 거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 적십자 및 적신월 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Red Cross and Red 
Crescent)를 통해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8) ICRC,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the challenges of contemporary armed conflicts, 
32IC/15/11 (2015), p.43.

29) ‘사이버 공간’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저장, 수정 및 교환하기 위한 물리적·
비물리적 구성요소로 형성된 환경을 의미한다. Michael N. Schmitt (ed.), supra note 2, p.564. 사이
버 공간을 형성하는 물리적·비물리적 구성요소를 다시 세 개의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
째 요소는 물리적 요소로, 컴퓨터, 저장 장치, 케이블 등과 같은 물리적 장치를 의미한다. 두 번째 
요소는 논리적 요소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세 번째 요소
는 데이터이다.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는 소프트웨어의 명령어를 통해 처리의 대상이 된다.  
Martin C. Libicki, Cyberdeterrence and Cyberwar (RAND, 2009), pp.12-13; Lior Tabansky, ‘Basic 
Concepts in Cyber Warfare’, 3 Military and Strategic Affairs (2011) 75, pp.77-78; Andrew 
Liaropoulos, ‘Exercising State Sovereignty in Cyberspace: An International Cyber‐Order Under 
Construction?’, in Julie Ryan (ed.), Leading Issues in Cyber Warfare and Security (2015) 191, 
p.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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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물자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물자의 해석에 관하여 진화적 해석이 요구된다. 조약의

용어가 ‘조약의 체결 당시’의 상황과 법을 반영하여 해석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조약의 적용시’의

상황과 법을 반영하여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소위 ‘시제법’(intertemporal law)의 문제가 논

의되어 왔다. 전자를 당대적(contemporaneous) 또는 정적(static) 해석이라 칭하며, 후자를 진화

적(evolutive or evolutionary) 또는 동적(dynamic) 해석이라 칭한다.30)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

운 가상의 공간이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예견하지 못했던 1977년 무렵에는 물자에

유형성을 요구하는 전통적 해석만으로 충분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 접어든 오늘

날 그러한 전통적 해석에 따를 경우 데이터는 물자의 범위에서 배제되며 이는 무력충돌법의 목

적에 합치하지 않는다. 요컨대, 데이터가 물자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제1추가의정서가 체결되

었을 1977년 당시에 특별히 구상되지 못했던 기술적 발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약의 적용시의

상황과 법을 반영하여 해석하는 이른바 진화적 해석이 요구된다.31)

당대적 해석과 진화적 해석 중 어느 것 더욱 적절한지의 판단은 사안별로 이루어진다. 국제연

합의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이하 ‘ILC’)는 “시제법적 요소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규칙의 형성을 시도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제법적 요소에 관한 사항을 1966년 조

약법 협약의 초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누락시켰다.32) 이후 2006년 ‘국제법의 파편화’에 관한 논

의에서도 ILC는 당대적 해석과 진화적 해석 중 어느 것이 우선시 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

을 형성하고 동의하는 것이 어렵다고 결론지었다.33) 이처럼 오늘날 당대적 해석과 진화적 해석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의 문제는 매듭지어지지 않았다. 양자 중 어떠한 해석이 더욱 적절한지

의 판단은 사안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34)

물자의 진화적 해석의 가능성은 Dispute regarding Navigational and Related Rights (Costa

Rica v. Nicaragua) 사건에서의 국제사법법원(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의 판결

을 통해 검토될 수 있다.35) 동 사건에서 ICJ는 (i) 조약의 당사국이 조약에서 ‘포괄적 용

30) ILC,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Work of its Sixty-eighth session, UN 
Doc. A/71/10 (2 May-10 June and 4 July-12 August 2016), pp.180-181. 당대적 또는 정적 해석은 
Island of Palmas 사건에서 “법적 사실은 그러한 사실과 동시대의 법을 반영하여 평가되어야 한
다.”는 Max Huber 중재재판관의 언급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반면 진화적 또는 동적 해석은 
Iron Rhine 사건에서 “조약의 진화적 해석에 대하여 오늘날 선도적인 학술가들 사이의 일반적 지
지가 있다”는 중재재판부의 언급에서 그 논거를 찾고 있다. Island of Palmas (the Netherlands, 
United States of America), Award of 4 April 1928, UN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Vol. II (Sales No. 1949.V.1), pp.829-871, p.845; Award in the Arbitration regarding the Iron Rhine 
(“Ijzeren Rijn”) Railway between the Kingdom of Belgium and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Decision of 24 May 2005, UN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Vol. XXVII (Sales No. 
E/F.06.V.8), pp.35-125, p.35, para.81.

31) Richard K. Gardiner, Treaty Interpre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p.468. 
Bannelier-Christakis는 전쟁의 새로운 현실과 가능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무력충돌법이 진화적인 방
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Karine Bannelier-Christakis, ‘Is the principle of 
distinction still relevant in cyberwarfare?’, in Nicholas Tsagourias and Russell Buchan (eds.), 
Research Handbook on International Law and Cyberspace (2015) 343, p.355.

32) ILC,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66, Vol. II, UN Doc. A/CN.4/SER.A/1966/Add.l, 
p.222, para.16.

33) ILC,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Work of its s Fifty-eighth session, UN 
Doc. A/61/10 (1 May-9 June and 3 July-11 August 2006), para.478.

34) UN Doc. A/71/10, Conclusion 8, para.5.
35) 동 사건에서 1858년 니카라과와 코스타리카 사이의 경계에 관한 조약 제6조상 “con objetos de 

comercio”(상업의 목적을 위해)라는 표현의 해석에 관하여 니카라과와 코스타리카는 각각 다른 해
석을 주장하였다. 니카라과는 ‘comercio’라는 표현은 물리적 상품의 구입이나 판매만을 의미하
며, 승객의 운송과 같은 모든 서비스는 배제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코스타리카는 이 표현이 상품
의 운송뿐만 아니라 관광객과 같은 승객의 운송도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 Dispute regarding 
Navigational and Related Rights (Costa Rica v. Nicaragua), Judgement of 13 July 2009, ICJ Reports 
(2009) 213, p.243, paras.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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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generic terms)를 사용하여 당사국들이 조약 용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할 수 있다는

점을 필연적으로(necessarily) 인지해왔으며, (ii) 조약이 오랜 기간 동안 또는 지속적인 기간 동

안 발효해온 경우, 일반 규칙으로서 조약의 당사자가 해당 용어에 대하여 진화적 의미를 갖도록

의도하였음이 추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36) 첫 번째 요건에 관하여 ICJ는 무역 내지 상

업을 의미하는 ‘comercio’라는 용어는 “하나의 행위의 부류”(a class of activity)를 의미하므로 포

괄적 용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두 번째 요건에 대하여, ICJ는 해당 조약이 무기

한으로 발효되었으며, 시초부터 영속성의 특징을 갖는 법적 체제를 창설하도록 의도되었다고 보

았다.37) 이를 근거로 ICJ는 ‘comercio’라는 용어는 해당 조약이 적용되는 상황과 관련되는 의미

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38) 물자의 진화적 해석의 가능성을 동 사건의 ICJ의 판결을

통해 가늠해볼 수 있다. 첫째, 1977년 제1추가의정서 제52조에 언급된 ‘물자’(object)라는 용어 역

시 ‘한 부류의 객체’를 의미하므로 포괄적 용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1977년

제1추가의정서의 발효 기한이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무기한으로 조약이 발효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물자의 해석에 관하여 제1추가의정서가 체결되었을 1977년 당시에 특별히 구상

되지 못했던 기술적 발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약의 적용시의 상황과 법을 반영하여 해석하는

진화적 해석이 가능해보인다.

III. 민간 데이터와 군사 데이터의 구별

1. 데이터의 무형성과 구별의 문제

데이터가 물자의 지위를 갖게 될 경우, 컴퓨터와 같은 유형의 물자 수준이 아닌 컴퓨터 내에

저장된 무형의 데이터 수준에서 그것이 민간물자인지 군사목표물인지 여부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데이터가 물자로 인정될 경우 데이터는 민간물자로서 데이터와 군사목표물로서 데이터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며 민간물자로서 데이터는 무력충돌법의 주요 원칙을 통해 보호된다. 특히

구별의 원칙은 공격 수준의 사이버 조작을 수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공격하려는 데이터가 민간

데이터인지 군사 데이터인지 구별 한 후 군사 데이터만 공격할 것을 요구한다.39) 컴퓨터와 같은

유형의 사물만이 물자로서 지위를 가지는 경우에는 컴퓨터 내에 저장된 데이터가 민간물자로서

데이터인지 아니면 군사목표물로서 데이터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으며, 컴퓨터 그 자체

가 군사목표물인지 민간물자인지의 판단만이 요구된다. 그러나 데이터가 물자의 지위를 가질 경

우, 컴퓨터와 같은 유형의 사물만이 물자로 인정되는 경우보다 세밀한 단위에서 그러한 컴퓨터

내에 저장된 데이터가 민간물자인지 군사목표물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한다.40)

36) Dispute regarding Navigational and Related Rights (Costa Rica v. Nicaragua), Judgement of 13 
July 2009, ICJ Reports (2009) 213, p.243, para.66. 또한 다음을 참조. Sondre Torp Helmersen, 
‘Evolutive treaty interpretation: Legality, Semantics and Distinctions’, 6 European Journal of 
Legal Studies (2013) 162.

37) Dispute regarding Navigational and Related Rights (Costa Rica v. Nicaragua), Judgement of 13 
July 2009, ICJ Reports (2009) 213, p.243, para.67. 

38) Dispute regarding Navigational and Related Rights (Costa Rica v. Nicaragua), Judgement of 13 
July 2009, ICJ Reports (2009) 213, p.243, para.70.

39) 제1추가의정서 제52조 1항 1문. 
40) 물론 데이터가 물자로서 지위를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저장된 컴퓨터 자체가 군사목표물로 간주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컴퓨터와 같은 물리적 물자 자체도 제1추가의정서 제52조 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그것이 군사목표물인지 아니면 민간물자인지의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컨대, 본
질적으로 군사행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고안된 컴퓨터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만일 해당 컴
퓨터의 파괴, 포획 또는 무용화가 명백한 군사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그 컴퓨터는 군사목표물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해당 컴퓨터 내에 온전히 군사 데이터만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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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무형성으로 인해 그것이 민간물자인지 아니면 군사목표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물자가 군사목표물인지 아니면 민간물자인지 구별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비단 데이터에 대해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물리적 형체가 있는 물자의

경우도 그러한 물자가 군사목표물인지 여부는 때때로 시각적으로 쉽게 인지될 수 없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대부분 공격 계획하거나 결정하는 자는 제공된 정보에 근거하여 공격을 계획하거나

결정을 내릴 것이다. 공격을 계획하거나 결정하는 자는 최소한 그러한 정보가 정확하고 최신의

것인지 그리고 제57조에 따라 구별을 위한 예방 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41) 의심이 있

는 경우, 추가적인 정보가 요구되어야 한다.42)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군사목표물인지 여부를 판단

할 때도 공격을 계획하거나 결정하는 자는 자신들이 수집한 정보에 기초하여, 해당 물자가 군사

목표물인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때 데이터가 군사목표물인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 정

교한 기술적인 수단을 통한 추가적 정보가 요구될 수 있다. 만일 어떤 데이터가 군사 행동에 효

과적인 기여를 하는데 이용되는지 여부가 계속적으로 의심스러운 경우, 제1추가의정서 제52조 3

항에 따라 해당 데이터는 민간물자로 간주되어야 하며, 그러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공격을 수행하

는 것은 구별의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43)

2. 민간 데이터와 군사 데이터

1) 민간물자로서 데이터

데이터가 어떻게 민간물자로서 데이터와 군사목표물로서 데이터로 구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무력충돌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요하다. 데이터가

물자로서 지위를 갖게 될 경우, 데이터는 민간물자로서 데이터와 군사목표물로서 데이터로 구분

되며, 민간물자로서 데이터만이 무력충돌법의 주요 원칙을 통해 보호받는다. 특히, 구별의 원칙에

따라, 민간 데이터는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44) 또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정당한 군사목

표물에 대한 공격을 수행하더라도 그러한 공격을 통해 예상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이

익에 비해 민간인과 민간물자에 대한 부수적 피해가 과도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그 공격은

금지된다. 민간 데이터에 대한 부수적 피해는 이때 비례성 산정에서 고려된다.45) 또한 예방의 원

칙에 따라 민간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조치들이 취해진다.46)

민간물자는 군사목표물이 아닌 모든 물자를 말한다.47) 민간물자는 이렇듯 물자라는 큰 범주에

서 군사목표물에 속하는 물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물자는 반드시 민간물

자 또는 군사목표물이라는 두 가지 범주 중 하나에만 속하게 된다. 데이터가 물자로 간주될 경

우, 민간물자로서 데이터는 물자로서 지위를 갖는 데이터의 범위에서 군사목표물로서 데이터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를 의미하게 된다.

군사 기지 안에 민간물자나 민간인이 존재하는 경우와 유사하다. 이러한 경우는 구별의 원칙이 아
닌 비례성의 원칙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컴퓨터 자체는 군사목표물이므로 정당한 공격의 대상으
로 간주된다 할지라도,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해당 컴퓨터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간 데
이터에 대한 부수적 피해가 고려되기 때문이다. 한편 데이터가 저장된 컴퓨터 자체가 민간물자일 
경우, 해당 컴퓨터 자체는 구별의 원칙에 따라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컴퓨터 
내에 저장된 일부 데이터가 군사목표물로 간주된다면, 해당 데이터는 구별의 원칙상 공격의 정당한 
공격 목표물이 된다.

41) 제1추가의정서 제57조 2항 (a)호 (i)목.

42) ICRC, supra note 18, para.1952.
43) 제1추가의정서 제52조 3항.

44) 제1추가의정서 제52조 1항 1문.
45) 제1추가의정서 제51조 5항 (b)호. 

46) 제1추가의정서 제57조 및 제58조.
47) 제1추가의정서 제5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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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사목표물로서 데이터

제1추가의정서의 군사목표물의 정의에 따르면, 어떠한 데이터가 군사목표물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 번째로, 데이터가 그것의 성질, 위치, 목적 또는 이용

에 의해 군사행위에 효과적으로 기여해야 한다(서술의 편의를 위해 ‘군사행위에 대한 효과적 기

여의 요건’이라 한다). 두 번째로, 그러한 데이터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 파괴, 포획 또는 무용화

가 명백한 군사적 이익을 제공해야 한다(서술의 편의를 위해 ‘명백한 군사적 이익의 요건’이라

한다).48) 두 요건은 동시에 누적적으로 만족되어야만 군사목표물로 인정된다.49) 다만, 이 두요건

의 판단은 공격을 실시하려는 ‘당시의 지배적인 상황에서’ 평가되어야 한다.50) 이하에서 두 요건

을 보다 상세히 검토한다.

(1) 군사행위에 대한 효과적 기여의 요건

첫 번째 요건으로, 데이터는 그것의 성질, 위치, 목적 또는 이용에 의하여 군사행위에 효과적으

로 기여할 경우 군사목표물로 간주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명백한 군사적 이익의 요건이 충족되

었다는 전제 하에 첫 번째 요건을 검토해본다.) 첫 번째 요건에서 언급되는‘군사행위에 효과적으

로 기여’해야 한다는 표현은 데이터의 성질, 위치, 목적 또는 이용을 통하여 적의 경제적 또는 정

치적 행위가 아니라 군사적 행위에 효과적으로 기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가 특정 작

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필요는 없으며, 전반적으로만 군사행위와 관련되어 군사작전에 효과적으

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51)

‘성질’(nature)에 의하여 군사행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데이터의 경우는 데이터가 어떤 고유

한 특성을 부여받아 그 자체로(eo ipso) 군사행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경우를 말한다.52) 따라

서 근본적으로 군사행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안된 데이터가 ‘성격’에 의하여 군사행위에 효과적

으로 기여하는 물자에 포함될 것이다.53) 따라서 군대가 이용을 위해 ‘일시적으로’ 소유하거나 통

제하는 데이터와는 달리, 군대가 ‘보통’ 소유하거나 통제하여 직접 이용하는 데이터가 포함될 것

이다.54) 데이터의‘성질’에 의하여 군사행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경우의 대표적 예에는 작전

계획과 같은 군사적 기밀을 담고 있는 데이터가 포함될 것이다. 더불어 무기체계 시스템의 작동

을 위해 처리되는 데이터도 포함될 것이다.

데이터의 위치에 의하여 군사행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힘들다. ‘위

치’(location)에 의하여 군사행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물자는 물자의 지리적 장소가 점유되어

48) 제1추가의정서 제52조 2항. 동 조항에 규정된 군사목표물의 정의는 국제적 무력충돌시와 비국제적 
무력충돌시 모두의 상황에서 적용되는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된다. Jean-Marie Henckaerts and 
Louise Doswald-Beck, supra note 15, Rules 8. 

49) ICRC, supra note 18, para.2018; Stefan Oeter, ‘Methods and Means of Combat’, in Dieter 
Fleck (ed.), The Handbook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3rd ed., 2013) 115, p.169, para.5; 
Yoram Dinstein, supra note 25, p.104.

50) 이는 어떠한 물자가 군사목표물로 간주되는지 여부가 한 번의 평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
떠한 물자를 표적으로 하였을 때마다 군사목표물인지 여부가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an Henderson, supra note 21, pp.76-78; Stefan Oeter, ibid., p.170, para.6; Yoram Dinstein, supra 
note 25, p.104.

51) Michael Bothe, Karl Josef Partsch and Waldemar A. Solf, New Rules for Victims of Armed 
Conflicts: Commentary on the Two 1977 Protocols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949 
(Martinus Nijhoff, 2nd ed., 2013), pp.365-366; Stefan Oeter, ibid., p.169, para.5.

52) Yoram Dinstein, supra note 25, p.110. 
53) Michael N. Schmitt (ed.), supra note 2, Rule 100, para.8.
54) ICRC, supra note 18, para.2020; Ian Henderson, supra note 21,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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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거나 적이 그것을 점유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거나 또는 적이 그 장소로부터 철수하도

록 강제함으로써, 군사작전에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 장소를 의미한다.55) 위치의 기준에 의해서

어떠한 물자가 군사목표물로 간주되는 것은 어떠한 장소의 실제 이용이 아니라 그러한 물자의

위치가 적의 군사 행동에 효과적으로 기여한다는 사실이다.56) 다리나 건물과 같은 물리적 물자

가 그것의 위치에 의해서 특별한 군사 전략상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를 통하여

쉽고 빠르게 이동하는 데이터의 속성으로 인해 데이터의 지리적 위치가 군사 전략상 특별한 중

요성을 갖는 경우는 발견하기 힘들다.

데이터의 ‘이용’(use)과 ‘목적’(purpose)을 통하여 군사 행동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는 군사목표물로 간주될 수 있다. 민간물자의 대부분이 군대에게 유용한 물자가 될 수 있

다. 따라서 성격상 군사 행동에 기여하도록 고안된 물자는 아니더라도 군대가 그러한 물자를 ‘이

용’함으로써 군사행위에 기여할 수 있다.57)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군사적 성격을 갖지 않는 민

간 데이터를 적의 군대가 이용함으로써 그들의 군사행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경우, 군사목표물

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상당히 다양한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민간

기업이 갖고 있는 고화질의 위치 이미지 데이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예컨대,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위성사진 데이터나 실제 거리 곳곳을 찍은 이미지 데이터, 실시간 교

통 CCTV 데이터를 적의 군대가 자신의 군사행위를 위해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이용

의 기준 의해 군사작전에 효율적으로 기여하는 데이터로 볼 수 있다.

현재에는 민간 데이터로 간주되는 데이터를 만일 적이 미래에 이용할 것을 의도하는 경우, 이

러한 데이터는 ‘목적’에 의해 군사행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데이터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은 물자의 미래 이용에 대한 적의 의도를 통해 추론될 수 있다.58) 예컨대, 반복적으로 특정

민간물자를 군대가 과거에 이용했다는 사실은 그 물자가 군사적 목적으로 미래에 이용될 수 있

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59) 따라서 민간용도로 제공되는 CCTV 데이터를 아직 적의

군대가 이용하지 않았으나, 적이 그러한 데이터를 과거에 이용한 적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보아,

미래에 그 데이터를 이용하려 한다는 실제 의도가 파악되었을 경우, 해당 데이터는 목적에 의해

군사행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가 항상 명확하게 드러

나는 것은 아니므로 의도를 파악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데이터가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용되

는지 혹은 미래에 이용될지 여부를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60) 만일 어떤 데이터가 군사 행동

에 효과적인 기여를 하는데 이용되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제1추가의정서 제52조 3항에 따

라 민간물자로 간주되어야 한다.61)

(2) 명백한 군사적 이익의 요건

55) ICRC, supra note 18, para.2021; Yoram Dinstein, supra note 25, p.115; Ian Henderson, supra note 
21, p.56.

56) Michael N. Schmitt (ed.), supra note 2, p.438, para.9.
57) 예컨대, 학교나 호텔은 일반적으로 민간물자로 볼 수 있지만, 이들이 군부대나 본부의 군인을 수

용하기 위해 이용될 경우, 군사목표물이 된다. ICRC, supra note 18, para.2022; Yoram Dinstein, 
supra note 25, p.112.

58) ICRC, supra note 18, para.2022; Yoram Dinstein, supra note 25, p.113. ‘이용’의 기준에 따라 군
사행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물자는 군대가 그 물자를 이용하는 바로 그 순간 군사목표물로 간
주된다. 반면 ‘목적’의 기준에 의해 군사행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물자는 군대가 그 물자를 
현재 이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미래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파악되는 경우 군사목표물로 간주된다. 
Ian Henderson, supra note 21, p.59.

59) Yoram Dinstein, supra note 25, p.114.
60) Robin Geiß and Henning Lahmann, ‘Cyber warfare: applying the principle of distinction in an 

interconnected space’, 45 Israel Law Review (2012) 381, p.386.
61) 제1추가의정서 제52조 3항. 

-71-



군사목표물로서 데이터는 그것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 파괴, 포획 또는 무용화를 통해 명백한

군사적 이익이 나타나야 한다. 보다 상세히 검토해보자면, 첫째, ‘전체적 또는 부분적 파괴, 포획

또는 무용화’의 요건은 적의 물자를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하거나 포획하거나 또는 무

용화하였을 경우 군사적 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묻는다. 1973년 ICRC가 준비한 초안에는 군

사목표물의 정의에 ‘파괴’(destruction)라는 용어만 포함되어 있었으나,62) 1977년 제1추가의정서의

채택을 위해 1974년에서 1977년 사이에 진행된 외교회의를 통해 포획(capture)과 무용화

(neutralization)란 용어가 추가되었다.63) 두 용어를 추가한 사유가 동 외교회의 동안 명확히 다루

어지지는 않았으나, 물자의 물리적 파괴 없이 단순히 물자의 포획이나 무용화를 통하여 군사적

이익이 나타나는 경우도 군사목표물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로 보인다. 특히 무용화는 적이

그 물자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64)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지뢰를 설치하여

적이 그 지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무용화에 포함된다. 데이터는 무형이므로 데이터

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또는 데이터의

삭제나 변경을 통하여 적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군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둘째, 데이터의 파괴, 포획 또는 무용화가‘명백한 군사적 이익’을 제공해야 한다. ‘군사적 이익’

이라 함은 경제적, 정치적 또는 심리적 측면의 이익과 같이 성격적으로 군사적이지 않은 이익들

을 배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65) 군사적 이익은 우위를 점령하여 적의 군대를 전멸시키고 약화

하는 것에 있다.66) 군사적 이익은 전투의 전술적이고 전략적인 목표를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평

가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기준이다.67) ‘명백한’이라는 표현은 잠재적이거나 불확정적인 군

사적 이익을 제공하는 공격을 개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68) 예컨대, 민간 기

업이 제공하는 위성사진 데이터나 실제 거리 곳곳을 찍은 이미지 데이터, 실시간 교통 CCTV 데

이터를 적의 군대가 자신의 군사행위를 위해 이용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적의 전력을 약화시킬 수 있을 때, 그리고 적의 전력을 약화시킴으로써 나타나는

군사적 이익이 잠재적이거나 불확정적이지 않으며 명백할 경우, 이러한 데이터는 군사목표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물자의 해석에 있어서 유형성을 요구하는 전통적 해석은 디지털 시대에서 적절하지 않으며, 그

해석은 무력충돌법을 적용하는 시점의 기술적 상황을 반영하여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물자가

62) ICRC, Commentary of the Draft Additional Protocols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August 12, 
1949, (1973), p.60.

63) Official Records of the Diplomatic Conference on the Reaffirmation and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pplicable in Armed Conflicts (Geneva, 1974-1977), Vol. XV, 
pp.331-332.

64) Michael Bothe, Karl Josef Partsch and Waldemar A. Solf, supra note 51, p.367.
65) Michael N. Schmitt (ed.), supra note 2, Rule100, para.21.
66) ICRC, supra note 18, para.2218.
67) Stefan Oeter, supra note 49, p.170, para.6.
68) ICRC, supra note 18, para.2024. 또한 Bothe 등에 따르면, ‘명확한’ 군사적 이익은 가설적이고 

추측에 근거한 군사적 이익이 아닌 구체적(concrete)이고 인식할 수 있는(perceptible) 이익을 의미
한다. Michael Bothe, Karl Josef Partsch and Waldemar A. Solf, supra note 51, p.367. ‘군사적 이
익’이라는 용어는 제1추가의정서 제52조 이외에도 비례성의 원칙과 관련한 조항인 제1추가의정서 
제51조 5항 (b)호 및 제57조 2항 (iii)호에도 언급이 된다. 그러나 군사목표물의 정의를 규율한 제52
조에서는 ‘명백한’(definite) 군사적 이익인 반면, 비례성의 원칙에 대한 규정인 제51조 5항(b)호 
및 제57조 2항(iii)호에서는 ‘구체적이고’(concrete) ‘직접적인’(direct) 군사적 이익이다. 비례성
의 원칙에서 관한 규정에 언급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이라는 표현은 제52조의 군사목표물 정
의에 내포되어 있는 것 보다 더 엄격한 조건을 공격자에게 부과한다. ICRC, supra note 18, 
para.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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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이며 가시적인 것’을 의미한다는 해석은 군사작전의 주요 수단이 화기(火器)와 같이 키네틱

성격을 가질 경우에는 적절할 수 있다. 그러나 무력충돌시 사이버 공간을 통해 군사작전의 수행

이 가능해진 오늘날 그러한 해석은 무력충돌법의 목적을 적절히 반영한 해석으로 볼 수 없다. 사

이버 공간은 데이터와 같은 무형의 요소로도 구성되기 때문이다. 물자에 관한 진화적 해석의 가

능성은 Dispute regarding Navigational and Related Rights (Costa Rica v. Nicaragua) 사건

에서의 ICJ의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제1추가의정서가 체결되었을 1977년 당시에

특별히 구상되지 못했던 사이버 공간을 구성하는 무형의 요소인 데이터를 고려하여 물자에 관한

전통적 해석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데이터의 무형성은 물자의 전통적 해석을 적용함에 있어 어려움으로 작용하지만, 데이터를 민

간물자 또는 군사목표물로 구별함에 있어 특별한 어려움을 야기하지 않는다. 첫째, 어떠한 물자

가 민간물자인지 군사목표물인지 판단함에 있어 발생하는 어려움은 유형의 물자의 경우에도 발

생하며, 둘째, 비록 무형이라 하더라도 데이터를 대상으로 공격을 수행하려는 자는 해당 표적에

대한 정보에 근거하여 공격을 계획하거나 결정을 내려야하기 때문이다. 공격을 계획하거나 결정

하는 자는 자신이 표적으로 삼은 데이터가 민간 데이터인지 군사 데이터인제 관한 정보에 근거

하여 공격을 결정해야 하며, 최소한 그러한 정보가 정확하고 최신의 것인지 그리고 제57조에 따

라 구별을 위한 예방 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69) 물론, 데이터가 군사목표물인지 여부

의 판단을 위해 정교한 기술적인 수단을 통한 추가적 정보가 요구될 수 있다. 만일 어떤 데이터

가 민간물자인지 군사목표물인지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데이터는 민간물자로 간주되어야 하며,

그러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공격을 수행하는 것은 구별의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70)

기존 무력충돌법의 해석과 적용을 통하여 민간 데이터가 무력충돌법상 민간물자가 향유하는

보호를 누릴 수 있는지 여부는 물자의 해석 이외에 구별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그리고 예방의

원칙과 같이 무력충돌법상 민간물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주요 원칙의 적용을 통해서도 검토

되어야 한다. 특히 구별의 원칙에 따라 민간 데이터는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때 구별의

원칙을 통해 민간 데이터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데이터를 대상으로 수행된 사이

버 조작이 공격을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 결정된다.71) 또한 비례성의 원칙을 통한

민간 데이터 보호의 문제는 비례성의 원칙에서 고려하는 부수적 피해에 민간 데이터에 대한 피

해가 포함되는지의 검토를 통해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예방의 원칙에 따라 민간 데이터를 보호하

기 위하여 어떠한 예방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지에 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9) 제1추가의정서 제57조 2항 (a)호 (i)목.
70) 제1추가의정서 제52조 3항.

71) 박주희, “무력충돌시 민간 데이터의 보호에 관한 검토 － 구별의 원칙을 중심으로 －”, 『국제
법평론』, 제47호 (2017)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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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격의 국제법적 규율을 위한 적극적 방어개념의 도입
 백상미

I. 문제의 제기
  본 연구는 초국경적 성격을 가진 사이버공격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는 현실에 직면
하여 국제법적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일련
의 사건1)을 통해 사이버공격의 위험성을 인지한 이래 사이버공격의 국제법적 규율을 위한 국
가들의 논의는 현재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2) 그러나 현재 국가들의 논의는 사이버공간
의 특성을 반영하기 보다는 현행 국제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사이버공간을 규율할 수 있는지 
여부에 집중되어 있다. 즉, 사이버공격의 강도에 따라 이를 일반국제법상의 원칙상 금지되어 
있는 무력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자위권 원용이 가능한 무력공격으로 볼 수 있는지와 같은 
논의가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3)   
  그러나 국가들은 국제사회에서의 논의와는 별개로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적극적 
방어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적극적 방어는 사이버공격 발생 전에 위협을 탐지하여 공격거점에 
직접 조치를 취함으로써 공격을 억지하는 방어전략이다. 반면 현행 국제법체제는 사후대응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적극적 방어개념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가 요구된다. 국가들의  국내전
략은 곧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실행을 형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극적 방어개
념은 국가들이 국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안보전략차원에서 언급되고 있을 뿐, 국제사회 차원
에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 사이버공격과 관련한 국제법 연구에서도 국가들이 마련하고 있는 
적극적 방어 전략이 국제법 체제 안에서 어떤 문제점을 가지는 지 검토된 바가 없기는 마찬가
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 방어의 개념 및 조치의 국제법적 적법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
를 위해서 적극적 방어조치 시 그 시기 및 대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법성의 문제가 
자위권, 대응조치, 긴급피난과 같은 국제법상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1)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제사회 전체의 관심을 촉발시킨 대표적인 사건들로는 2007년 에스토니아의 국
가 주요기관 홈페이지와 전산망 및 언론·금융기관 등이 분산서비스공격(DDoS)을 받아 국가 전체에 
걸친 기능마비를 가져온 사건, 2008년 그루지야와 러시아간 전쟁 당시 무력충돌 직전에 그루지야의 
전산망이 무력화된 사이버공격, 2008년 터키 송유관 폭발사건, 2010년 스턱스넷이라는 악성바이러스
의 공격을 통해 이란의 나탄즈 핵시설의 원심분리기에 작동불능을 초래한 사건, 2014년 우크라이나 
대선 당시 중앙선관위 컴퓨터에 대한 사이버공격 사건, 2016년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 이메일 해킹 
및 폭로로 러시아의 미 대선개입 의혹을 불러일으킨 사건,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하건 등
이 있다. 

2) 국가들은 UN사이버안보정보전문가그룹(UNGGE), 상하이협력기구(SCO),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 
다양한 국제포럼에서 사이버공격에 대한 규율 문제를 논의해왔다. 

3) 이는 2017년 UNGGE에서 사이버공격 규율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으로 자위권, 국가책임, 
국제인도법과 같은 원칙의 명시에 관한 논쟁 끝에 국가 간 합의 도출에 실패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The Diplomat, Jul. 31, 2017, “UN GGE on Cybersecurity: The End of an Era?”, 
<https://thediplomat.com/2017/07/un-gge-on-cybersecurity-have-china-and-russia-just-m
ade-cyberspace-less-safe/> (2017.10.30.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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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이버공격의 발생시점과 적극적 방어의 개념

 1. 국제법 위반을 구성하는 사이버공격의 발생시점

  현재까지 사이버공격을 규율하는 국제법상 구속력 있는 조약이나 사이버공격에 대해 국제
법적으로 확립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탈린 매뉴얼은 사이버공격을 “공격적인지 또는 방
어적인지에 관계없이 사람에 대하여 위해나 죽음을 야기하거나 사물에 손해 또는 파괴를 야기
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사이버작전(Cyber Operation)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
다.4) 탈린매뉴얼은 일정 강도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야 사이버공격이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입
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효과 기반 접근법(effect-based approach)을 적용한 것으로 수단
이 아닌 결과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해석하는 방식이다.5) 현재 다수의 학자들이 효과 기반 접
근법을 적용하여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는 강도의 사이버공격이 일어났는지를 판단하고 있다.6) 
시스템 손상 이상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사이버공간에서 실행되었을 때, 이를 사이버공
격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접근법은 국가기관의 연구보고서나 각 국의 사이버안보전략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할 수 있다.
  재래식 공격의 경우에는 미사일이나 폭탄을 발사하면 인명피해나 기반시설의 파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사이버공격은 재래식 공격과 비교했을 때 무기 발사를 위한 스위치
를 누르기까지-즉, 시스템에 손상을 가할 수 있는 DDoS 공격7), APT공격8), 랜섬웨어 공격9)
을 실행하기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준비작업이 이루어진다. 이에 대해 재래식 무기의 경우에
도 사용하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과정을 거친다는 반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무기개발, 무
기 이동 및 시험발사 등의 준비과정과 달리 사이버공격을 위한 준비과정은 그 자체로 사이버
공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실제로 사람, 전자·물리적 기반시설에 
위해를 가하는 사이버공격이 실행되는 시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목표한 대상에 사이버공격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전체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4) NATO Cooperative Cyber Defence Centre of Excellence, The Tallinn Manual on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Warfa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 
106; NATO Cooperative Cyber Defence Centre of Excellence, Tallinn Manual 2.0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Operations, 2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p. 415. 

5) Johann-Christoph Woltag, “Cyber Warfare”, in Wolfrum (ed.), Max Planck Encyclopa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Oxford Public International Law, 2015), para. 8, 
<http://opil.ouplaw.com/view/10.1093/law:epil/9780199231690/law-9780199231690-e280?rske
y=i8J7z5&result=1&prd=EPIL>

6) Ibid. 
7) 분산 서비스 거부(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DDoS)공격은 인터넷 사이트에 대량의 트래픽을 

보내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공격 유형이다.
8) 지능형 지속형 공격(Advanced Persistent Threat, APT)은 기관, 기업 등 목표시스템에 침투하기위

해 지속적으로 취약점을 노리며, 내부망에 침투하고 나서도 시스템에 잠복하면서 정보를 수집하여 해
킹 혹은 시스템을 파괴하는 공격유형이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 
<http://word.tta.or.kr/dictionary/dictionaryView.do?word_seq=035578-2> (2017.12.31.최종방
문). 

9) 랜섬웨어는 몸값을 뜻하는 Ransome과 제품을 뜻하는 Ware의 합성어로, 이에 감염된 컴퓨터는 시스
템 접근에 제한을 받고, 해제를 위해 악성코드 제작자에게 금품을 제공해야 제한이 풀리는 악성프로
그램을 말한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보호기술용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3), p. 24. 

-76-

http://word.tta.or.kr/dictionary/dictionaryView.do?word_seq=035578-2


  오늘날 대부분의 사이버공격은 공격자의 컴퓨터에서 목표시스템으로 바로 실행되는 것이 아
니라 공격거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공격자가 공격거점을 통해 공격을 진행하는 이유는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지 않고, 공격이 포착되더라도 추적을 교란시키기 위해서이다.10) 대표적
인 공격거점의 예로는 봇넷(Botnet)과 봇넷을 제어하고 명령을 내리는 C&C 서버를 들 수 있
다. 봇넷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개인 컴퓨터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공
격자에 의해 원격으로 조종되어 공격자의 명령에 따라 공격을 수행11)하는 실질적인 공격 수
단이다. 공격자는 우선 인터넷 사이트에 악성코드를 심어놓아 해당 사이트에 방문하는 사용자
들이 심어놓은 악성코드를 다운 받게 하거나12), 이메일 피싱13) 수법을 쓰거나 또는 웜에 악성
코드를 실어 취약성을 가진 컴퓨터를 찾아 감염시키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인컴퓨터를 
악성코드로 감염시킨다. 이렇게 감염된 봇14)은 C&C 서버에 접속하여 자신의 감염사실을 알리
게 된다. C&C는 감염된 봇에게 다른 컴퓨터에 대한 감염을 지시하고, 봇은 새로운 대상들을 
감염시켜 이들을 C&C로 연결시키고 추후 지시를 받도록 만든다. 해커는 원격조종을 통해 봇
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봇넷을 형성하고, 봇넷을 사용한 공격이 필요할 때까지는 
이를 휴면상태로 둔다. 그러다가 필요한 시점이 되면 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공격 실행에 봇넷
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악성코드는 주로 언론사 홈페이지 등 사용자들이 일반적으로 방문하는 웹페이지에 심겨져 
있는 경우가 많고, 이메일을 통해 감염되는 경우에도 별다른 징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대
부분의 사용자들은 자신의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과정
이 진행된다.15) 자신도 모르게 봇넷의 일부가 되어 공격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봇넷

10) 공격거점은 공격자의 지정학적 위치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해커들이 데이터로그 
파괴, 암호화(encryption), 이미지 및 오디오 파일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통해 메시지를 숨겨 전송하
는 steganography, 익명의 이메일 계정, 보낸 사람을 숨기거나 위장할 수 있는 fake mail, IP 소스 
도용 등과 같이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과 맞물려 실제 공격자를 추적하는 것을 더
욱 어렵게 만든다. Russell Buchan, Marco Roscini, Nicholas Tsagourias, “State Responsibility 
for Cyber Operations: International Law Issues,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014),, p. 2; Levi Grosswald, “Cyberattack Attribution Matters under 
Article 51 of the U.N. Charter”, Brookly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6 
(2010-2011), p. 1167; Susan W. Brenner, “At Light Speed”: Attribution and Response to 
Cybercrime/Terrorism/Warfare, Journal of Criminal Law & CRIMINOLOGY, Vol. 97 (2007), 
pp. 409-410; Chris Prosise and Kevin Mandia, Incident Response & Computer Forensics, 
2nd ed. (Mcgraw-Hill, 2003), p. 25; Mary Ellen O’Connell, “Cyber Security without Cyber 
War”, Journal of Conflict and Security Law, Vol. 17, No. 2 (2012), p. 202.

11) Christian Czosseck, Gabriel Klein, Felix Leder, “On the Arms Race Around 
Botnets-Setting Up and Taking Down Botnets”, C. Czosseck, E. Tyugu, T. Wingfield (Ed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yber Conflict (CCD COE Publications, 2011), p. 108. 

12) 최근에는 미국 정부의 사이트가 이용된 경우도 있었다. 데일리시큐, “미정부웹사이트 해킹당해 케르
베르 랜섬웨어 배포 서버로 활용돼”, 2017년 9월 5일, 
<http://www.dailysecu.com/?mod=news&act=articleView&idxno=23531> (2017.12.31.최종방문). 

13)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이메일을 보내어 사용자가 메일을 확
인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으로 이를 열기위해 클릭하는 순간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
나 계정이 탈취된다. 

14) 로봇의 줄인 말로써 데이터를 찾아주는 소프트웨어 도구. 인터넷 웹 사이트를 방문하고 요청한 정보
를 검색, 저장, 관리하는 에이전트의 역할을 한다. 보안이 취약한 컴퓨터를 스스로 찾아 침입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작동하면서 컴퓨터 사용자도 모르게 시스템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원거리 해킹 
툴이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
<http://word.tta.or.kr/dictionary/dictionaryView.do?word_seq=037358-1> (2018.1.25.최종방문). 
15) Christian Czosseck, Gabriel Klein, Felix Leder, supra note 10, p.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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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명령을 내리고 봇넷의 활동을 제어하는 C&C 서버는 공격자가 유명 포털사이트나 기관의 
서버를 해킹하여 마련하기도 하고,16) 이미 감염된 봇을 C&C 서버로 사용하기도 한다.17)
  문제는 이렇게 공격의 수단 및 공격의 거점을 마련하는 과정이 인터넷 환경에 해로운 영향
을 주기는 하지만18) 이러한 수단의 존재 자체가 시스템에 손상을 주는 사이버공격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이다. 
  이에 목표시스템으로의 침투 및 이에 대한 조작이 가능하기 전까지의 사전작업 모두를 사이
버공격으로 보는 것은 법적 규율이 미치는 사이버공격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위험이 있다
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기관이나 기업의 내부시스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의 실행19)이 있기 전까지 진행되는 사이버상의 활동에 대해서는 사이버공격이라는 용어를 적
용하기 보다는 위협이 발생했다거나 위협이 탐지되었다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림1. 사이버공격의 전개과정

 
   2. 적극적 방어의 개념

16) TrendMicro, Mar. 12, 2015, “Investigating and Detecting Command and Control Servers”, 
<http://blog.trendmicro.com/trendlabs-security-intelligence/investigating-and-detecting-co
mmand-and-control-servers/> (2017, 12.31.최종방문); SC Media, Apr. 6, 2017, “ROKRAT 
using Twitter, other social media as command and control link“, 
<https://www.scmagazineuk.com/rokrat-using-twitter-other-social-media-as-command-and
-control-link/article/648866/> (2017.12.31.최종방문). 

17) Felix Leder, Tillmann Werner and Peter Martini, “Proactive Botnet Countermeasures-An 
Offensive Approach”, In C. Czosseck, K. Geers (Eds.), The Virtual Battlefield: Perspectives 
on Cyber Warfare (IOS Press, 2009), p. 213.

18) Ibid., p. 211.
19) 2013년에 발간된 탈린매뉴얼에서는 사이버공격의 예로 송전망이나 댐 시설 운영에 사용되는 

SCADA 시스템 조작을 든 바 있다. NATO CCD COE, supra note 4, pp. 1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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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 방어’는 원래 적의 위협이 아군 지역에 도달하기 전에 이를 제거하여 부대의 전투
력을 보존하는 전략을 뜻하는 군사용어로 적의 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 시 위협의 근원지를 선
제 타격하는 활동을 포함한다.20) 미 국방부는 접전지에서 적에 대해 공격의 여지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 제한된 공격적 활동 또는 반격을 하는 것을 적극적 방어라고 정의하고 있다.21) 국
가들이 사이버안보전략으로 도입하고 있는 적극적 방어는 이러한 원래의 개념을 사이버공간에 
접목시킨 것이다.22) 그러나 아직까지 사이버공간에서의 적극적 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확
립된 바 없다. 이에 적극적 방어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연구나 보고서에서는 각각 나름의 정
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 의미와 범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특히 “실시간(in real-time)"23)이라는 문구는 사이버 상의 적극적 방어를 정의함에 있어서 
거의 항상 언급되는 단어이다.24) 사전적 조치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원래 용어의 의미에서
도 짐작할 수 있듯이, 사이버 맥락에서의 적극적 방어는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위협 또는 공격
에 대한 대응이 목표이자 시간적 범위이다. 
   한편 사이버 맥락에서의 적극적 방어의 정의에 꼭 포함되어야 할 또 하나의 요소는 “사이
버 상”의 조치라는 문구다. 일부 학자들은 사이버 맥락의 적극적 방어조치에 공격자에 대한 
처벌이나 국가에 대한 무역제재와 같은 물리적 공간에서의 조치를 포함시키기도 하나,25) 이러
한 조치들은 공격 사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사전적 조치의(proactive)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적극적 방어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다.26) 또한 실시간 대응이라는 목적 및 익명성과 신속성
이라는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생각할 때, 사이버 맥락의 적극적 방어조치는 “사이버 상”의 또
는 “네트워크 내에서의” 조치에 국한되는 것이 적절하다. 실제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
부분의 적극적 방어에 대한 정의에서는 “네트워크상의” 또는 “사이버공간”을 통한 조치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27) 

20)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2011), p. 742.
21) DoD Dictionary of Military and Associated Terms, (Department of Defense, 2017), p. 5. 
22) Dennis C. Blair et al., “Into the Gray Zone-The Private Sector and Active Defence 

against Cyber Threats-”, Center for Cyber & Homland Security (2016), p. 6.  
23) 실시간(real-time)은 짧게는 몇 초에서 길게는 몇 분이 걸리는 사이버공격의 게시 단계, 즉 데이터 

침입 시부터 목표 네트워크에 상주하며 공격을 실행하는 시기까지를 의미한다. 이 실시간은 cyber 
relevant time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사이버공격의 경우 물리적 공간에서의 공격보다 훨씬 더 침
투시간이 빠르다는 점 때문에 보다 대응시간이 단축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cyber relevant time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원래 시스템 장악을 위해 필요한 순수한 cyber relevant time은 10억분
의 1초에서 100만분의 1초이나 마우스 클릭이나 키 누르는 시간 등 담당자의 인지과정을 고려할 때, 
몇 초에서 몇 분에 이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MJ Herring, KD Willett, “Active Cyber Defense: A 
Vision for Real-Time Cyber Defense”, Journal of Information Warfare, Vol. 13, No. 2 
(2014), p. 1.

24) Robert S. Dewar, “The Triptych of Cyber Security: A Classification of Active Cyber 
Defence”, in P.Brangetto, M.Maybaum, J.Stinissen (Eds.),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yber Conflict (NATO CCD COE Publications, 2014), pp. 9, 18 ; Robert M. Lee, “The 
Sliding Scale of Cyber Security”, SANS Institute (2015), p. 10; MJ Herring, KD Willett, 
supra note 22, pp. 1-2; Dennis C. Blair et al., supra note 21, p. 7.

25) Dennis C. Blair et al., supra note 21, p. 9. 
26) MJ Herring, KD Willett, supra note 22, pp. 2-3. 논문에서는 이미 축적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공격을 예측하는 작업은 실시간 대응에 해당하지 않는 것(non-real 
time)으로, 적극적 방어의 범주 밖에 있는 사이버방어전략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7) Robert M. Lee, supra note 23, p. 10; Robert S. Dewar, supra note 23, p. 18 ; Eric Talbot 
Jensen, “Computer Attacks on Critical National Infrastructure: A Use of Force Invoking 
the Right of Self-Defense”, Stanford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8 (2002),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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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가지 특성을 포함하여 정의를 내려 보면 사이버 맥락에서의 적극적 방어는 현재 발생
하고 있는 위협이나 공격의 흐름을 탐지하여 악의적 흐름의 경로를 파악하고, 이를 차단시키
거나 공격명령 서버(C&C 서버) 혹은 봇넷을 직접 셧다운시키는 등의 사이버역량을 사용하여 
공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사이버공간 상의 조치를 말한다.28) 따라서 적극적 방어조치는 위
협탐지에서 시작하여 이상 흐름의 발생지를 추적하고, 추적된 소스에 대해 공격적인 사이버역
량을 사용하는 세 단계의 과정으로 전개된다고 할 수 있다.29) 

III. 적극적 방어개념의 국제법적 적법성
   1. 국제법 개념과의 비교

    1) 공격거점의 추적과 귀속의 차이
  적극적 방어개념과 국제법개념의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귀속의 개념이다. 현행 국제법체제 
하에서는 위반행위가 국가에게 귀속될 때 이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다. 자위권의 경우 비국
가행위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지만30) 일반국제법 상 영토주권존중의무, 
국내문제 불간섭의무, 무력사용 금지의무의 위반주체는 국가이며, 이에 따른 대응조치는 행위
가 국가에게로 ‘귀속’될 때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적극적 방어조치의 실행에는 이러한 귀속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극적 방어는 사이버공간 상에서 발생한 위협적 흐름 또는 추적된 
공격거점에 대해 대응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적극적 방어가 적이 아닌 공격능력에 대한 조
치를 의미한다는 한 연구에서의 정의는 귀속개념과 네트워크상의 공격 포인트와의 차이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31) 즉, 적극적 방어조치를 위해 필요한 것은 네트워크상의 공격경로 추적을 
통한 공격수단의 파악이지 공격자나 공격자의 물리적 위치 파악이 아니다.32) 따라서 적극적 

230-231; Wyatt Hoffman and Ariel E. Levite, Private Sector Cyber Defense-Can Active 
Measures Help Stabilize Cyberspac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17), 
p. 7.   

28) Jay P. Kesan and Carol M. Hayes, “Mitigative Counterstriking: Self-Defense and 
Deterrence in Cyberspace”, Harvard Journal of Law & Technology, Vol. 25, No. 2 (2012), 
p. 461; Eric Talbot Jensesn, supra note 26, pp. 230-231; Robert S. Dewar, supra note 23, 
p. 19.

29) Jay P. Kesan and Carol M. Hayes, supra note 27, p. 461.  
30)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후술한다.
31) Dennis C. Blair et al., supra note 21, p. 10. 
32) Jay P. Kesan and Carol M. Hayes, supra note 27, p. 480; William A. Owens, Kenneth W. 

Dam, and Herbert S. Lin (eds)., Technology, Policy, Law, and Ethics Regarding U.S. 
Acquisition and Use of Cyberattack Capabilities,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2009), p. 
141; Cameron S. D. Brown, “Cyber-Attacks, Retaliation and Risk: Legal and Technical 
Implications for Nation-States and Private Entities”, in Jean-Loup Richet(ed.), 
Cybersecurity Policies and Strategies for Cyberwarfare Prevention (IGI Global, 2015), pp. 
167-168; Dorothy E. Denning and Bradley J. Strawser, “Active Cyber Defense: Applying 
Air Defense to the Cyber Domain”, George Perkovich and Ariel E. Levite Eds, 
Understanding Cyber Conflict: Fourteen Analogies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17), p. 
193; The New York Times, Jan. 14, 2010, “After Google’s Stand on China, U.S. Treads 
Lightly”,<http://www.nytimes.com/2010/01/15/world/asia/15diplo.html> (2017.10.19.최종방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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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의 경우에는 조치를 위해 공격의 실행자를 찾거나 공격행위자의 행위가 국가로 귀속되는
지를 밝히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때문에 국가만이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혹은 비국
가행위자도 조치의 대상에 포함이 되는가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공격자를 찾아 귀속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술적 부분 외에도 국가정보기관이 제공하는 
정보, 추후 조사 및 국가 간 협력이 요구되지만33), 적극적 방어조치를 취하기 위해 공격에 이
용되는 수단을 파악하는 것에는 위협탐지 및 추적을 위한 기술이 요구되는 측면이 강하다. 물
론 적극적 방어의 탐지기술을 이용한 공격 흐름의 추적이 사이버공격의 귀속을 밝히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적극적 방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연구들에서도 귀속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적극적 방어의 기능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다.34) 그러나 네
트워크상의 공격거점을 파악하는 것이 곧 귀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귀속개념과 사
이버공간상의 공격거점 파악의 차이를 아는 것은 기존 국제법개념과 적극적 방어의 개념적 차
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 출발점 역할을 한다. 

   2) 대응시기와 조치실행 판단기준의 차이
  적극적 방어조치가 기존의 국제법개념에 포함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껏 강조한 사전
적(proactive) 성격과 관련이 있다. 현행 국제법은 기본적으로 위반행위 및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후에 대응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35) 책임을 추궁하거나 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국가로의 행위귀속을 입증하는 것도 이러한 구조 안에서 사건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지
는 작업이다. 반면 적극적 방어조치의 경우, 위협의 탐지 단계에서 또는 목표시스템을 장악 
또는 타격하는 공격이 실행되기 전에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조치의 시기에 있어 
차이가 있다. 
  기존 국제법원칙 하에서는 위반행위 발생 후에 피해국이 위반된 의무에 비례하는 대응을 한
다. 즉, 어떤 행위가 발생하면 그 행위가 특정 의무의 위반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고, 그
에 비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내문제불간섭의무의 위반여부를 결정하
기 위해서는 발생한 행위가 피해국의 주권적 문제에 관한 간섭행위이며, 그 행위가 강제성을 
띤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에 따르면 발생한 피해를 놓고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되므
로 공격발생 전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방어의 개념과는 논리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 
  적극적 방어조치의 결정은 탐지된 사이버 상의 흐름이 악의적인 성격의 것인지 아닌지
(characterizing)를 판단기준으로 하며,36) 조치시 탐지된 위협이 국제법위반을 구성하는지, 국

33) Kenneth Geers, Darien Kindlund, Ned Moran, Rob Rachwald, World War C: 
Understanding Nation-State Motives Behind Today’s Advanced Cyber Attacks”, FireEye 
(2013), p. 5; Russell Buchan, Marco Roscini, Nicholas Tsagourias, supra note 10, p. 2.

34) Wyatt Hoffman and Ariel E. Levite, supra note 26, pp. 10-11; Shane McGee, Randy V. 
Sabett, Anand Shah, “Adequate Attribution: A Framework for Developing a National Policy 
for Private Sector Use of Active Defense”, Journal of Business & Technology Law, Vol. 8, 
No. 1 (2013), p. 29; Jeffrey Hunker, Bob Hutchinson, Jonathan Margulies, “Role and 
Challenges for Sufficient Cyber-Attack Attribution”, Institute for Information 
Infrastructure Protection (2008), pp. 10-11. 

35) Jay P. Kesan and Carol M. Hayes, supra note 27, p. 518.
36) Eric Talbot Jensen, supra note 26, pp. 235-236; Kesan and Hayes, supra note 27, pp. 

478-479; Y. Xiang, Y. Lin, W.L. Lei and S.J. Huang, “Detecting DDOS attack based on 
network self-similarity”, IEE Proc.-Commun., Vol. 151, No. 3 (2004), p. 292; William A. 
Owens, Kenneth W. Dam, and Herbert S. Lin (eds)., supra note 31, pp. 1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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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상의 어떤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강도인지는 고려대상이 아니다.37) 사이버 상의 흐름 자체
는 중립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38) 탐지된 이상흐름의 악의적 성격을 파악하는 것을 넘
어 위협이 미칠 최종 강도를 예측하는 것은 적극적 방어단계에서 해야 할 작업이 아니다. 
  한편 적극적 방어가 탐지된 위협이나 공격의 실행을 억지하는 것이고, 국제법상의 대응조치
나 자위권도 원칙적으로 위반행위 종료 전에 취해져야 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기존 국제법에 
근거한 대응과 적극적 방어에 의한 대응에 있어 조치의 시기가 겹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
우에도 적극적 방어조치의 판단기준은 탐지된 위협의 공격성이며, 공격이 탐지된 단계가 대응
조치 또는 자위권 발동 시기와 겹치는 것일 뿐이다. 즉, 적극적 방어는 사이버공격이 미친 영
향과 피해의 규모로 국제법위반 여부를 판단하여39) 대응하는 것과는 별개의 조치인 것이다. 

   3) 자위권
   적극적 방어는 우선 무력사용에 이르지 않는 다양한 조치들을 아우른 다는 점에서 무력대
응을 의미하는 자위권과는 차이가 있는 개념이다. 또한 조치의 실행여부도 탐지된 사이버위협
이 무력공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자위권과는 다르다. 그러나 여기에
서는 조치의 대상과 관련한 두 개념 간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기로 한다. 
  적극적 방어가 사이버공간 상의 공격거점에 대한 조치라는 점은 발생한 무력공격의 귀속이 
명확해야만 원용될 수 있는 자위권 개념과 구별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엔헌장 제51조에 
규정된 자위권은 원용의 주체를 국가로 명시하고 있으나 발생한 무력공격의 주체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무력공격을 행한 비국가행위자에 대해서도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논의가 계속되어 왔는데, 이 논의는 특별히 2001년 알카에다에 의한 9.11 테러를 
계기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비국가행위자가 주둔하고 있는 국가의 
영토주권 침해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무력공격을 행한 비국가행위자의 주둔 자체만으로 주둔
국가가 해당 무력공격에 대한 직접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40) 따라서 이 경우에 
자위권 원용국가는 비국가행위자에 대한 자위권 행사와 관련하여 주둔국가의 영토주권 침해문
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적법한 근거가 필요하게 된다. 
  미국은 2001년 당시 국가가 직접 국제테러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테러조직을 자국의 영토에 
숨겨주거나(habouring) 이들 조직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들 조직의 테러행위가 
국가에 귀속된다는 논리로 자위권 행사를 정당화하였다.41) 미국은 이후에도 2014년 8월 시리
아 내의 ISIL에 대한 공습을 실시하면서 시리아가 ISIL에 대해 스스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능
력도 의사도 없다는(unwilling or unable) 이유로 집단적 자위권을 원용한 바 있다.42) 미국은 

37) 오늘날 대부분의 정교한 사이버공격은 APT 유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위협 탐지시기에 공격의 강도
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Jeffrey Hunker, Bob Hutchinson, Jonathan Margulies, 
supra note 33, p. 7.

38) Eric Talbot Jensen, supra note 26, p. 235.  
40) ILC 국가책임 초안 제8조.
41) Kubo Macˇak, “Decoding Article 8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s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 Attribution of Cyber Operations by Non-State Actors”, Journal of 
Conflict & Security Law (2016), pp. 145-146.

42) Letter dated 23 September 2014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UN Doc. 
S/2014/695 (2014); unwilling or unable doctrine은 미국 외에도 이스라엘, 터키, 러시아 등 여러
국가들이 비국가행위자에 대한 자위권 행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한 바 있다. 도경옥, “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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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harbouring)’ 또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을 비국가행위자 행위자의 무력공격에 대해 주
둔국에 직접적으로 책임을 귀속시키는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43) 그러나 학자들은 이를 테러 
공격에 대해서는 사인의 행위를 국가로 귀속시키는 기준을 낮추어서 국가책임의 범위를 확장
시키는 것으로 보거나44) 자국의 영토가 다른 국가에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
지할 일반적 의무, 이른바 상당한 주의 의무45)에 기한 간접책임에 근거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중요한 것은 비국가행위자에 대한 자위권의 행사가 자위권 행사의 일반적인 요건을 만족시키
는 방식으로 적법하게 행사된다면 이 때 발생하는 주둔국가에 대한 영토주권의 침해는 용인되
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것이다.46)
  사이버공격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논리를 적용하여 비국가행위자의 사이버공격행위를 은닉
하거나 또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국가에 직접적으로 책임을 귀속시켜 자위권을 행사하거나 이
를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간접적 책임을 물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47) 
이에 따르면 행위의 국가귀속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공격이 탐지된 국가에 대해 자위권을 행사
할 수 있으므로 귀속이 아닌 공격의 거점에 대해 취하는 적극적 방어조치가 이에 포함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즉, 적극적 방어조치의 대상인 공격거점과 타국에 은닉하고 있는 공
격주체인 비국가행위자를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리의 적용은 다
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첫째, 적극적 방어조치의 대상이 되는 공격의 거점은 대부분 공격주체의 위치를 반영하지 
않는다.48) 따라서 공격에 이용되는 서버나 네트워크를 공격의 주체인 비국가행위자와 같은 선
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둘째, 앞의 경우 자위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비국가
행위자와 주둔국 간의 관련성이 명확하나 사이버공격의 경우에는 대부분 공격의 거점을 구성
하는 서버가 공격의 주체와 전혀 무관한 국가에 있기 때문에 서버 위치국과 공격주체의 관련

내 ISIL 공습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 국제법학회 논총(2016), 제1권 제1호, p. 117; UN Security 
Council, Letter dated 11 September 2002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Russian Federation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UN Doc. 
S/2002/1012(2001).

43) UN Security Council, Letter Dated 7 October 2001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UN Doc. S/2001/946 (2001).

44) Derek Jinks, “State Responsibility for the Acts of Private Armed Groups”, Chicago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83, No. 4 (2003), p. 83; Bruno Simma, Daniel-Erasmus 
Khan Gerog Nolte and Andreas Paulus (eds.),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 
Commentary 3rd ed. (Oxford Universith Press, 2012), pp. 1418-1419; Michael N. Schmitt, 
“Bellum Americanum Revisited: US Security Strategy and the Jus Ad Bellum”, Military Law 
Review, Vol. 176 (2003), p. 400.

45) Corfu Channel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v. People’s 
Republic of Albania), I.C.J. Reports 1949, p. 22: “every State has the obligation not to 
allow knowingly its territory to be used for acts contrary to the rights of other States”.

46) 도경옥, supra note 41, p. 115; 도경옥,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경인문화사, 
2011), pp. 130-153. 해당부분에서는 국가들이 타국의 영토에 주둔하며 테러행위를 자행하는 비국가
행위자에 대해 자위권을 행사해온 국가관행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47) David E. Graham,“Cyber Threats and the Law of War”, Journal of National Security Law 
& Policy, Vol. 4 (2010), p. 93; Matthew J. Sklerov, Solving the Dilemma of State Responses 
to Cyberattacks: A Justification for the Use of Active Defenses Against States Who Neglect 
Their Duty to Prevent (US Navy Office of the Judge Advocate General, 2009), pp. 46-48. 

48) 사이버공격을 감행하는 대부분의 행위자들은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다른 지역의 서버를 
이용해 공격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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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의 해당서버가 위치한 국가에서 공격이 발생
한 것은 사실이므로 상당한 주의의무를 적용하여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공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물리적 공간에서 비국가행위자가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테러행위를 위한 훈련 등을 하는 경
우에는 그러한 징후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비국가행위자가 주둔하고 있는 국가가 
이에 대해 원조 또는 방조했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이
버공간에서는 공격을 위한 비국가행위자의 활동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국 내의 
네트워크에서 공격징후를 포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감시와 제보가 가능한 영토와 네트
워크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공간이다. 따라서 단지 일국의 영토 내 서버나 네트워크에서 사이버
공격이 탐지되었다고 해서 해당국가에 방지의무 위반을 적용하거나 은신처를 제공 혹은 ‘의사
나 능력이 없는’의 기준을 적용하여 자위권을 행사하기에는 정당성이 부족하다. 이는 비국가
행위자에 대한 자위권 행사가 비국가행위자의 행위에 대해 소재국의 관여 정도가 클수록 또한 
그러한 사실이 국제사회에 광범위하게 인정될수록 영토주권 침해가 용인되는 경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49) 안보리 결의 제1368호는 테러행위자를 원조, 지원 또는 숨겨주는(harbouring) 
세력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였으며, 결의 제1373호도 모든 회원국에게 테러조직에게 은신처
를 제공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50) 
  따라서 귀속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우선 파악된 공격거점에 대해 네트워크상의 조치를 취하
는 적극적 방어를 자위권 행사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이버공격의 경우에 자위권을 행
사하기 위해서는 국가로의 행위귀속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더라도 적어도 공격주체의 지정학적 
위치 파악이 필요하며, 자위권은 공격주체가 위치한 국가의 비국가행위자에 국한해서 행사되
어야 한다.51)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격주체를 찾는 귀속의 문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52), 
즉각대응을 의미하는 적극적 방어와 비국가행위자에 대한 자위권 행사의 범위가 겹칠 가능성
은 희박하다. 이밖에도 공격주체가 위치한 국가의 협조 없이는 실제 공격자를 찾는 문제부터 
쉽지 않다는 점, 실제 공격자의 활동에 대해 국가가 알고 있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는 점, 공격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자위권을 원용할 수 있다는 점 등 비국
가행위자에 대해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공간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한 고려사항들
이 존재한다. 

   4) 예방적 자위권

49) 도경옥, supra note 41, p. 115. 
50) UN Doc. S/Res/1368(2001); UN Doc. S/RES/1373(2001).
51) 터키는 자위권을 원용하여 이라크내 쿠르드노동당(PKK)에 대해 군사작전을 감행하였으며 공습이 진

행된 곳은 이라크 북부 산악지대의 PKK 주둔지에 국한되었다. RUDAW, Aug. 1, 2015, “UN 
describes Turkish airstrikes against PKK as self-defense”, 
<http://www.rudaw.net/english/middleeast/turkey/01082015> (2017.12.2.최종방문); 미국은 자
위권을 원용하여 파키스탄 내의 알카에다 관련자들이 활동하는 지역을 공습하였다. Idaho 
Statesman, Sept. 27, 2010, “ U.S. defends Pakistan incursion as 'self-defense'“, < 
http://www.idahostatesman.com/news/article40716912.html> (2017.12.2.최종방문); 러시아는 
그루지야 내에서 활동하는 체첸 게릴라들에 대하여 자위권을 원용하여 이들의 주둔지를 공격하였다. 
UN Doc. S/2002/1012 (2001).

52) Chris Prosise, Kevin Mandia, Incident Response & Computer Forensics, 2nd ed. 
(Mcgraw-Hill, 2003), p. 25; David E. Graham, supra note 46, p. 91; Eric Talbot Jensen, 
supra note 26, pp. 23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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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적극적 방어조치의 사전적(proactive) 성격으로 인해 이를 예방적 자위권
(anticipatory self-defense)이 적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53) 예방적 자위권
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그 근거로 주장하는 Webster 미 국무장관이 제시한 자위권사용의 정당
성 기준에는 급박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Webster 장관은 자위권에 대한 necessity는 급
박하고, 압도적이고, 다른 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없으며 숙고할 시간이 없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고 또한 그 행사가 비합리적이거나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54) 예방적 자위권의 
행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헌장 제51조에 규정된 자위권은 관습국제법상의 자위권
을 성문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55) 따라서 자위권의 관습국제법적 표현으로 널리 받아들여
지고 있는 웹스터장관의 기준에 예방적 자위권 개념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고, 이를 국제법상 
허용되는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56) 
  적극적 방어를 예방적 자위권의 개념 안에 포섭하는 주장은 바로 이 임박성 기준과 적극적 
방어조치의 실행을 연결시켜 해석한다. 사이버공격행위가 전반적으로 무력공격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한 공격이 임박한 상태에 이르러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해당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는 예방적 자위권의 행사로 정당화된다는 주장이 이에 해당
한다.57) 또한 한번 실행된 무력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공격이 계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가까운 미래에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역공격이 예방
적 자위권에 의해 정당화 된다고 해석하는 입장도 있다.58) 
  그러나 우선 적극적 방어조치는 임박한 무력공격에 국한하여 취하는 조치가 아니다. 또한 
적극적 방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떤 단계에서든 위협이 탐지된 즉시 실행되기 때문에 
위협이 어느 단계에 ‘임박’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사이버공격은 미사일 발사와 
달리 위협이 탐지된 시점에서 공격의 강도를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위의 주장
에 따른 “무력공격의 임박성”을 기준으로 적극적 방어조치를 예방적 자위권의 행사로 보기에
는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극적 방어조치의 실행 기준은 탐지
된 흐름의 위협성 여부이다. 
  이밖에도 예방적 자위권의 행사기준과 관련하여 일부학자는 국가의 주요기반시설 시스템의 
침투는 모두 무력사용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에 대한 침투가 감지되는 즉시 
예방적 자위권에 기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59) 또 다른 주장으로는 사이버공격

53) Jay P. Kesan and Carol M. Hayes, supra note 27, pp. 513-515; Matthew Hoisington, 
“Cyberwarfare and the Use of Force Giving Rise to the Right of Self-Defense”, Boston 
College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Review, Vol. 32, No. 2 (2009), p. 451; Walter 
Gray Sharp, CyberSpace and the Use of Force, (Aegis Reserch Corporation, 1999), p. 130; 
Eric Talbot Jensen, supra note 26, pp. 208-209.

54) Daniel Webster, “A Letter to Lord Ashburton”, Department of State, Aug. 6, 1842, 편지 
원문은 <http://avalon.law.yale.edu/19th_century/br-1842d.asp#web2>에서 확인 가능하다. 

55) Condron, “Getting It Right: Protecting American Critical Infrastructure In Cyberspace”, 
Harvard Journal of Law & Technology, Vol. 20, No. 2 (2007), pp. 412-413; Jay P. Kesan 
and Carol M. Hayes, supra note 26, p. 514. 

56) Malcolm N. Shaw, International Law, 7th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pp. 820, 
826.

57) Michael N. Schmitt, “Cyber Operations and the Jus Ad Bellum Revisited”, Villanova Law 
Review, Vol. 56, No. 3 (2011), pp. 932-933. 

58) Matthew J. Sklerov, supra note 46, p. 36; Jay P. Kesan and Carol M. Hayes, supra note 
26, pp. 514-515. 

59) Eric Talbot Jensen, supra note 26, pp. 208-209; Matthew Hoisington, supra note 52,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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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예방적 자위권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임박한 무력공격이 아닌 국가의 본질적 이익 
보호로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60) 그러나 ICJ는 2005년 판결에서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한 무력사용은 자위권 행사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61) 
  또한 예방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 의견이 분분하고,62) 국가들의 실행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63) 아직 이 개념의 인정여부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보편적 합의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국제법상 확립되지 않은 개념을 사이버공간에 적용하기 위해 더 확대 해
석하고 수정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적극적 방어의 범
위와 강도는 공격자에 대한 무력대응에 준하는 조치에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국가의 주요기
반시설에 대한 공격에만 대응하는 개념이 아니다. 

   5) 대응조치
  국가들이나 학자들은 적극적 방어조치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이를 “사이버 상의 공격적 대응
조치(offensive cyber countermeasures)”라고 주장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64) 우선 적극
적 방어조치가 현존하는 사이버공격의 즉각적인 저지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위반행위의 중
지를 위해 취하는 대응조치65)와 그 목적 면에서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또한 적극적 방어조치
가 현존하는 위협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라는 점에서 위법행위 종료 전에 취해야 하는 대응조
치와 시기면에서도 유사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국제법상의 대응조치는 발생한 위법행위의 심각성과 입은 피해를 고려하여 비례적으
로 취하는 조치66)로 “일국”의 위반행위가 선행된 경우에만 취할 수 있는 조치이다. ILC는 코
멘터리에서 국제법위반행위의 존재를 대응조치를 취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하였다.67) ICJ
도 가브치코보 나지마로스(Gabčíkovo–Nagymaros)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위반행위의 존재를 
정당한 대응조치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68) 2001년 국가책임초안 제52조 제
2항에서는 권리보호를 위해 긴급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항에 규정된 불법행위 
중단요구 또는 조치의 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69) 이 경우에도 여전히 국제

451-453; Daniel M. Creekman, “A Helpless America? An Examination of the Legal Options 
Available to the United States in Response to Varying Types of Cyber-Attacks from 
China“, America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17, No. 3 (2002), pp. 654-655. 

60) Walter Gray Sharp, supra note 52, p. 130.
61)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Uganda), I.C.J. Reports 2005, para. 148. 
62) Yoram Dinstein, War, aggression and self-def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p. 

203;  Matthew C. Waxman, “The Use of Force against States that Might Hav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1 (2009), pp. 6-7. 

63) Eric Talbot Jensen, supra note 26, p. 220.
64) Oona A. Hathaway, “The Drawbacks and Dangers of Active Defense”, in P. Brangetto, M. 

Maybaum, J. Stinissen (Eds.),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yber Conflict (NATO CCD 
COE Publications, 2014), pp. 40, 48; Asia & the Pacific Policy Society, Sept. 18, 2017, 
”The need for clarity in international cyber law”,  
<https://www.policyforum.net/the-need-for-clarity-in-international-cyber-law/> 
(2017.10.20.최종방문). 

65) 2001년 국가책임초안 제49조; Commentaries on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in the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01) vol. II, Part Two, p. 130, para. 1.

66) 2001년 국가책임초안 제51조. 
67) supra note 64, p. 130, para. 2.
68) Gabčíkovo-Nagymaros Project (Hungary/Slovakia), I.C.J. Reports 1997, para.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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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행위가 먼저 발생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에는 변함이 없다. 
  한편 대응조치는 국제법위반행위가 발생해야 취할 수 있는 것인데 반해, 적극적 방어는 국
제법위반행위의 발생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적극적 방어조치는 위협이 탐지된 즉시, 그 위
협이 피해를 발생시키는 공격에 도달하기 전에 이를 제거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적극적 방어조치는 현 국제법의 기준으로 볼 때, 위반이 발생하기 전에 실행되
는 경우가 많다. 공격이 실행되고 일정한 피해가 발생하여 국제법위반이 확실한 경우, 공격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이에 대해 취하는 사이버공간상의 조치는 시기상 적극적 방어조치와 사
이버 대응조치의 교집합을 형성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극적 방어조치의 실행시기
는 대응조치의 시기보다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다.     
  대응조치는 또한 위법행위가 국가로 귀속되는 경우에 해당 유책국에게만 취할 수 있다.70) 
ILC는 코멘터리에서 대응조치의 대상이 국제법을 위반한 “국가”라는 점이 대응조치에 있어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다.71) 이는 가브치코보 나지마로스 사건에서 ICJ에 의
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72) 대응조치의 대상이 국제법을 위반한 ‘국가’에 국한되는 데 반해, 적
극적 방어조치의 대상은 공격 흐름이 포착된 서버나 네트워크 즉, 사이버공간이다. 따라서 대
응조치와 적극적 방어는 그 대상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국이 자국에 대한 사이버공격의 위협을 탐지하여 추적한 결과 위협이 B국 및 
C국의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적하여 해당 네트워크에 대한 적극적 방어조치를 취했
다고 하자.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A국은 공격을 실행한 B국 및 C국의 네트워크가 거대한 
봇넷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후 조사과정에서 실제 공격을 실행한 국가는 D국이었음이 드러
났다. 이 때, A국이 B국 및 C국의 봇넷에 대한 테이크다운 조치를 통해 위협을 저지한 것은 
적극적 방어조치이다. 만약 A국이 국제법상의 대응조치를 취하려면 그 대상은 D국이어야 한
다. 이 경우에는 봇넷 테이크다운 조치 이후에도 D국에 의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어야 대응조
치를 취할 수 있다. 
  일정한 피해가 발생한 후에 사이버공격이 탐지되었을 경우, 공격의 흐름이 유포된 봇넷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때, 그 네트워크가 실제 공격 실행국가임이 밝혀진다면 이는 적극적 방어
조치와 사이버 대응조치가 일치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적극적 방어 단계에서 국
가귀속성 여부를 밝히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제법상 대응조치는 선행된 위반행위와 같은 의무위반으로 취해져야 한다는 제한이 
없다.73) ILC는 코멘터리에서 “reciprocal countermeasures”라는 용어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는 피해국이 대응조치로서 취하는 유책국에 대한 국제법의무 중단이 유책국이 위반한 바로 
그 국제의무이거나 위반된 국제의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의무인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
다.74) 대응조치에의 reciprocity 개념 적용은 1985년 당시 특별보고관 William Riphagen이 
제출한 초안 제8조에 관한 코멘터리에서 언급되었다.75) ILC는 국제법상 대응조치에는 해당개
69) NATO CCD COE(2013), supra note 4, p. 37. 탈린매뉴얼에서도 국가책임초안 제52조 제1항의 요

건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70) 2001년 국가책임초안 제22조, 제49조.
71) supra note 64, p. 130, para. 4.
72) Gabčíkovo-Nagymaros Project (Hungary/Slovakia), I.C.J. Reports 1997, para. 83. 
73) supra note 64, p. 129, para. 5.
74) Ibid.
75) William Riphagen, “the sixth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State responsibility”,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85), Vol II. (Part One), pp.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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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과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76) 즉, 유책국에 대해서 대응조치를 
취할 때, 해당 위반행위와 동일하지 않은 분야에서의 의무 위반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다.77) 그러나 적극적 방어조치는 그 대상이 지금 현존하는 사이버공간상의 위협이다. 따라서 
조치의 대상범위 혹은 분야에 있어서도 두 개념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긴급피난
  한편 적극적 방어를 국제법상 위법성 조각사유 중 하나인 긴급피난에 포섭되는 개념으로 이
해하는 해석도 있을 수 있다. 이는 긴급피난이 상대방의 위반행위를 전제하지 않으며, 원용 
대상이 국가로 제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78) 따라서 국제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국가귀속성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 방어 개념과 상당히 유사한 것
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에 긴급피난이 적극적 방어 개념을 포섭할 수 있는지 그 요건을 중심
으로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001년 국가책임 초안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는 긴급피난의 원용요건을 보면 긴급피난 행위
는 1)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2) ‘국가의 본질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3) 
‘유일한’ 조치여야 한다.79) 먼저 국가의 본질적 이익 요건부터 살펴보면 essential interest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80) ILC는 코멘터리에서 본질적 이익의 의미는 상
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예단하여 규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81) 탈린매뉴
얼 2.0의 전문가들은 국가들이 지정한 주요 국가기반시설이 긴급피난에서 의미하는 국가의 본
질적 이익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82) 그러나 2016년 미국의 민주당 이메일 해킹사건이 
미국에 미친 영향을 생각하면 특정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본질적 이익에 대한 위
협으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보다는 사이버공격의 경우에도 무엇이 국가의 본질
적 이익을 구성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긴급피난을 원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본질적 이익이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해야 
한다. ILC는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은 단지 감지된 수준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규명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83) ILC는 1980년 긴급피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잠정초안 제33조84)를 채택
하면서 본질적 이익이 “극도로 중대(extremely grave)”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그러한 
위협이 실제 시간(at the actual time)의 이익에 대한 위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85) 
이렇게 볼 때, “급박한”의 의미가 현재적 의미만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ICJ는 
가브치코보 나지마로스 사건에서 그러한 위험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경
우라 하더라도 관련 시점에 확실하게 실현될 것으로 규명할 수 있다면 이는 급박한
(imminent) 위험으로 볼 수 있다고 설시한 바 있다.86) 또한 긴급피난은 국가의 본질적 이익
76) supra note 64, p. 129, para. 5.
77) James Crawford, State Responsibility: The General Part (Cambridge University Express, 

2014), p. 685. 
78) 2001년 ILC 국가책임 초안 제25조; supra note 64, p. 80, para. 2. NATO CCD COE, supra 

note 159, pp. 137-138.
79) 2001년 국가책임 초안 제25조 제1항 a호. 
80) NATO CCD COE(2017), supra note 4, p. 135. 
81) supra note 64, p. 83. 
82) NATO CCD COE(2017), supra note 4, pp. 135-136. 
83) supra note 64, p. 83. 
84)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80), Vol. II (Part Two), pp. 33-34. 
85) Ibid,, p. 49, para. 33. 
86) Gabčíkovo-Nagymaros Project (Hungary/Slovakia), I.C.J. Reports 1997, para.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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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서만 원용이 가능하다. 즉, 
이러한 위험을 피할 다른 방법과 수단이 있다면 긴급피난 원용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것이
다. 
  이를 사이버공격에 대해 적용해 보면, ‘중대하고 급박한’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단
지 위협의 탐지만으로는 긴급피난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위험이 규명된 것으로 보기 힘들 것으
로 보인다. 즉, 공격성을 내포한 위협이 네트워크상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긴급피난을 원
용한 조치를 취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얘기다. 이는 긴급피난의 원용이 부정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상당히 높은 원용요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논리적으로 타당한 해석이라
고 할 수 있다.87) 따라서 국가 네트워크에 침입한 바이러스가 파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심각한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수준의 것88)임을 증명할 수 있을 때 해당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목표 네트워크에 침투하여 장기간 잠복하면서 공격을 실행하는 
스턱스넷의 경우, 바이러스의 파괴적인 성격과 향후 침투한 네트워크에 미칠 영향을 증명한다
면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경우에는 이미 침투한 바
이러스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 밖에는 위험을 제거할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유일한 방법의 
요건도 충족하게 된다. 
  이제 긴급피난의 요건에 비추어 적극적 방어 개념이 이에 포섭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
선 적극적 방어조치는 국가의 본질적 이익이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했을 때만 취하는 조
치가 아니다. 적극적 방어조치의 실행 기준은 탐지된 흐름의 위협성이지 그 위협의 중대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조치의 실행 시 탐지된 위협이 국가의 본질적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고
려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 방어조치가 오히려 긴급피난의 경우보다 조치 실행을 위한 위
협의 한계점(threshold)이 낮고,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적극적 방어조치를 실행할 때
에도 긴급피난의 경우와 같이 위협의 존재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위협의 탐지
를 증명하는 것이지 그 위협의 중대성을 증명하는 정도는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적극적 방어조치에는 탐지한 위협을 홈 네트워크에서 차단시키는 수동적 반격도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제법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조치도 포괄한다. 그러나 긴급
피난은 대상위험보다 덜 심각하고 위급한 국제의무를 불이행하는 조치이다.89) 따라서 일부 적
극적 방어조치가 긴급피난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광범위한 적극적 방어의 개념을 모두 포섭할 
수는 없는 것이다.90)

  2. 국제법 개념의 확대적용 가능성  
 
그림 2. APT 공격의 예: 목표-기관 내 운영시스템 손상/공격과정:①유포지 획득 ②개인 PC내 
악성파일 유입, 감염 ③공격자와 개인 PC연결 ④ 개인 PC 정찰, 정보수집=>내부서버권한 탈
취 ⑤ 공격실행                          

87) ILC 및 ICJ도 긴급피난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드물게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supra 
note 64, p. 80, paras. 1, 2 ; Gabčíkovo-Nagymaros Project (Hungary/Slovakia), I.C.J. 
Reports 1997, para. 51. 

88) NATO CCD COE(2017), supra note 4, p. 136. 
89) supra note 64, p. 80, para. 1. 
90) Dorothy E. Denning and Bradley J. Strawser, Active Cyber Defense: Applying Air Defense 

to the Cyber Domain”, George Perkovich and Ariel E. Levite Eds, Understanding 
Cyber Conflict: Fourteen Analogies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17), p.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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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파일유입/감염                공격실행

 

기관 밖: 인터넷공간/           기관 안: 개인PC           기관 안: 내부서버  
          네트워크  

                                                                 피해강도

   외부네트워크            기관내 개인PC 악성파일  공격명령=피해발생
   트래픽 탐지                  유입·감염           (시스템 손상 시작)
   from 유포지             공격자와 개인PC연결   
C&C서버 또는 봇넷         ->내부서버 권한 탈취를
                           위한 정찰·정보수집->
                           내부서버 권한 탈취
<시기별 가능 조치>

   모니터링·추적·공격적 전략을 사용한 적극적 방어조치
 1)                                                                      
                                                    긴급피난
                        2)                                              
                                                      자위권·대응조치
                                                    3)                  
                                                   (예방적 자위권)
                                                  
 

 
 이상과 같이 적극적 방어의 개념과 기존의 국제법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두 개념이 겹치는 부
분도 있으나 시기와 요건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적극적 방어가 기존 국제
법에 포섭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은 적극적 방어조치가 가지는 위법성이 국제법의 
틀 내에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국제법원칙의 요건을 완화·수정하여 적용하거나 
기존 국제법원칙에 대한 확장해석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일반적인 사이버공격 과
정에 적극적 방어와 국제법개념을 직접 대입해보면서 적극적 방어개념의 국제법적 적용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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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도출해보기로 한다.

   (1) 자위권과 대응조치의 확대적용가능성                              
  그림2는 최근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공격의 유형인 APT공격의 과정을 단면
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지능형지속형 공격의 특징은 곧바로 공격을 개시하지 않고, 공격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정찰 및 정보수집을 한다는 것이다. APT공격은 불특정 다
수의 네트워크를 목표로 한 무차별 공격이 아니라 기관 또는 기업의 시스템을 목표로 하기 때
문에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내부서버의 권한 탈취가 필요하다. 내부서버에 대한 권한을 획득
해야만 기관이나 기업의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고, 공격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격자
는 이를 위해 유포지, 즉 공격의 거점-C&C 서버나 봇넷-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악성파일을 
유입시킴으로써 기관 내 개인 컴퓨터에 침투를 시도한다. 이때 유포지에 해당하는 C&C서버는 
공격자가 공격을 위해 탈취한 서버일 수 있다. 이는 곧 C&C서버나 봇넷 모두 공격에 이용하
기 위해 공격자에 의해 미리 해킹된 수단에 불과함을 의미한다.91) 다음으로 개인 컴퓨터가 악
성파일에 감염되면 공격자는 이를 이용해 내부 시스템에 침투하기 위해 개인컴퓨터를 정찰하
며 정보를 수집하여 비밀번호를 대입해보는 등의 작업을 하게 된다. 마침내 비밀번호를 알아
내 내부서버에 접속할 수 있게 되면 공격자가 원하는 때에 공격명령을 내리고 시스템손상 즉,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국제법위반을 구성하는 사이버공격의 최소한계가 시스템에 대한 통제권 획득 후 취하는 조
치임을 생각하면 국제법위반에 해당하는 공격시점은 위 그림에서 굵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된다. 기관 내 개인 컴퓨터에 대한 바이러스 감염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흔한 현상이기 때문
에 이를 국제법위반에 해당하는 공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시기상 탐지된 위협적 흐름에 대해 자위권이나 국제법상의 대응조치가 정당화 될 수 
있는 시점은 피해발생이 시작된 시점92)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전적 대응93)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방어는 외부네트워크에서 악의적 트래픽이 탐지된 단계에서도 추적을 통해 봇넷
에 침투하여 조치를 취하거나 봇넷 조사를 통해 C&C서버에 침투하여 역해킹을 시도하는 등
의 조치를 취한다.94) 이는 시기상으로 국제법이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앞선 시점에서 조치를 

91) Felix Leder, Tillmann Werner and Peter Martini, supra note 16, pp. 213, 224
92) Derek Bowett, “Reprisals Involving Recourse to Armed Force”, Americal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66 (1972), p. 3; 2001년 ILC 초안 제49조.
93) 불특정다수의 웹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봇넷과 C&C서버를 탐지하는 방법, 인터넷 트래픽 스캐닝, 

네트워크 접속 유형·C&C서버와의 통신 분석, 앤드포인트 로그 모니터링 등의 지능적 탐지기법 사용
을 통해 그림의 1)번 및 2)번 구간에서의 조치가 가능하다. Basil AsSadhan, Jose´ M.F. Moura, 
“An efficient method to detect periodic behavior in botnet traffic by analyzing control 
plane traffic”, Journal of Advanced Research, Vol. 5 (2014), pp. 435-436;  Felix Leder, 
Tillmann Werner and Peter Martini, supra note 16, p. 222 ; Felix Leder, Tillmann Werner, 
“Know Your Enemy: Containing Conficker”, Honeynet Project (2009), pp. 1, 22; 조강유·장대
일·김민수·정현철·노봉남, “트래픽 프로파일링 방법을 통한 봇넷 탐지기법”, 한국정보기술학회 논문지, 
Vol. 9, No. 9 (2011), pp. 83-93; 보안뉴스, 2008년 6월 24일, “네트워크위협의 중심 최신 봇넷의 
이해와 방어”,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0412> (2017.12.29.최종방문). 

94) 봇넷 테이크 다운조치는 봇넷 자체에 조치를 취하는 경우와 봇넷 조사를 통해 C&C 서버를 추적해 
들어가 C&C 서버 내에서 봇넷과의 연결을 끊는 조치로 나눌 수 있다. 봇넷 자체에 조치를 취하는 경
우에는 악의적인 트래픽 탐지를 역추적하여 봇넷으로의 침투, 심겨진 멀웨어를 해부하고 제거하는 과
정에서 내부 데이터를 수색하는 작업이 수반되며,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 C&C 서버를 추적하
여 침투하는 경우에는 서버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획득하기 위해 서버의 취약점 이용, 시스템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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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 조치는 그 자체로 대상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파괴하거나 서버 시
스템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법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95)  
  이렇게 볼 때, 그림에서 굵은 선으로 표시한 부분은 시스템에 대한 최소한의 손상이 시작되
는 시점이기 때문에 공격의 강도나 위반행위 발생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해도 굵은 선 앞부분
에 대한 조치를 자위권이나 대응조치를 적용해 정당화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비례
성 요건을 생각할 때 더욱 분명해진다. 자위권을 원용하거나 대응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비
례성 원칙의 준수가 요구된다. 먼저 자위권과 관련해서는 원용국의 무력사용이 대상국의 위반 
또는 무력공격의 저지 및 격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사된 경우에만 비례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96) 또한 예방적 자위권이 허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무력공격이 일어나
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행사되어야 한다.97) 
  즉, 자위권에 대한 비례성 원칙은 위반행위의 강도가 아니라 방어 및 저지라는 목적에 비례
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한 동시에 상대방의 무력공격98) 또는 임박한 무력공
격이라는 전제조건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림의 굵은 선 앞부분의 단계에서
는 무력공격에 달하는 사이버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이에 
따라 무력공격을 격퇴할 목적으로 취한 조치라는 것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단계에서
의 적극적 방어조치를 자위권 행사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 ILC 초안 제51조에서는 대응조치가 국제위법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입은 피해에 
비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반과 피해의 판단 기준을 아주 광범위하게 확대해석
하여 개인 컴퓨터의 바이러스 감염을 국제법위반 및 이로 인한 피해발생으로 본다고 해도 이 
단계에서 취하는 봇넷 테이크 다운이나 역해킹은 입은 피해를 초과하는 조치가 된다. 따라서 
요건을 완화하거나 확대한다고 해도 대응조치로 적극적 방어조치를 정당화하기에는 한계가 있
는 것이다. 더구나 기관 밖 네트워크 단계에서 취하는 조치는 요건을 완화하는 경우에도 대응
조치의 범위에 해당될 수 없다. 이는 자위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귀속과 관련된 것이다. 조치의 대상인 봇넷과 C&C서버가 공격자에 의
해 장악된 사이버공격의 또 다른 피해자99)라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적극적 방어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는 대상이 공격의 의도나 기여도가 없는 제3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
다. 따라서 적극적 방어조치는 많은 경우 공격자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가 아니라 공격자로부
터 공격 수단을 빼앗거나 공격경로를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국제법상 대응조치는 제3

신망 파괴 행위인 루트킷 설치 등이 수반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역해킹에 해당한다. Christian 
Czosseck, Gabriel Klein, Felix Leder, supra note 10, pp. 115-118;  루트킷은 해커가 설치한 
악성코드가 백신이나 PC 사용자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숨겨주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루트킷은 일
반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계층보다 더 하위 계층, 즉 커널이라는 운영체제 핵심 부분에 숨어서 동작하
여 탐지가 어렵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보호기술용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3), p. 24.

95) Dennis C. Blair et al., supra note 21, p. 26. 
96) Christine Gray, International Law and the Use of Force, 3r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 150; Derek Bowett, supra note 91, p. 3;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80), Vol. II (Part One), p. 69, para. 121: Yoram Dinstein, supra note 61, 
pp. 262-263. 

97) YILC, supra note 95, p. 69, para. 121. 
98) Nicaragua (Nicaragua v. US), I.C.J. Reports 1986, para. 176; Oil Platforms (Islamic 

Republic of Iran v. United States of America),  I.C.J Reports 2003, para. 77;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Uganda), I.C.J. Reports 2005, para. 147.  

99) Irving Lachow, “Active Cyber Defense-A Framework For Policymakers”,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2013),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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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을 상대로 취할 수 없고, 자위권 원용의 경우에는 해킹된 서버에 무력사용에 이르는 강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되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위반의 발생이 확실하고, 피해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귀속이 확실하지 않더
라도 피해국이 취한 조치의 강도에 따라 대응조치 또는 자위권을 통해 적극적 방어조치가 정
당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이 경우는 그림에서 굵
은 선의 뒷부분에 해당한다. 이 때 취한 적극적 방어조치가 대응조치 또는 자위권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조치대상국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거나 확인을 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고, 동 절
차 후에도 위협 탐지국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격국가로 간주한다는 요건을 설정
하여 귀속 요건을 대체하는 방법이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대체요건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귀속요건에 대한 상당한 완화 또는 수정
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또한 즉각적 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방어조치의 특성상 상대방
에게 연락을 취하고, 기다리는 절차가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적용가능여부는 불확실하
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위협이 탐지된 봇넷이나 C&C 서버에 조치를 취하는 데는 신속성이 요
구되기 때문인데, 공격자가 적극적 방어조치를 감지하고 방어조치의 명령을 거절하도록 미리 
새로운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100) 이 경우에는 방어조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또한 연락을 취한 후 조치를 취하는 시간이나 조치의 정도 등 양 국간의 입장차가 생길 수 있
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요건을 적용하는 데 있어 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101) 

    (2) 긴급피난의 확대적용가능성
  이렇게 시기 및 조치의 대상, 그리고 선 위반행위의 발생문제를 고려해 볼 때, 그림의 기관 
밖 및 기관 안 개인컴퓨터에 대한 악성파일 감염시 유포지에 대해 취하는 조치를 정당화하기
에 가장 적절한 개념은 상대방의 위반행위나 귀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긴급피난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방의 위반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 긴급피난이 원용되는 경우에는 조치 시기가 좀 더 
앞당겨 질 수 있다. 그림에서 실선으로 표시한 긴급피난의 원용시기를 기관 내 컴퓨터에의 악
성파일 유입 중간쯤으로 잡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그러나 그림에서 2)번 화살표가 시작
되기 전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피난의 원래 요건을 적용해서는 원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관 밖 외부네트워크에서 악의적 트래픽이 탐지된 단계까지 국가의 본질적 이익에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그림에서 악성파일 유입
/감염 전 및 공격실행 전 단계에서의 적극적 방어조치가 국제법원칙 안에서 정당화되기 위해
서는 “국가의 본질적 이익에 대한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 발생”의 요건이 상당히 완화되거나 
수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긴급피난의 확대적용을 위해서는 “본질적 이익에 대한 중대한 위반” 요건 외에도 여러 가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앞서 긴급피난은 대상 위험보다 덜 심각하고 위급한 국제의무를 
불이행하는 조치라는 점을 검토한 바 있다. 그림의 2)번 실선 화살표 앞부분에서의 조치는 사
실 탐지된 위협에 비해 더 심각한 위반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는 특히 기관 내 침
투 전 단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단계에서 취한 봇넷 테이크다운 조치가 감염된 멀
웨어만을 제거하는 수준으로 진행되었다고 해도 조치과정에서 기밀정보 열람 및 데이터 삭제

100) Christian Czosseck, Gabriel Klein, Felix Leder, supra note 10, p. 115; Felix Leder, 
Tillmann Werner and Peter Martini, supra note 16, pp. 223-224. 

101) Ibid., p.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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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반되거나 조치대상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102) 이 때 봇넷 수색과정에서 발
생한 기밀정보 열람이나 데이터 삭제 행위는 위협의 제거가 목적이었다는 이유로 조치대상국
으로부터 양해를 받고, 피해를 보상하는 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때는 위법성 조각사유 
중 동의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국가책임 초안 제45조에서는 이러한 동의가 사후에도 
부여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조치대상국이 라이벌 국가 혹은 적대적 관계의 국
가일 경우에는 조치에 대한 동의보다는 오히려 조치국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또한 봇넷 조사를 통해 C&C서버에 침투하여 이로부터 봇넷과의 연결을 끊는 조치시 해당 
C&C서버가 제3국의 주요기반시설 운영서버를 해킹한 경우라면 조치 자체로 심각한 국제법위
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서버와의 연결 차단만으로도 시스템 운영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히 대상위험보다 더 심각한 국제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할 뿐 아니라 
긴급피난 행위가 상대 국가의 본질적 이익을 심각하게 해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 ILC초안 제
25조 제1항 b호에서는 이 경우 긴급피난을 원용하여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공격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봇넷 운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예외적으로 2)번 
구간에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 즉 기관내 개인 PC로의 악성코드 침투시기에 취하는 적극적 
방어조치도 긴급피난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봇넷은 C&C 서버와의 
통신에 암호화된 트래픽이 사용되거나 자주 업데이트 되는 등 탐지기법을 우회하는 기술의 이
용 때문에 완벽한 탐지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103) 이렇게 존재하는 모든 봇넷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유형의 봇넷이 다시 공격에 사용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 것
이다. 이 경우 조치를 취하려는 국가가 이전에 해당 봇넷의 공격에 의해 인명피해나 기반시설
에 대한 중대한 시스템 손상 등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면 이에 대해 2)번의 점선 구간에서 취
한 조치도 긴급피난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이 전의 공격 강도 및 피해에 근거하여 
해당 봇넷에서 탐지된 흐름이 장기적으로 국가의 본질적 이익에 대한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을 
구성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104)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발생한 바 있는데, 2009년 Conficker 바이러스를 확산하는 
봇넷에 대한 테이크다운 조치가 취해진 후105) 2016년에도 콘피커 봇넷이 직원에 대한 이메일 
피싱 등을 통해 병원시스템에 대한 공격시도를 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106) 2009년 당시 해당 
봇넷은 병원시스템 및 장비를 목표로 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었
다.107) 비록 해당 봇넷의 공격으로 인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었으나 병원장비에 대
102) Christian Czosseck, Gabriel Klein, Felix Leder, supra note 10, pp. 115-118; 실제로 

Kraken이라는 이름의 봇넷의 네트워크에 침투하여 해당 봇넷의 통신프로토콜을 위조, 감염된 봇들이 
공격자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테이크다운 조치를 취할 때, 조치대상 시스템을 파괴할 가
능성과 관련하여 논란이 인 바 있다. ITProProtal, Apr. 28, 2008, “Kraken Botnet Infiltration”,  
<https://www.itproportal.com/2008/04/28/kraken-botnet-infiltration/> (2017.12.29.최종방문). 

103) Basil AsSadhan, Jose´ M.F. Moura, supra note 92, p. 436. 
104) Gabčíkovo-Nagymaros Project (Hungary/Slovakia), I.C.J. Reports 1997, para. 54. 
105) Hadi Asghari, Michael Ciere, and Michel J.G. van Eeten, “Post-Mortem of a Zombie: 

Conficker Cleanup After Six Years“, 24th USENIX Security Symposium (2015), p. 1.  
106) ThreatPost, Jun. 30, 2016, “Conficker used in new wave of hospital IOT device attacks”,  

<https://threatpost.com/conficker-used-in-new-wave-of-hospital-iot-device-attacks/118985
/> (2017.12.29.최종방문). 

107) Physorg, Apr. 30, 2009, “Conficker worm hits hospital devices”, 
<https://phys.org/news/2009-04-conficker-worm-hospital-devices.html> (2017.12.29.최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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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격시도는 환자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취하는 적극적 
방어조치는 비록 기관내 개인 컴퓨터 침투 단계에서 실행되더라도 긴급피난으로 인정될 가능
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같은 봇넷의 재공격으로 그림의 2)번 점선 구간이 긴급피난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번의 실선 화살표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긴급피난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2)번의 실선 화살표 앞부분에 대한 적극적 방어조치에 긴급피
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대하고 급박한’의 의미가 상당히 완화되어야 하고, 국가의 본질적 
이익을 구성하는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원용주체와 관련해서도 긴급피난에 한
해서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는 경우의 범위를 기존의 경우보다 광범위하게 보고, 조치의 강도
와 위협의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도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등 긴급피난의 원용을 위한 요
건과 제한사항의 전반적 수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적극적 방어조치의 판단 기준이 위협의 
탐지 하나임을 생각할 때, 긴급피난의 원용을 위한 많은 요건들이 이와 같은 수준으로까지 수
렴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긴급피난이라는 개념 자체가 예외적인 경우에만 드물게 
인정될 수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점을 생각할 때, 모든 범위의 사전적인 적극적 방어조치
를 긴급피난의 개념으로 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결론
  지금까지 적극적 방어조치가 실행 시기, 범위 및 강도면에서 가지는 국제법적 문제점과 이
러한 문제점이 국제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의 확대적용을 통해 정당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
펴보았다. 결론적으로 국제법개념을 확대 적용하여도 앞에서 살펴본 그림2의 1)번과 2)번 사
이의 구간에서 취하는 적극적 방어조치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게 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국제법적 규율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적극적 방어개념
의 도입과 관련해서 발생한 위협에 대한 대응의 시기를 위반발생 시기보다 앞당긴다는 점과 
실제 행위자를 밝히지 않고 공격의 거점에 조치를 취한다는 점 때문에 국제법체제에 큰 변형
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국제법이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하는 이유와 방식을 고려하면 적극적 방어 개념의 
도입이 국제법에 결코 큰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국제법이 자위권, 대응조
치, 긴급피난 등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하는 이유는 합법적인 행위의 범위 내에서 자국을 
보호하거나 자국의 이익을 지킬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함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경우에도 필요성 또는 비례성의 원칙과 같은 행사요건을 규정한 이유는 위법한 행위가 가
지는 위험성을 제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적극적 방어 개념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와 규율 방식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림의 1)번과 
2)번 구간 사이의 시기에 적극적 방어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공격의 실행과 결과
발생의 간격이 0이라는 사이버공격의 특성 때문이다. 또한 해당 조치가 우선적으로 파악된 공
격거점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도 실제 공격행위자를 숨기고 위협행위를 실행하는 여러 개의 공
격의 수단을 둘 수 있는 사이버공간의 특성 때문이다. 한편 적극적 방어조치도 강도에 따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을 통한 제한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때, 적극적 방어 개념의 도입은 국제법 내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와 같은 맥락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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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들이 사이버공격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 방
어조치의 필요성에 합의할 수 있다면 이 개념의 국제법 내 수용은 그리 어려운 작업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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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영역에서의

국제법상 상당주의 원칙의 적용에 관한 고찰1)

이 종 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I. 서 론

인터넷의 발달로 대표되는 20세기 후반 이후의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Comm

unication Technology) 분야의 진보는 세기가 바뀌면서 가속화가 더욱 진행되었다. 그 결과

관련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다양한 혜택이 인류사회

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급변하고 있는 사회현상 속에서 ‘사

이버 공간’(cyberspace), ‘사이버 공격’(cyber attack), ‘사이버전’(cyber warfare) 등과 같은

용어들 또한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익숙해지게 되었다.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더 나아가 국

가 시스템 등 사회전반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도구 및 매개체로서 ‘사이버’라는 새

로운 개념이 자리를 잡은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에 대한 사회적 의존도 또한 증가하면서

이른바 ‘사이버 위협’(cyber threat)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위험요소가 등장하게 되었다. 사이

버 공격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malicious cyber activities)으로

발생되는 이와 같은 위협의 등장은 국가들로 하여금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자국의 안보정책

수립과정에 있어서 ‘사이버’라는 요소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게 하였다. 동시에 이와 같은 추

세는 국제사회로 하여금 다양한 논의의 장에서 공통의 관심사 내지 과제로서 사이버 공간

및 동 공간에서의 행위 규율을 위한 국제법규 마련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만

들었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국제협력 및 국제법적인 규율을 통해 이와 같은 사이버 위협을 억제

하기 위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예로서 유엔정부전문가

그룹(UN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이하 ‘UNGGE')2)의 논의과정을 들 수 있다. 동

1) 본 발표문은 박사학위 논문 중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발전시켜 『국제법평론』 통권 제49호 
(2018. 2 . 28.)에 등재한 원고임을 밝힙니다.

2) 여기에서 말하는 UNGGE는 UN총회 내에서 군축 및 국제안보를 담당하는 제1위원회에서 구성된 것으
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설치되어 운영된 ‘국제안보맥락에서의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에 관한 정부
전문가그룹’(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in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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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적으로는 사이버 공간이 아닌 ‘국가의 ICT이용’이 주된 논의

대상이나 사실상 사이버 공간과 여기에 적용될 국제규범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201

4년의 제3차 보고서, 2015년의 제4차 보고서를 통해 UN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이 사이버 공

간에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3) 또한 학계에서도 수많은 국제법 학자들에 의해 국제법

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적용상의 해석기준과 한계점이 무엇인지에 관하

여 연구가 상당부분 진행이 되었고 추가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4)

따라서 요컨대, 적어도 전통 국제법상의 주권원칙 등의 법원칙을 포함하는 기존 국제법

규범들이 사이버 공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규율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법

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관하여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

다.5)

위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본고는 사이버 위협을 발생시키는, 그 중 특히 타국의 권익

에 피해를 입히는 대부분의 악의적인 사이버 조작6)이 제3국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and Telecommunication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을 말한다.
3) 박노형 ‧ 정명현, “제4차 정보 안보에 관한 유엔정부전문가그룹 논의 분석과 국제사이버법의 발전 전

망”, 『국가전략』, 제22권 3호 (2016), 175면.
4) 대표적으로 2013년에 발간된 ‘사이버전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에 관한 탈린매뉴얼’(Tallinn Manual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Warfar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이하 ‘Tallinn Manual’)과 그 개정판인 2017년에 발간된 ‘사이버 조작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에 관한 탈린매뉴얼 2.0’(Tallinn Manual 2.0 i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Opera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이하 ‘Tallinn Manual 
2.0’)을 들 수 있다. 물론 이 둘은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문서도 아닐뿐더러 특정국가 및 국제
기구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도 아니나 다양한 국가의 명망 있는 다수의 학자들에 의한 연구성과
물로서 기본적으로 사이버 공간 및 사이버 공간상의 행위에 기존 국제법이 적용된다는 기조 아래 그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연구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5) Benedict Pirker, “Territorial Sovereignty and Integrity and the Challenges of Cyberspace”, 
in K. Ziolkowski (ed.), J. Goldsmith, Who Controls the Internet? Illusions of a Borderless 
Worl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p. 189-194. 참조.

6) ‘cyber operations’은 Tallinn Manual 2.0에서의 정의에 따르면 사이버 공간에서 또는 사이버 공간
을 통하여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이버 역량(cyber capacity)의 이용을 의미한다. Michael N. 
Schmitt et al.(eds.), Tallinn Manual 2.0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Operations(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p. 564. ‘cyber operation’의 가장 
널리 쓰이는 국문번역은 ‘사이버 작전’이다. 통상 ‘operation’은 국문번역에 있어서 작전, 작업, 활동, 
운용, 조작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사용된다. 하지만 ‘작전’(作戰)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이
루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나 방법을 강구함’ 및 ‘군사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는 전투, 수색, 행
군, 보급 따위의 조치나 방법 또는 그것을 짜는 일’이다. 물론 ‘작전’이 군사적으로만 쓰이는 단어는 
아니나 주로 군사분야에서 사용된다. 또한 동 단어는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조치나 방법 등을 
설계하는 의미가 강하고 ‘작전수행’과 같이 행위 및 실태를 표현하기에 부가적인 단어의 추가가 필요
하므로 실제 활성화(activation)되고 있는 ‘cyber operation’을 설명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반면 ‘조
작’(操作)의 사전적 의미가 ‘기계 따위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다루어 움직임’ 및 ‘작업 따위를 잘 처리
하여 행함’이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사이버 역량을 사용하는 ‘cyber operation’의 번역에 적
절하다 할 것이다. (다른 분야의 예지만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금융긴축을 위하여 공채 따위를 매
각하는 행위인 ‘매출 오퍼레이션’의 동의어가 ‘매출 조작’으로 통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cyber operation'을 ‘사이버 조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기하도록 한다. 다만 동음이의어인 또 
다른 ‘조작’(造作)의 의미와는 상이함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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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맞추어 사이버 공간과 관련하여 제3국에게 어떠한 국제법적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면 이것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사이버 공간상의 행위로 야기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고 사

이버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본고는 이러한 의무 부과의 근거로서 국제법상 ‘상당주의 원칙’(Due Dili

gence Principle)을 제시하였다. 이하에서는 국제법상 상당주의 원칙의 개념 및 내용을 간략

하게 살펴본 후 사이버 영역에서의 동 원칙의 적용가능성과 그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원칙

의 해석을 주된 연구과제로 삼고 더 나아가 적용상의 한계점을 검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

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II. 국제법상 상당주의 원칙

통상 국내에서 ‘상당주의’(相當注意) 또는 ‘상당한 주의’로 번역되는7) ‘Due Diligence'의

개념은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관한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에서 파생되었다는 견해

도 있긴 하나 어떠한 단일 법체계 또는 전통으로부터 기원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 통

설이다.8) 더군다나 이와 같은 ‘상당주의’라는 개념이 법 영역이 아닌 일반상사의 영역에서도

관리자의 관리상 의무로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9) 같은 법 영역일지라도 각 분야마다 조금씩

상이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하여 본고의 연구범위 및 주제에 따라

국제법 영역에서의 상당주의 원칙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그 의의와 개념에 관하여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1. 주권평등의 원칙과 상당주의 원칙

국제법상 상당주의 원칙의 의의 및 개념과 관련하여 안타깝게도 이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명확하고 법적으로 확정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에 관한 학자

들의 다양한 견해를 통해, 그리고 이하에서 살펴볼 동 원칙과 관련된 판례를 통해 그것들을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주권원칙과 국제법상 상당주의 원

칙과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국제법상 ‘주권’(sovereignty)원칙은 국제법의 전체의 기초가 되는 자명한 원칙이며10) 이

7) 본고에서는 ‘상당주의’로 통일하여 표기하도록 한다. 
8) Hue Hanqin, Transboundary Damage in International Law,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 162.
9) 상사거래에 있어서 상당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주체는 국가가 아닌 회사 또는 관리자이며 본고에서  

다루는 상당주의 원칙은 국제법상 상당주의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ICJ,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27 June 1986,  p. 96, para. 202.

-99-



러한 주권의 대외적 측면에 기인한 국가들 간의 ‘주권에 대한 상호존중’의 개념이 국제관계

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기반을 이루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11) Cassese

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 주권에는 ‘어떠한 국가로부터도 자국의 영토를 침범당하지 않을 권

리’(이른바 jus excludendi alios, 즉, 타국을 배제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한다.12)

이러한 국가의 배타적 권리는 모든 국가가 보유하는 권리이므로 결국 국가는 이와 같은 권

리뿐만 아니라 동시에 타국의 주권을 존중할, 다시 말해 주권 상호존중의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엄격히 말하자면 주권 상호존중의 의무는 주권평등의 원칙에서 기인한 것

으로 보아야 한다.13) 하지만 주권평등은 주권, 특히 대외적 측면의 주권으로부터 나오는 필

연적 결과물로 또는 주권에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14) 결국 주권의 상호

존중의 의무는 주권개념에서 그 뿌리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주권원칙, 주권평

등의 원칙, 주권 상호존중의 의무는 개념상 불가분의 관계로 일련의 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주권평등 원칙에 따른 상호존중 의무로부터 파생되는 주요 원칙 또는 의무 중 하

나가 바로 ‘타국의 권리에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소위 ‘위해금지 원칙’(no-harm principl

e)에 따른 의무이며 동 의무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서 상당주의 원칙에 따른 의무, 즉 ‘자신

의 영역이 타국의 권리에 반하는 행위15)를 위해 사용되는 것을 알고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not to allow knowingly its territory to be used for activities that are harmful to other

States)라는 상당주의 의무가 도출된다.

2. 개념 및 주요 내용

그렇다면 국제법상 상당주의 또는 상당주의 원칙의 개념과 그 내용은 무엇인가? 이와 같

11)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제4판, (서울: 박영사, 2013), 146면; ICJ, Corfu Channel case (United 
Kingdom v. Albania), 19 April 1949, icj, Judgment, p. 35.

12) Cassese 교수는 주권에는 (1)영역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에 대한 권한 행사권, (2)국가관할권 하에 
있는 영토를 자유로이 사용·처분하고, 그 영토의 거주민에게 필요하거나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는 모
든 활동을 수행할 권한, (3)어떠한 국가로부터도 자국 영토를 침범 당하지 않을 권리, (4)국가가 주권
자의 지위로 수행하거나 취한 행위 또는 조치, 그리고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재산이나 자
산의 사용 또는 사용계획을 목적으로 취한 집행조치에 대한 외국 법원의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권, 
(5)공적 자격으로 행동한 국가대표에 대한 면제권, (6)해외에 주재하는 국민 및 공무원의 생명 및 재
산을 존중 받을 권리 등과 같은 포괄적인 권한 및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파악한다. Antonio 
Cassese, International Law, 2n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p. 49-52.

13) Juliane Kokott, “States, Sovereign Equality”,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
nal Law [MPEPIL], 2011, section 40. <http://opil.ouplaw.com/view/10.1093/law:epil/9780199
231690/law-9780199231690-e1113>

14) Hans Kelsen, “The Principle of Sovereign Equality of States as a Basis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 Yale Law Journal, Vol. 53, No. 2, 1944, p. 207.

15) 여기에서의 ‘타국의 권리에 반하는 행위’는 ‘타국의 주권에 의해 보호되는 사람 및 사물에 피해를 야
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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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하여 ‘상당주의’가 가지고 있는 법 영역 전체에서 통용되는 사전적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이것은 ‘어떠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자 하거나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되거나 이와 같은 사람에게 통상적으로 행사되는 주의’(The

diligence reasonably expected from, and ordinarily exercised by, a person who seeks to

satisfy a legal requirement or to discharge an obligation)로 이해될 수 있다.16)

국제법 영역에서의 ‘상당주의’(due diligence)라는 용어는 국제환경법, 국제투자법, 국제인

권법 등 국제법의 여러 영역에서 다양하게 ‘의무’(duty or obligation), ‘주의’(doctrine), ‘요건’

(requirement), ‘원칙’(principle) 등의 여러 가지 표현과 결합되어 국가행위에 대한 제한이나

국가에 대한 일정의무 부과의 근거로서 사용된다.17) 국제법의 역사를 살펴보면 상당주의는

외국인의 대우에 관한 국가책임에 기원을 두고 이후 국제법의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책임과

관련하여 발전해왔으며 이를 위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설정된 개념이다.18) 상당

주의 원칙 내지 의무에 관한 몇몇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Koivurova는 상당주의 의무를 ‘법의 주체(국제법의 주체) 측에 있는 행위의무’(an o

bligation of conduct on the part of a subject of law/ international law)이며 이것은 그 주

체가 동 의무를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책임 있는 시민 또는

정부의 의무라고 설명한다.19) 또한 Freeman은 1955년 헤이그 아카데미에서의 강연을 통해

상당주의의 개념을 “잘 운영되는 정부라면 유사한 상황에서 행사할 것으로 기대되는 합리적

인 방지조치”(the reasonable measures of prevention which a well-administered governme

nt could be expected to exercise under similar circumstances)라고 설명한 바 있다.20)

한편 판례를 통해서도 동 원칙의 개념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상당주의 원칙’과 관련

된 판례 중 가장 대표적인 판례는 Corfu Channel case로서 여기에서의 판시내용은 국제법

상 상당주의 원칙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당대의 정의(contemporary definition)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21) ICJ는 동 판례를 통해 ‘모든 국가는 타국의 권리에 반하는 행위22)를 위해 자국

의 영토가 사용되는 것을 알고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가진다.’라고 명시하였다.23) 이

16) Bryan Garner(ed.), Black’s Law Dictionary , 3rd Pocket Edition, (Eagan: Cengage Learning 
Inc, 2006), p. 208. 

17) Joanna Kulesza, Due diligence in international law, (Boston: Brill Nijhoff, 2016), p. 262; Ti
mo Koivurova, “Due Diligence”,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MP
EPIL], 2010, sections 1-3, 참조. <http://opil.ouplaw.com/view/10.1093/law:epil/97801992316
90/law-9780199231690-e1034>

18) ILA, ILA Study Group on Due Diligence in International Law, First Report, 7 March 2014, 
p. 2; Timo Koivurova, Ibid., section 4.

19) Timo Koivurova, Ibid. section 1.
20) ILA First Report, supra note 17, p. 10.
21) Tallinn Manual 2.0, Rule 6, para. 2.
22)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타국의 권리에 반하는 행위’란 타국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모든 위법행

위를 포함한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23) ICJ, Corfu Channel case, supra note 10, p. 22. 원문은 다음과 같다:

“Every state [has the] obligation not to allow knowingly its territory to be used for acts 
contrary to the rights of other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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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Island of Palmas case에서의 Max Huber재판관의 설시에 따르면 상당주의 원칙은

‘영토주권에서 파생된 의무로서 동 의무는 특히 전시 및 평시에 영토 보전과 불가침성에 관

한 타국의 권리를 자국의 영토 내에서 보호해야 할 의무’라고 한다.24) 이와 같이 판례에서

직접적 또는 명시적으로 상당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는 내리고 있지 않다. 하지만 위와

같은 판시 내용은 상당주의의 내용을 대표적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

며 따라서 국제법의 각 분야에서 상당주의 원칙 내지 의무의 내용에 관한 대부분의 문헌에

서 인용이 되고 있다.

위에서와 같은 검토 내용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국제법상 ‘상당주의’는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타국의 권리에 반하는 행위의 방지, 즉 타국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에게 ‘선량한 정부’(good government)로서의 행위 또는 합리적인 국가라면 행할 행위를 요

구함으로써 일정한 의무를 부과함과25) 동시에 국가에게 적법한 행위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

법적 최소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26) 결국 국제법 맥락에서의 ‘상당

주의 원칙’이 갖는 의미와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국가가 해당의무의 주체로서

자국의 영토가 타국에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원칙’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동 원칙은 내심적 요소로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데 있어 신중함을 기해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가에게 어떠

한 행위의 기준을 제시하는 적절한 조치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동 원칙의 사이버 영역에서의 적용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Tallinn Manual 2.0은 위

와 같은 상당주의 원칙의 정의를 함축적으로 ‘주권의 개념으로부터 파생되는 원칙으로서 이

는 국가가 자국의 영토에서 타국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27)

상당주의 원칙의 개념 및 의의의 검토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동 원칙과 혼

동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개념, 즉 ‘위해금지 원칙’(no harm rule)과 ‘방지의무’(the duty of

prevention)와의 관계정립이다. 세 가지 개념의 관계는 Pulp M ills case을 통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 여기에서 ICJ는 위해금지 원칙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언급하였는데 첫째, 위

해금지 원칙은 방지 의무를 아우르는 개념이며 둘째, 방지 의무는 국가에게 자국의 영토 내

에서 행하도록 요구되는 상당주의 원칙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방지의무는 국

제관습법으로서 지위를 갖는다고 하였다.28) 이를 다시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아래 <그림1>

24) ICJ, Island of Palmas (United States v. Netherlands), 4 April 1928,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Award, p. 839. 

25) Hue Hanqin, supra note 7, p. 163; Robin Geiß & Henning Lahmann, “Freedom and 
Security in Cyberspace: Shifting the Focus Away From Military Responses Towards 
Non-Forcible Countermeasures and Collective Threat-Prevention”, Katharina 
Ziolkowski(ed.), PeaceTime Regime for State Activities in Cyberspace.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Relations and Diplomacy, (Tallinn: NATO CCDCOE, 2013), p. 653.

26) UNGA,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work of its forty-sixth 
session, 2 May- 22 July 1994,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Forty-ninth 
session, Supplement No. 10(A/49/10), p. 103. 

27) Tallinn Manual 2.0, Rule 6, para. 2.
28) 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Argentina v. Uruguay), judgement of 20 April 2010, I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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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방지의무는 상당주의 원칙에서 파생된 것으로 국가가 상당주의 원칙

에 따른 의무, 즉 상당주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방지의무를 이행할 것이

요구된다.29)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상당주의 원칙과 방지의무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볼

수 있으며 방지의무는 상당주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 의무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림1>30)

(출처: 본인 구성)

III. 사이버 영역에서의 상당주의 원칙의 적용

1. 사이버 공간에 대한 상당주의 원칙의 적용가능성

현대 국제법 영역에서 상당주의가 미치는 범위는 그 역사적 기원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Reports 2010, para. 101. 단, 동 사건은 국제환경법과 관련된 판례이므로 국제환경법 영역에서의 
상당주의 원칙 내지 의무가 국제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의미이며 모든 국제법 영역에서 그
러한 지위를 당연히 가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29) Karine Bannelier-Christakis, “Cyber Diligence: A Low-Intensity Due Diligence Principle 
for Low-Intensity Cyber Operations?”, Baltic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14, 2014, 
p. 32.

30)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에 삽입된 것으로 본인이 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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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넘어선다고 감히 단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의 대우에 관한 국

가책임의 영역에서 시작된 상당주의의 개념은 현재는 초기의 영역을 넘어서 초국경적인 피

해 위험과 관련 있는 영역에서, 특히 국제환경법 중심으로 국제법의 일반원칙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31) 그렇다면 과연 사이버 영역에서도 이와 같은 상당주의 원칙

의 적용이 가능한가? 이 문제에 관하여 학계에서는 그 적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들이 지

배적이다.32) 국제법상 상당주의 원칙이 사이버 영역의 범주까지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

는 학자들 중 상당수가 환경법 영역과 사이버 영역의 유사성에서 그 주장의 근거를 찾고 있

다.33) 요컨대, 국제환경법의 영역에서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방지의무 및 상당주

의 원칙이 유사한 성격을 가진 사이버 영역에서 동일한 지위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이라는 논리이다.34)

이외에도 여러 국제기구에서의 논의 및 여러 국가들의 입장 표명에서 같은 맥락의 주장

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유럽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에 의해 구성된 ‘국가 간 인터

넷 사용에 대한 특별 자문단’(Ad hoc Advisory Group on Cross-border Internet)은 ‘인터넷

거버넌스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of Internet governance)을 제시하는 보고서에서 국

가 간의 (사이버 활동의 근간이 되는)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환경법 맥락에서의 위해금지의

원칙 및 방지의무가 적용이 된다고 하였다.35) UNGGE 또한 ‘제4차 최종보고서’를 통해 국가

주권 및 주권에서 파생된 국제규범 및 원칙들이 사이버 영역에서 적용되며36) 구체적인 조

항에서도 일반적으로 널리 인정된 Corfu Channel case의 상당주의 원칙에 관한 정의를 이

용하여 사이버 환경에서 악의적인 사이버 조작의 기원국(the state of origin) 또는 경유국(tr

ansit state) 정부가 국가행위자 또는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국제 위법행위에 자국의 영토가

사용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37)

또한 주지하다시피 사이버 영역에 대한 기존 국제법 적용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31) Günther Handl, “Transboundary Impacts”, Daniel Bodansky, Jutta Brunnée and Ellen 
Hey(ed.), The Oxford Handbook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New York: Oxford 
Univ. Press, 2007), p. 531, p. 541.

32) Oliver Dörr, “Obligations of the State of Origin”, Germ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58, 2015, fn 19, p. 93.

33) 예를 들어 Shackelford는 환경 오염에 빗대어 ‘정보 오염’(information pollution)이라는 개념을 설
명한다. Scott J. Shackelford, et al., “Unpacking The International Law on Cybersecurity 
Due Diligence: Lessons From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Chicago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7, 2016, p. 11. 

34) 사이버 영역에서 상당주의 원칙이 국제관습법으로서 법적 지위를 가지는지, 즉 어떠한 규범적 가치
를 가지는지에 관해서는 후술하도록 한다.

35) Council of Europe, Interim report of the Ad-hoc Advisory Group on Cross-border 
Internet to the Steering Committee on the Media and New Communication Services 
incorporating analysis of proposals for international and multi-stakeholder co-operation 
on cross-border Internet, H/Inf(2010) 10, para. 60-64.

36)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 22 
July 2015, A/70/174, para. 27.

37) Ibid., para. 1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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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재 시류에서 국제법 영역에

서 오랫동안 법리상 반영되어 왔으며 국제법의 특정 체계에서 특화된 일반 원칙으로서의 성

격을 가진38) 상당주의 원칙의 사이버 영역에서의 적용이 허용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으

로 생각된다.

2. 주요 쟁점

국제법상 상당주의의 개념을 사이버 영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당주의 의무의 내용을

담고 있는 Corfu Channel case의 판시 내용이 동 영역에서 적용된다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사이버 영역에서의

상당주의 원칙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모든 국가가 타국의 권리에 반하는 또는 타국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악의적 사이버 조작에 자국의 영토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Tallinn Manual 2.0은 「규칙 6」(‘국가는 자국

의 영토 또는 자국 정부의 통제하의 영역 또는 사이버 기반시설이 타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

치고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사이버 조작에 사용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상당주의를 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규칙 7」(‘상당주의 원칙은 국가로 하여금 타국의 권

리에 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사이버 조작을 종료시키기 위하여 그

러한 상황에서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은 요구한다.’)을 통해 구체적으로 사이

버 영역에서의 상당주의 의무에 관한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39)

따라서 이하에서는 국제법규범의 사이버 적용 문제에 있어서 Tallinn Manual 2.0이 가진

중요성, 그리고 쟁점에 관한 연구의 깊이와 다양성을 감안하여 상기 규칙들과 그 주석을 중

심으로 사이버 영역에서의 상당주의 원칙 적용의 요건 및 내용 해석에 관한 몇몇 주요쟁점

들을 차례로 간략하게 검토하도록 한다.

1) 장소적 범위

원칙적으로 상당주의 원칙을 포함하여 전통국제법은 배타적 관할권을 가진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공간 체계를 기반으로 한다.40) 그렇다면 가상의 공간이라는 특징을 가진 사이버

공간과 관련하여 동 원칙의 장소적 범위에 관한 요건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즉 ‘자국

의 영토’를 사이버 영역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 문제의 해결은

사이버 공간이 국경의 개념이 불분명한 가상의 영역이지만 동시에 컴퓨터, 라우터, 서버 등

의 물리적 단계(layer)을 토대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41) 다

38) Tallinn Manual 2.0, Rule 6, para. 4.
39) Ibid., Rule 6, 7.
40) Robert Kolb, “Reflections on Due Diligence and Cyberspace”, Germ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58, 2015, p. 120.
41) 사이버 공간(cyberspace)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했을 당시 이에 대한 개념정의는 주로 ‘가상의 공간’

-105-



시 말해 ‘사이버 기반시설’은 이와 같은 물리적 단계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국가는

자국의 영토 내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사이버 기반시설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42) 따라서 해당 국가는 자국의 영토 내에 존재하는 사이버 기반시설

에서 발생한 타국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사이버 조작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장소적 범위는 영토외적인 경우까지 확대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음 두 가

지의 경우를 살펴보자. 첫 번째, 영토합병 또는 군사점령과 같은 ‘주권의 행사는 아니지만

영토 바깥의 영역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 위치하는 정부 사이버 기반시설’과

둘째, 인공구조물, 외교부지 등과 같이 ‘영토 바깥에 위치하며 정부가 통제하는 정부 사이버

기반시설’의 경우이다.43) 이 두 가지 경우는 자국 영토 외에 위치하지만 실제로 정부가 통제

하는 사이버 기반시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상기 두 경우

를 상당주의 의무의 요건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자국의 영토’라는 장

소적 범위의 해석은 악의적인 사이버 조작과 연관된 사이버 기반시설의 단순한 물리적 위치

보다 실제 누가 그것을 통제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44)

2) 행위의 범위

행위의 범위와 관련하여 국가는 i)‘타국(피해국)의 권리에 반하는’ 그리고 피해국에게 ii)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모든 사이버 조작을 위하여 자국의 영토가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할 상당주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행위에 관한 두 가지 요건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45) 이하에서는 각각의 요건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1) ‘타국의 권리에 반하는’ 사이버 조작

‘타국의 권리에 반하는’ 사이버 조작이란 한 국가에 의한 사이버 조작으로서 목표국(targ

et state) 또는 피해국46)에 대하여 지켜야 할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조작을 의미한다.47) 여

이라는 특징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의 견해는 사이버 공간이 물리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42) 미국의 경우 이와 같은 권리에 대한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US Department of Defense, 
DoD Strategy for Operating in Cyberspace, 2015; U.S. Department of Defense, Cyberspace 
Policy Report: A Report to Congress Pursuant to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1, Section 934, pp. 7–8, 2011. 한편 Tallinn Manual의 전문가그룹도 이를 
긍정하고 있다. Tallinn Manual 2.0, Rule 1, para. 4, Rule 9, para. 1. 

43) 이러한 정부 통제하의 사이버 기반시설의 예로서 기국주의에 적용을 받는 국제 공역, 공해 또는 우
주 공간에 있는 항공기, 선박 또는 기타 주권 구조물상의 사이버 기반시설 또는 외교공관 등의 외교 
부지 내의 사이버 기반시설을 들 수 있다.

44) Robert Kolb, supra note 39, p. 120; 여기에서 말하는 통제는 ‘법률상’(de jure) 통제뿐만 아니라 
‘사실상’(de facto) 통제까지 포함한다. Tallinn Manual 2.0, Rule 6, para. 11.

45) Tallinn Manual 2.0, Rule 6, para. 15.
46) 본 논문에서 ‘목표국’은 행위자가 행하는 악의적 사이버 조작 또는 사이버 활동(malicious cyber 

operation or cyber activities)을 통해 피해를 야기하고자 하는 ‘목표’가 되는 국가를 의미하며 ‘피
해국’은 실제로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국가를 의미한다.

47) Tallinn Manual 2.0, Rule 6, para.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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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조작’은 해당 사이버 조작이 국제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를 가리킨다. 따라서 예를 들어 ‘사이버 첩보활동’(cyber espionage)은 그 자체로는(per se)

국제법상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48)

구체적으로 국제위법행위에 해당하는 사이버 조작은 크게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

와 타국에 대한 무력사용 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전자와 관련하여 몇몇 예외적인 경

우, 가령 UN안보리에 의해 승인되거나49) 자위권 행사의 경우50) 등을 제외하고, 이러한 타

국의 목표물 또는 기반시설을 목표로 그 국가의 주권적 특권(sovereign prerogative)을 행사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무시하는 사이버 조작은 주권의 침해를 구성하며 국제법에 의해 금지

된다.51)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이버 조작이 주권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는가? 이에 관하여 Tallinn Manual 2.0은 i)‘타국의 영토보전(territorial integrity)에 대한 침

해정도’와 ii)‘정부 고유의 기능에 대한 간섭이나 권리침해 여부’라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주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관련 사이버 조작이 물리적 피해 또는 상해의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 물리적 피해는 없으나 목표물인 타국의 사이버 기반시설의 기능상실

이 유발된 경우, 그리고 정부의 고유 기능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데이터 및 서비스의 접근

을 방해하는 침탈(usurpation) 또는 개입(interference)의 경우가 주권침해를 구성하는 사이

버 조작에 해당하여52) 상당주의 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다음으로 또 다른 국제위법행위로서 사이버 조작에 의한 무력사용 행위를 살펴보자. UN

헌장체제에서 무력사용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당연한 결과로서 국제

위법행위이다. Nuclear Weapons case에서 헌장 제2조 4항 및 제51조에서의 jus ad bellum

이 ‘이용되는 무기와 관계없이 어떠한 무력 사용’(any use of force regardless of the weapo

ns employed)에도 적용됨을 언급한 점53)을 고려한다면 사이버 무기 등 사이버 수단에 의한

행위도 ‘무력사용’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54) 문제는 어떠한 사이버 조작이 무력사용 수준

에 이르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동 판단의 기준으로서 Tallinn Manual 1.0과 Ta

llinn Manual 2.0 연구의 총괄책임자이기도 한 Schmitt교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력사용

결정에 구체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총 7개의 ‘Schmitt 기준’(Schmitt Criteria)을 제시하였

다.55) 이러한 기준에 따라 어떠한 사이버 조작이 무력사용의 수준에 이르는 사이버 조작으

48) Tallinn Manual 2.0, Rule 6, para. 15, 17.
49) UN헌장 제39조, 제41조, 제42조.
50) UN헌장 제51조.
51) Anders Henriksen, “Lawful State Responses to Low-Level Cyber-Attacks”, Nordic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84, Issue 2, 2015, p. 337; Tallinn Manual 2.0, Rule 4, para. 1. 
52) Tallinn Manual 2.0, Rule 4, paras. 10-22.
53) ICJ, The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Case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96, para. 39.
54) Tallinn Manual 2.0, p. 42.
55) Michael N. Schmitt, “Cyber operations and the Jus ad Bellum Revisited”, Vol. 56, 

Villanova Law Review, 2011, p.576; Schmitt는 이 논문에서 ①물리적 결과의 심각성(severity) ②
효과의 즉각성(immediacy) ③인과관계의 직접성(directness) ④목표 시스템에 대한 침입성
(invasiveness) ⑤결과의 측정성(measurability) ⑥추정적 정당성(presumptive legitimacy) ⑦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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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이 될 경우 이 또한 국제위법행위로서 상당주의 원칙의 적용대상이 될 것이다.

(2)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사이버 조작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위법행위에 해당하는 타국에 대한 악의적인 사이버 조작이

상당주의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해당 조작이 ‘심각한 피해’(serious

damage)를 야기할 것이 요구된다. 여기에서의 문제는 심각한 피해가 어떠한 수준을 의미하

는지 그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은 국제법상 확립되어 있

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Tallinn Manual 2.0의 국제전문가 그룹(이하, ‘TM그룹’)의 다

수 및 동 원칙의 사이버 맥락에서의 적용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견해는 피해가 ‘심각한 부정

적인 결과’(serious adverse consequences)를 야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당주의 원칙이 적용

된다고 보고 있다.56) 이에 반해 동 원칙 적용의 피해기준을 보다 낮게 설정하여 오늘날 환

경법 영역에서는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소한’(de minimis) 수준의 피해를 배제한 개념

인 ‘상당한 피해’(significant harm)의 기준을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57) (아래 <그림2> 참

조.)

이와 같은 피해기준은 국가들의 의무 부담 수준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정립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피해국의 권리보호’와 ‘제3국의 의무부담 수준’ 사이의 균

형점을 맞추기 위해 사안별로 ‘합리성의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한 가지 분

명한 사실은 단순한 불편함을 야기하거나 피해로 인한 비용손실이 크지 않은 경우와 같이

목표국의 이익에 단순 영향을 끼치는 사이버 조작은 상당주의 원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

는다는 것이다.58)

한편 이와 같은 심각한 피해는 물리적 피해를 반드시 수반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물리적

피해의 요건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으나59) 사이버 조작으로 인한 국가의 주요 기능수행의

장애, 핵심 기반시설 운용에 대한 간섭 등으로도 충분히 목표국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

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경우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심각한 피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 피해가 심각한 피해의 필수요건은 아니라고 보

는 TM그룹의 견해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60)

책임(responsibility)을 제시하였다.
56) Tallinn Manual 2.0, Rule 6, para. 25; Joota Brunnee & Tamar Meshel, “Teaching an Old 

Law New Trick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Lessons for cyberspace Governance”, 
Germ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58, 2015, p. 11; Christian Walter, “Obligations 
of States Before, During and After a Cyber Security Incident”, Germ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58, 2015, p. 75.

57) Tallinn Manual 2.0, Rule 6, para. 25; Eric Talbot Jensen, “State Obligations in Cyber 
operations”, Baltic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14, 2014, pp. 81-83,

58) Tallinn Manual 2.0, Rule 6, paras. 26-27.
59) Eric Talbot Jensen, supra note 56, p. 81.
60) Tallinn Manual 2.0, Rule 6, para.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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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61)

(출처: 본인 구성)

(3) 행위자

앞서 상당주의 의무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국제위법행위임을 살

펴보았다. 통상 국제법을 위반하는 주체는 전쟁범죄, 제노사이드 등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개인 또는 민간실체가 아닌 국가이다. 따라서 사이버 맥락에서 국가에

의해 수행되거나 국가에게 귀속될 수 있는 사인에 의한 사이버 조작인 경우 우선적으로 상

당주의 원칙 적용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상기의 경우를 제외한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사이버 조작에도 영토국은 상당주의

의무를 가지는가? 이에 대해 Tallinn Manual 2.0은 이를 긍정하고 있다. 비록 행위주체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이버 조작 그 자체(per se)로서는 국제법 위반을 구성한다고 볼 수

는 없을지라도 그 행위가 타국의 권리에 해를 끼치고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발생시킨다면

상당주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62) 이에 대한 근거로서 국제환경법의 영역에서

민간 기업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초국경적인 피해의 위험 증가로 실체적 내용 측면에서 이

를 반영한 상당주의 의무가 확고해지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63)

현실적으로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사이버 조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만약 상당주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행위자

61)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에 삽입된 것으로 본인이 구성한 것임.
62) Ibid. Rule 6, para. 21.
6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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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에 비국가행위자까지 포함시킨다면 해당국가에게 과도한 의무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비국가행위자의 사이버 조작이 ‘국가가 행했을 경우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수준’이어

야 하고 동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해야’ 한다는 일정한 요건에 의하여 제한되므로 영토국

에게 있어 ‘현저하게 과도한 부담’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인식(knowledge)

일반적인 상당주의 의무의 요건 중 ‘인식’(knowledge)의 존재는 동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주지하다시피 상당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는 타국의 권리에 반하는

행위에 자국의 영토가 사용되는 것을 ‘알고도’(knowingly)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

담한다.64)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알고도’의 해석 범위에 관한 것으로서 상당주의 원칙이 요

구하는 ‘인식’의 수준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범위는 ‘실제적(actual) 인식’과 ‘추정적

(constructive) 인식’의 경우로 나누어 상황적 개념상 구분할 수 있다.

실제적 인식의 경우, 즉 타국에 대한 적대적인 사이버 조작에 앞서 살펴본 자국의 통제가

미치는 사이버 기반시설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실제로 인식했을 경우에 동 원칙이 적용됨은

자명하다. 수사기관 및 CERT(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등이 이를 직접 감지

한 경우 또는 그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65)를 취득한 경우가 그러한 예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적 인식을 못 하였으나 정황상 그러한 행위의 발생을 ‘알 수 있었을’(should h

ave known) 경우, 즉 추정적 인식만을 한 경우가 ‘알고도’의 범위에 포섭이 되는지가 문제

가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와 같은 경우에도 방지의무를 포함하는 상당주의 의무가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66) ICJ도 이와 같은 입장의 내용을 확인한 바 있다.67)

추정적 인식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 즉 ‘알았어야’ 한다는 의미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해당 사실을 알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인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문제는 비교적 명확한 실제적 인식의 경우와 달리 추정적 인식의 경우에는 특히 사이버 맥

락에서 무엇이 ‘알았어야’ 하는 객관적인 상황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이버 맥락에서의 동 원칙 적용의 요건으로 ‘인식’ 여부는 제외시켜야 한다는 견해

가 있다. 대표적으로 Sklerov는 사이버 조작의 특성상 이를 면밀히 탐지하는 것이 상당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극도로 어렵고 상당한 의무의 부담이 되므로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적으로’(in general) 방지하는 조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

64) Tallinn Manual 2.0의 경우 1.0과 달리 상당주의 의무를 다루고 있는 규칙(Rule 6)에서 ‘knowingl
y’라는 단어가 삭제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주석에서 인식(knowledge)이 동 규칙 적용의 구성요소
라고 설명하고 있다. Tallinn Manual 2.0, Rule 6, para. 37; Robert Kolb, supra note 39, p. 12
4.

65) 이러한 정보는 대개 피해국 또는 피해예상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 Anders 
Henriksen, supra note 50, p. 334. 

66) Wolff Heintschel von Heinegg, “Territorial Sovereignty and Neutrality in Cyberspace”, 
International Law Studies, Vol. 89, 2013, p. 136; Eric Talbot Jensen, supra note 56, p. 76.

67) Corfu Channel case, supra note 10,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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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8)

하지만 이러한 견해에 대해 Heinegg는 보다 명확하게 추정적 인식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특정 사이버 공격이 정부의 배타적 통제 하에 있고 오직 비상업적

정부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사이버 기반시설에서 개시된 경우, 이러한 사실은 명확하게 해당

국가가 객관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는 추정적 인식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다.69) Tallinn Manual 1.0에서는 이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던 TM그룹도 Tallinn

Manual 2.0에서는 명확하게 Heinegg와 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다.70) 이와 더불어 대중적으

로 널리 알려진 맬웨어 및 취약점을 사용하거나 DDoS공격과 같이 대역폭의 현저한 증가를

동반하는 사이버 조작이 발생한 경우 이는 추정적 인식의 경우에 포함이 된다고 설명한

다.71)

이처럼 명백한 정부 통제 하의 사이버 기반시설의 사용 또는 대중적인 맬웨어 사용 및 일

반적으로 탐지가능한 사이버 조작의 경우만을 추정적 인식의 경우로 제한한다면 충분히 객

관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의무부과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적절한 조치의 범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이버 맥락에서 영토국은 상당주의 원칙에 따라 타국의 권리

에 반하고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사이버 조작이 자국의 영토에 위치하거나 통제범위 내의

사이버 기반시설을 통해 수행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해당 행위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합리성의 기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

야 할 소위 ‘방지의무’(the duty of prevention)의 이행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그렇다면 영

토국의 ‘적절한 조치’라는 것은 어떠한 수준과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앞서 살펴본 요건들을 충족하는 사이버 조작이 이미 개시된 경우 영토국은 해당 사이버

조작이 타국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기 전에 종료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72)

여기에서의 문제는 예방적 조치 의무가 이와 같은 적절한 조치 의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이

다. 문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수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73)과 사이버

맥락에서 발생가능한 모든 위법행위에 대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방어가 기술적으로 불가능

하지는 않더라도 실질적인 수행에 있어 극도로 어렵고 과도한 의무부담의 성격을 지닐 수

68) Matthew Sklerov, “Solving the Dilemma of State Responses to Cyberattacks: A 
Justification for the Use of Active Defenses Against States Which Neglect Their Duty to 
Prevent”, Military Law Review, Vol. 201, 2009, p. 71.

69) Wolff Heintschel von Heinegg, supra note 65, p. 137.
70) Tallinn Manual 2.0, Rule 6, paras. 39-40.
71) Ibid., para. 41.
72) Tallinn Manual 2.0, Rule 7.
73) Robin Geiß & Henning Lahmann, supra note 24, p. 655; Katharina Ziolkowski, “Gener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s Applicable in Cyberspace”, Katharina Ziolkowski(ed.), 
PeaceTime Regime for State Activities in Cyberspace-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Relations and Diplomacy, (Tallinn: NATO CCDCOE, 2013), p.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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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는 입장74)으로 나뉘어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75)

결국 이러한 논의는 각 견해들이 가지고 있는 지향점의 차이, 즉 ‘확실한 피해발생 방지’

라는 효율성 측면과 영토국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의무 부과’라는 합리성 측면의 대립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예방적 조치의 포함 여부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사이버 조작의 특성상 전방위적인 예방적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국가적

노력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현저하게 과도한 부담’일 것이다.

둘째, 만약 예방적 조치의 의무가 상당주의 의무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앞서 살펴본 인식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모순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실제로 발생하지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따르더라도 그 발생이 예견되지도 않는 사이버 조작에 대해서

는 실제적 인식 또는 추정적 인식 모두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인식’의 요건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76)

요컨대, ‘일반적 예방의 차원에서의 방지’ 다시 말해 전방위적인 방지의무는 상당주의 의

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아직 개시되지는 않았으

나 해당 사이버 조작이 실행되는데 있어 ‘중요한 단계’(material step)에 도달했고 합리적인

국가라면 그것이 수행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만한 경우에 한하여 상당주의 원칙이 적용된

다고 할 것이다.77)

3. 상당주의 의무의 불이행 여부 판단

1) 의무 불이행의 판단 시점

사이버 맥락에서 영토국은 목표국에게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사이버

조작에 자국의 영토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종료시키거나 일정한 방지적인 조치

를 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행하지 않는 ‘부작위’(ommission)라는 행위로서 상당주의 의

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78)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영토국이 관련

사실을 ‘인식’한 후 어떠한 시간적 제한 내에 조치를 취해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것인

가이다.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학자들의 견해 및 문헌은 발견되지 않는다. 하

지만 적절한 조치의 범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국가라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79)과 사이버 조작은 그 특성상 개시 시점

과 효과발생 시점의 시간적 간격이 좁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해당 조작에 대한 즉각적인

74) Tallinn Manual 2.0, Rule 7, para. 7.
75) Benedict Pirker, supra note 4, p. 208.
76) Tallinn Manual 2.0, Rule 7, para. 9.
77) Ibid., Rule 7, paras 3-4.
78) Ibid., Rule 6, para. 43.
79) Ibid., Rule 7, para.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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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가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

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영토국

이 관련 사실을 인식한 후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바로 그 시점이 동 의무

를 이행하지 않은 시점이라고 보는 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과발생과 의무 불이행 여부와의 관계

만약 영토국이 상당주의 원칙에 따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해당 조

작의 활성화(activation)가 실패함으로써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 영토국의

상당주의 원칙의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TM그룹은 목표국이 아

무런 실질적 피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동 원칙의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80) 하지만 국제법

상 통상적으로 특정 의무가 일정 행위를 요구하는 성격을 가진 경우 결과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그러한 행위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81) 이

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TM그룹의 판단은 이와 모순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법상 상당주의 의무가 행위의무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분류되고82) 영토국에게 ‘허용하

지 않아야’ 할 행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상기 TM그룹의 견해와 달리 인식 후에 즉각적으

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결과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동 원칙을 이행하지 않는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IV. 적용상의 한계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제3국을 통하거나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사

이버 공격의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현실성을 바탕으로

사이버 위협을 억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국제법적인 방편으로 영토국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로서 상당주의 원칙을 사이버 영역에 도입하여 적용하고자 하

는 국제사회의 논의와 연구가 계속 되고 있다. UNGGE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83) 이러

한 적용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널리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와 같은 시류에 따라 본고에서는 사이버 영역에 국제법상 상당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사안에

있어 그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제 적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해석의 기준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몇몇 중요한 한계점이 발견되며 이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로서 검

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80) Ibid., Rule 7, paras 27.
81)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서울: 삼영사, 2008), 327면.
82) Timo Koivurova, supra note 16, section 8.
83) UNGA, 2015 UNGGE Report, Art. 13(c), (f), (h),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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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구속력의 부재

앞서 살펴보았듯이 제4차 UNGGE 보고서는 Corfu Channel case의 판결에서 확립된 상당

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들의 의무가 사이버 공간상의 활동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과 그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긍정적인 시사점을 준다. 그러나 동시에 한계점을 보였다는 해석도 가

능하다. 그것은 동 원칙의 적용사안이 바로 국제법 파트가 아닌 규범 파트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다.84) 이 사실은 바로 사이버 영역에서의 상당주의 원칙에 ‘법적 구속력’이 명료하게

부여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대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85)

이에 대해 Tallinn Manual 2.0의 TM그룹은 UNGGE보고서가 상당주의 원칙의 존재를 부

인하고 있지 않으며 주권원칙에서 유래하는 국제법의 원칙들이 사이버 맥락에서 구속력이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주권원칙에서 파생된 동 원칙이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86) 하지만 국제협상의 산물이라는 태생적인 한계가 UNGGE보고서 내에

서 발견된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주권원칙에서 파생된 국제법 원칙이 구속력이 있다는 내

용은 국제법 파트 규정되어 있으나 (주권원칙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 동 원칙은 규범

파트에 규정되어 있다는 모순점이 바로 그것이다.

한편 TM그룹은 또 다른 근거로서 동 원칙이 국제법의 특정체계에서 특화되어 온 ‘일반원

칙’(general principle)임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법의 일반원칙’과 구별되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이러한 국제법의 일반원칙은 그 자체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

지고 있지 않으며 국제관습법상의 원칙으로 발전하게 될 경우 그러한 구속력을 가질 수 있

게 된다.87) 따라서 TM그룹의 동 원칙의 법적 구속력 존재의 주장의 근거로서 상당주의 원

칙이 국제법 일반원칙임을 드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 UNGGE보고서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UNGGE논의과정에서 발견되는 이와 같

은 한계점은 결국 사이버 영역에서의 상당주의 원칙이 국제관습법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

지고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관련된 충분한 국가관행과 법적 확신이 부재하다는 점을 보여주

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사이버 맥락에서 상당주의 원칙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아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힘들며88) 이는 다시 말해 동 원칙이 사이버 영역에서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89)

84) Ibid.
85) 물론 UNGGE 보고서상 국제법 파트에의 포함이 곧 법적 구속력의 부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

만 의장 초안에서는 국제법 파트였던 상당주의 원칙의 적용문제가 규범 파트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은 
동 원칙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 국가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것은 이
에 대한 국가관행 및 법적 확신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86) Tallinn Manual 2.0, Rule 6, para. 3.
87) 김영석,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 『법학논집』, 제12권 제2호 (2008), 114면.
88) Benedict Pirker, supra note 4, p. 209.
89) Eric Talbot Jensen, supra note 56,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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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의 냉정한 판단에 따를 경우 사이버 맥락에서의

상당주의 원칙은 여타 국제법 영역에서의 동 원칙과 달리 lex lata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

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만약 동 원칙이 사이버 맥락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법원칙임은

모든 국가들이 이해하고 동의하나 이와 같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고 국가들의 자발

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일종의 지도원칙(guiding principle) 정도의 수준에 머무른다면 실제로

상당주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영토국의 성실한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

라 의무 불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가 국가책임을 원용하여 영토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 내용과 요건의 불명확성

또 다른 한계점으로 사이버 영역에서의 상당주의 원칙의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필수적

인 내용과 요건의 해석이 아직 불명확한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일정한

의무 부과의 성격을 가진 상당주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의무범위의 문제와 직결되는 중핵

적인 문제일 수 있다. 동 사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 먼저 국제법상 상당주의 원칙이 가지는

법원칙으로서의 특징을 살펴보자.

본디 중립의무의 이행과 외국인의 대우에 관한 국가책임 설정을 위해 생성된 개념인 동

원칙은 이후 국제법 역사상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왔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

실은 해양법, 국제투자법, 국제환경법, 국제인권법 등 각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동 원칙은

엄밀히 말하자면 그 뿌리는 같으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적용에 있어서 별개의 원칙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각 분야에서의 상당주의 원칙들은 분명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해당 분야에서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신축적(flexible)인 내용과 적용

범위를 가지고 의무의 성격 및 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각 분야에서의 상당주의

원칙을 전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90)

따라서 새로운 영역인 사이버 영역에 동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은 별개의 사안으로서

새롭게 정립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요건을 정립하는 과정에 있어 학자들마다 각기

달리 각 국제법 분야에서의 상당주의 원칙에 따른 의무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그 근

거로 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상당주의 원칙의 개념 및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의무를 도출해내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 오직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Corfu Channel case의 판시내용에서 시작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 원칙의 내용

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그 특성상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합리

성의 기준’을 포함하는 등 신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일적인 이해를 형성하기

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사이버 공간과 사이버 활동이 가지는 새

90) 예컨대 국제환경법 영역에서의 상당주의 원칙에 따른 의무의 범위에 예방적 차원의 방지 조치가 포
함된다고 보지만 사이버 영역에서의 동 원칙에 따른 의무의 범위에는 논란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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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고 다양하며 독특한 특성이 이러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관련 문제는 상당주의 의무를 이행하고 준수하기 위

하여 영토국이 취해야 하는 적절한 조치의 범위가 해당 ‘국가의 역량’에 따라 그 수준이 결

정된다는 점이다.91) 이는 과학기술적으로 진보한 국가들에게 상대적으로 기술적 역량이 부

족한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의 상당주의 의무가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92) 물론 앞서 언

급한 ‘합리성’이라는 기준이 제시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수립이 어

렵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동 원칙 적용의 특성은 선진국들에게 의무이행의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실제로 사이버 영역에서의 상당주의 원칙의 적용을 반대하는 국가들의

핵심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이는 동 원칙이 국제관습법적 지위를 갖는데 필요한 국가관행

과 법적 확신의 형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결국 앞서 살펴본 법적구속력의 부재라는

문제점과도 연결된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이 내용과 요건의 불명확성은 실제 적용에 있어서 큰

한계로서 작용할 수 있다. 조약과 같이 성문화가 이루어진 국제규범도 종종 규범의 구성과

내용 측면에서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해당 규범의 비준수라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93)

하물며 사이버 영역에서의 상당주의 원칙은 아직 성문화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상태이고 현

재와 같이 동 영역에서의 내용과 요건이 확정이 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된다면 동 원칙에 따

른 의무이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 이러한 한계점은 궁극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의 상당주의 원칙이 그 적용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결국 실효성이 없는 원칙으로 전락될 가

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V. 결 론

국제법은 항상 진화해왔고 그러한 변화는 진행형이다.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국제법은

현 세기에서 국제사회는 사이버 영역이라는 새로운 도전과제를 국제법의 적용이라는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통해 규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본고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부로서

사이버 영역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이라는 큰 틀에서 ‘상당주의 원칙’ 적용을 논의의 대상으

로 삼았다. 주지하다시피 사이버 공간 및 사이버 공간상의 행위의 특성상 대다수의 사이버

조작이 제3국을 통해 이루어지며 국가와 무관한 비국가행위자들에 의한 그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북한·중국의 3국간의 관계에서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의 대부분이 중국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동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는 국제법상 상당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사이버 영역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하지만 그 과

91) ILA First Report, supra note 17, p. 31; Benedict Pirker, supra note 4, p. 208. 
92) Eric Talbot Jensen, supra note 56, p. 84.
93) 박진아, 『국제법상 전염병 통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11, 1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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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러한 적용문제와 관련하여 한계점들 또한 발견되었다. 국제

법상 상당주의 원칙이 사이버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은 분명하고 이러한 사실은

학계를 비롯한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국제사회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

칙 적용의 당위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한계점들로 인해 상당주의 의무가 사이버

영역에서 그 역할을 하는데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꼭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간략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상당주의 원칙이 가지

는 규범적 가치 측면, 즉 법적 구속력의 명확한 부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국제

관습법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우선적으로 지역차원에서의 다수

의 사이버 관련 조약에서 지속적인 수용을 통해 이를 이룰 수도 있을 것이다.94) 실제로 단

기적으로는 국제관습법으로서 지위를 획득하기에는 불충분할지라도 이를 통해 의무 부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가들에게 행위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궁극적으

로 국가관행의 축적과 법적 확신의 형성에 있어서 그리고 이를 통해 사이버 영역에서의 상

당주의 원칙이 국제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데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내용 및 요건의 불명확성 문제, 즉 의무의 범위와 같은 적용의 기준 마련도 이와 같은

성문화 작업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구체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이버 영역에서 상당주의 원칙의 적용가능 여부는 사이버 위협의

억제라는 국제사회의 공통 이익 또는 이를 통한 피해로부터의 각 개별국가의 권익 보호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동 영역에서 국제법상 상당주의 원칙이 갖는 의미를 지속적으

로 환기시키고 이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94) 국제환경법 분야에서 사전주의 원칙이 가지는 규범적 가치 내지 지위 또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형성이 되었다. 최영진, “국제환경법상 사전주의원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제51권 제
1호, (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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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legal scholars have for long sought ways to induce treaty compliance among states. The main 

challenge lies in that states are often reluctant to negotiate treaties that build in strong sanctions, but at the same 

time, there is the need for sufficient teeth to drive states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norms. As a way to 

counterbalance these interests, the Chayeses introduced in their book ‘New Sovereignty’ that management can be 

an effective way in inducing state compliance by not placing sanctions on governments, but rather guiding states 

through a continuous interactive process that involves justification, discourse and persuasion.1In other words, 

management takes a cooperative, problem-solving approach rather than relying on coercive mechanisms for 

enforcement.  It aims to help states comply with international norms by increasing transparency in the system and 

enhancing state capacity through continuous strategic interaction for exchange of information and expertise among 

various multiple stakeholders including nonstate actors. According to the Chayeses, states are induced to comply 

under this process because states have a propensity to comply through participation of international regimes that 

are based on a “tightly woven fabric of international agreements,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that shape relations 

with one another”.2 The Chayeses describe this web of international ties as a new form of sovereignty in which a 

state can no longer act as an independent unit, but must cooperate with other states in order to achieve its own 

objectives. States in general have been favorable to this management approach as it has been widely adopted in 

various international regimes, including the environment, the nuclear-test-ban treaty and in the anti-corruption 

regime. Despite its broad usage, however, there has been lack of empirical research in terms of whether these 

processes have in fact been effective in inducing states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norms. Some scholars have 

assessed compliance efforts in the environmental regime and the general impact of the anti-corruption regime on 

states, but there has not been an empirical assessment on the extent and ways in which such management tools 

have been able to influence states’ domestic laws and policies for compliance.3  

1  See generally ABRAM CHAYES & ANTONIA HANDLER CHAYES, THE NEW SOVEREIGNTY 25-28 (1998)  
(explaining that a horizontal process of management can induce compliance); See also Abram Chayes and 
Antonia Handler Chayes, Compliance Without Enforcement: State Behavior Under Regulatory Treaties, 7 
NEGOTIATION J. 311 (1991); Abram Chayes and Antonia Handler Chayes, From Law Enforcement to 
Dispute Settlement: A New Approach to Arms Control Verification and Compliance, 4 INT’L. SECURITY 147 
(1990).  

2  CHAYES AND CHAYES, NEW SOVEREIGNTY, supra note 1 at 26; See also Wolfgang Reinecke, Global  
Public Policy, FOREIGN AFF, Nov./Dec. 1997, at 127-138 (explaining that globalization, unlike interdependence, 
penetrates the deep structure and strategic behavior of corporations and other actor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3  See Kenneth W. Abbott and Duncan Snidal, Values and Interests: International Legalization in the Fight Agai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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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attempts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management process based 

on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sessment. It will specifically focus on the 1999 OECD Convention on 

Combat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hereinafter “OECD Anti-

Bribery Convention”) since it has developed one of the most sophisticated tools of management, identified as the 

gold-standard of monitoring b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such as Transparency International. 4  The 

Convention was adopted in 1999 under the initiative of the U.S. to combat foreign bribery and 43 member states, 

including OECD and non-OECD countries, are taking part in a rigorous peer-review monitoring system that is 

carried out under the OECD Working Group on Foreign Bribery. The management process is implemented 

through various phases to determine whether their legislation and enforcement capacities are in compliance with 

the Convention for effectiv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foreign bribery. Based on reports submitted by 

governments and on-site visits with relevant actors, including business representatives and civil society groups, the 

Working Group provides specific recommendations to each individual state which are continuously followed-up 

in the peer review process and published on their website. All of this data from 2000 until 2015 was analyzed to 

assess the general performance of states by numerically coding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the specific 

recommendations for each state. The quantitative assessment is further supported by a qualitative assessment of 

two countries, the United Kingdom and the Republic of Korea to determine how management tools have 

influenced these specific states and examine the factors which have enabled such change. The United Kingdom 

adopted the UK Bribery Act in 2010 while the Republic of Korea began to sanction companies for foreign bribery, 

providing a useful assessment in examining the role of the OECD Working Group in the monitoring process. 

Qualitative evidence is based on official report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governments, and interviews of 

independent experts and practitioners in the field. The hypothesis of this assessment is that management can 

influence states to take greater domestic legal action against businesses for foreign bribery.   

 Ultimately, by providing insight into the effectiveness of these management tools, this assessment can not 

only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the management process under the anti-corruption regime, but it can also 

provide important lessons for management in other international regimes, particularly for regulating transnational 

business activity. For example, in the area of business and human rights, there are discussions for adoption of a 

new treaty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and some of the management tools used in the foreign bribery regime 

could be utilized in the business and human rights context.5 More specifically, foreign bribery management tools 

Corruption, 31 J. LEGAL. STUD. S141 (2002) (explaining how values and interests have led to the global anti-
corruption movement); Rachel Brewster,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forcement of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15 CJIL 84 (2014) (examining member state’s efforts to enforce its own national legislation 
prohibiting foreign corruption within its territory and with regards to its nationals doing business abroad); See 
CECILY ROSE,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NORMS, THEIR CREATION AND INFLUENCE ON 
DOMESTIC LEGAL SYSTEMS (2015). 

4 OECD, Country Monitoring of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http://www.oecd.org/corruption/countrymonitoringoftheoecdanti-briberyconvention.htm (last visited Jan. 
19, 2018). 

5  For discussions on adoption of a new treaty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see U.N. Human Rights Council, 
Elaboration of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with 
respect to human rights, para. 1, Res. A/HRC/RES/26 /9 (Jul. 14, 2014) (directing the UN “to establish an open-
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with 
respect to human rights; whose mandate shall be to elaborate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to 
regulate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activitie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122-

http://www.oecd.org/corruption/countrymonitoringoftheoecdanti-briberyconvention.htm


can provide valuable insight for enhancing detection, investigation and enforcement of company due diligence 

measures. Similar lessons could be provided in the area of environment, particularly with the recent adoption of 

the Paris Climate agreement. As such, the last part will conclude with an analysis of conditions in which 

management processes can work most effectively as way to enhance compliance among states.  

 

A. Chayeses’ Managerial Theory 

 
The Chayeses’ managerial theory is based on a new concept of sovereignty, explaining that sovereignty is no 

longer a state’s capacity to act as an independent unit or a governmental autonomy, but rather a new form of 

sovereignty in which the state is connected to the rest of the world, maintaining its status or membership within 

the international system.6 This status or membership of a state is based on consent of the state to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regimes, providing room for institutions to intervene in states’ domestic affairs.7 As states submit to 

these international regimes, the Chayeses argue that states have a propensity to comply due to efficiency, national 

interest and regime norms.8 The management approach enhances efficiency becaus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norms provides a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for states, and reduces transactional costs because there is no need 

to recalculate the costs and benefits of a decision.9 Moreover, compliance can serve the interests of participating 

states because treaties are consent-based instruments.10 Lastly, the authors argue that regime norms induce state 

compliance because initial compliance is motivated by a normative consensus on an issue area.11 

Yet, the Chayeses explain that there are circumstances when states do not comply due to ambiguity of treaty 

language, limitations on the capacity of parties to implement the treaty, and time lag between a state’s undertaking 

and its performance.12 As a way to address these sources of non-compliance, the Chayeses argue that the interactive 

process of justification, discourse and persuasion can induce states to eventually submit to the pressures of 

international regulations.13 The Chayeses, in particular, emphasize that institutions need to play an “active role in 

modifying preferences, generating new options, persuading the parties to move toward increasing compliance with 

enterprises”). 
6  CHAYES AND CHAYES, NEW SOVEREIGNTY, supra note 1, at 26-27 (“status- the vindication of the state’s 

existence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system”).  
7  Id, at 230 (“[I]n the last analysis, the ability of a state to remain participant in the international policy-making 

process- and thus its status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 depends in some degree on its 
demonstrated willingness to accept and engage the regime’s compliance procedures”); See also Anne-Marie 
Slaughter, Sovereignty and Power in a Networked World Order, 40 STAN. J. INT’L. L. 283, 285 (2004) (referring to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on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to 
describe this newly defined sovereignty, in which a state accepts the authority of institutions to intervene in 
their own domestic affairs if it fails to protect its own people).  

8  Id, at 3-9.  
9  Id, at 4.  
10  Id (Treaty reflects the interests of states, since this is a consensual instrument. Also, treaties are accepted and 

obeyed due to shared norms of law abidance).   
11  Id, at 8 (“the existence of legal obligation, for most actors in most situations, translates into a presumption of 

compliance, in the absence of strong countervailing circumstances”).   
12  Id, at 9-17.    
13  Id, at 25- 28; See also ROBERT D. PUTNAM,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183 (1993) (finding that “the sanction for violating the norm is not penal, but the exclusion from the 
network of solidarity and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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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me norms, and guiding the evolution of the normative structure in the direction in the overall objectives of the 

regime.”14 More specifically, international institutions can persuade states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norms 

through essential tools of management, including transparency, norms and strategic interaction, reporting and data 

collection, and verification and monitoring.15 This is not a vertical legal process in which norms are imposed on 

states. Rather, it is a horizontal legal process in which continuous interaction among states can realign domestic 

priorities and agendas through more transparency,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and capacity building, and thus 

improve compliance over time.16 The Chayeses particularly emphasize transparency as an important factor in 

changing the behavior of states, as this facilitates coordination among independent actors and provides reassurance 

that they are acting in accordance with other participants in the regime. 17  To enhance transparency, the 

management process also includes discourse among multiple stakeholders, including civil society groups.   

Some realists and constructivists have pointed out some of the limits of the managerial approach. For example, 

rationalists argue that the model is only useful when it concerns coordination games.18 On the other hand, Koh, a 

major proponent of transnational legal process, argues that the model does not explain how norms are actually 

internalized into the state.19 Nonetheless, in contrast to such alternative theories, the Chayeses’ theory can be 

particularly useful in international regimes concerning transnational business activity since coordination and 

capacity building is key for addressing the technical and legal complexities surrounding regulation of corporations. 

As it will be further discussed in the next section,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specifically aims to regulate 

such transnational business activity in order to enhance coordination for detection, investigation of companies that 

are allegedly involved in foreign bribery. In this aspect, an assessment of the management process of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can provide valuable insight on ways to enhance coordination among states and build 

individual capacity of states for greater state compliance.  

 

 

14  CHAYES AND CHAYES, NEW SOVEREIGNTY, supra note 1, at 229.  
15  Id, at 112-196.  
16  Id, at 22 -28.  
17  Id, at 135 (“It provides reassurance that they are not being taken advantage of when their compliance with the 

norms is contingent on similar action by other (or enough other) participants in the regime”).  
18  Andrew Guzman, A Compliance Based Theory of International Law, 90 CAL. L. REV. 1823, 1830-1833 (2002), at 4; 

See also ANDREW T.  GUZMAN, HOW INTERNATIONAL LAW WORKS: A RATIONAL CHOICE THEORY 17 (2008); 
KENNETH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1979); Jack L. Goldsmith & Eric A. Posner, Moral 
and Legal Rhetoric in International Relations: A Rational Choice Perspective, 31 J. LEGAL. STUD. 115 (2002).  

19  Harold Hongju Koh, Book Review: The New Sovereignty (1997), Faculty Scholarship Series, Paper 2098 (arguing 
that “it says nothing about the means – for example, judicial incorporation, legislative embodiment, or 
executive acceptance – by which a complying state will signal its internal acceptance of the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 According to Koh, norms are internalized through a process of repeated 
“interactions” characterized by ongoing interpretation, which over time result in their being incorporated into 
the domestic legal system. See Harold Hongju Koh, Why Do Nations Obey International Law? 106 YALE. L. J. 
2599 (1997); See also Harold Hongju Koh, Harold Hongju Koh, Transnational Legal Process, 75 NEB. L. REV. 181 
(1996); Harold Hongju Koh, The 1998 Frankel Lecture: Bringing International Law Home, 35 HOUS. L. REV. 623 
(1998); Harold Hongju Koh, How i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Enforced?, 74 IND. L. J. 1397, 1407 (1998) 
(“True compliance is not so much the result of externally imposed sanctions.. as internally felt n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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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ssessment of Management in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entered into force in 1999, and 35 OECD member countries, and 8 

non-member countries including Argentina, Brazil, Bulgaria, Colombia, Russia and South Africa, have adopted this 

Convention. Monitoring is carried out by the OECD Working Group on Bribery through a rigorous peer-review 

system based on Article 12 of the Convention.20 The monitoring system also contains many of the key management 

tools proposed by the Chayeses, which include norms and strategic interaction, reporting, data collection, 

verification and monitoring, to increase transparency and enhance capacity of states for effective compliance. The 

next section will explain the key features of the management approach outlined in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in more detail.  

 

1. Key Features of Management in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Unlike the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which has adopted an implementation review system for 

177 member states, the OECD has been able to adopt a more rigorous monitoring mechanism that specifically 

focuses on 43 member countries, including the 8 non-member countries that are parties to the Convention.21 The 

key feature of the management process is the peer review system, which enables independent monitoring and 

production of credible and reliable data.22 In order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each state, two countries are 

chosen to lead the peer review supported by a team from the OECD Secretariat.23 The Working Group conducts 

assessment based on responses to questionnaires submitted by states, independent research and through on-site 

visits in consultation with government officials, law enforcement officials, independent experts, representatives 

from the private sector, and the civil society.24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is a key part of the monitoring 

20  OECD Anti-Bribery Convention, art. 12  (“The Parties shall co-operate in carrying out a programme of 
systematic follow-up to monitor and promote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is Convention. Unless otherwise 
decided by consensus of the Parties, this shall be done in the framework of the OECD Working Group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nd according to its terms of reference, or within the 
framework and terms of reference of any successor to its functions, and Parties shall bear the costs of the 
programme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applicable to that body.” 

21  See also CECILY ROSE,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NORMS, THEIR CREATION AND INFLUENCE ON 
DOMESTIC LEGAL SYSTEMS 97-132 (2015) (explaining that participation in the implementation review system 
under the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is non-mandatory and many of the provisions under the review 
system are vague).  

22 See OECD, the concept of ‘peer pressure’, 
http://www.oecd.org/site/peerreview/peerpressurearelatedconcept.htm (last visited Jan. 19, 2018) 
(explaining that this form of peer pressure is not conducted through legally binding acts as sanctions or 
other enforcement mechanisms, but is instead a means of soft persuasion to stimulate states to change).  

23  THE OECD CONVENTION ON BRIBERY: A COMMENTARY 2.1 (Mark Pieth, Lucinda A. Low, Nicola 
Bonucci eds., 2014).  

24  Id, at Chapter 2 (The first stage is the preparatory stage, in which the evaluated country fills out a detailed 
questionnaire. Once the lead examiners are selected, a more specialized follow-up questionnaire and on-site 
visit is followed in phases two and three. In all procedures, the draft report is prepared by the Secretariat in 
consultation with lead examiners and the country examined. Once the draft report is completed, hearings 
begin, which consist of informal consultations between examiners, representatives of the country examined 
and the Secretariat in order to clarify any misunderstandings and minimize disagreement. There are a total of 
two hearings; in the second hearing, the country examined is entitled to include a dissenting opinion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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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ensuring that all opinions are heard by the examiners.25 Apart from these on-site visits, the OECD 

Working Group also has a procedure called the ”Tour de Table,” which is conducted four times a year.26 This 

procedure allows states parties to report on their legislative processes and raise questions to each country about 

foreign bribery cases reported to the public.27 States are required to report on the status of each case, and respond 

to questions on how they have handled them.28 The status of these cases is recorded and updated through a form 

of comments called the ‘Matrix.’29 In addition, in the ‘Tour de Table,’ the Working Group addresses specific topics 

related to enforcement as prosecutors from each country respond to questions provided by their peers.30 This latter 

set of discussions is confidential, but the material is used in the evaluations.  

A second key feature of this monitoring process is that it is conducted in two levels throughout three 

different phases: a legislative process to ensure that states have adequate legislation in place, and an enforcement 

process to ensure that they are properly equipped with the necessary knowledge and capacity to enforce the law. 

In the legislative process, the Working Group on Bribery can make recommendations to amend the scope of 

application for certain legislation.31 In the enforcement process, various elements are assessed. For example, states 

are at times required to respond to queries on the number of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s commenced each 

year, or other discontinued investigations and the reasons for discontinuing them. Further assessments are made 

as to whether state authorities have created institutional mechanisms to generate awareness of the laws, or 

developed early warning indicators for government agencies and companies.32 States will also evaluate whether 

there is intra-state cooperation among different agencies including home-country embassies, development 

assistance agencies, foreign and trade ministries, and export finance institutions between host and home 

governments.33  

text. After the written text is completed, based on approval of the country, it is published on the OECD 
website).  

25 THE OECD CONVENTION ON BRIBERY: A COMMENTARY, supra note 23, at 2.2 (“the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play an essential role in the procedures of the Working Group on Bribery. Whereas, in Phase 1, their 
contributions are introduced in writing and distributed to the Working Group on Bribery as ‘room 
documents’, an elaborate system of hearings during the on-site visits allows all opinions to be heard by the 
examiners”).  

26  Id.  
27  Id.  
28  Id.  
29  Id.  
30  Id.  
31  For example, the UN Working Group on Bribery often recommends that states expand the scope of their 

laws on foreign bribery to include third parties. Other recommendations include enactment and 
amendments of laws regarding whistleblower protection, obligation of public officials and employees of 
development agencies to report to prosecution authorities, inclusion of liability of legal persons for foreign 
bribery, increasing sanctions on corporations that are effective, proportionate and dissuasive, adopting 
nationality jurisdiction for bribery of foreign officials to reach extraterritorial activities, and other policies for 
prosecutorial discretion, to ensure that parties are not influenced by considerations of national economic 
and political interests. 

32 THE OECD CONVENTION ON BRIBERY: A COMMENTARY, supra note 23, at 2.2 
33  Based on these assessments, the OECD Working Group often makes recommendations to raise awareness 

and training for prosecutors and judges regarding the importance of placing sanctions on corporations, and 
to adopt guidelines to strengthen intelligence gathering capacity among inter-governmental agencies. The 
Working Group also ensures that states are allocating adequate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increasing 
mutual legal assistance with other states, and encouraging companies to introduce codes of conduct and 
compliance programs. States are further recommended to incorporate guidelines on public procuremen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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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rdly, there is regular follow-up after each phase to assess whether each state has in practice implemented 

the specific recommendations provided by the Working Group. The state is required to report to the OECD 

Working Group after evaluation of each phase, to discuss whether it has followed up on the individual 

recommendations and the reasons for not implementing the recommendations, if they have not done so. It is first 

required to present orally a year after the recommendation, and subsequently required to submit a written report 

on its implementation status two to three years later.34 The OECD Working Group on Bribery then produces a 

follow-up report on each phase for each individual country, and concludes whether there has been full 

implementation, partial implementation or no implementation for each specific recommendation. These reports 

are posted on the OECD website for the public to access.35 Although the evaluated country is not likely to block 

the decision of the Working Group since it does not have the right to veto, it is given ample time to represent its 

case and introduce a dissenting opinion if they find it necessary.36 Publishing these reports serves to impose peer 

pressure on states, which can be intensified through involvement of the media and public scrutiny.37  

 Lastly, the OECD may take extraordinary measures to make the peer process more effective.38 If the 

Working Group on Bribery determines that implementation remains insufficient, along with additional written 

reports and oral presentations, it may request a second on-site visit, which is referred to as Phase 2bis or 3bis.39 As 

a way to intensify pressure on states, the Working Group on Bribery is even entitled to send official letters to 

governments, Ministers, Prime Ministers or Presidents, as well as high-level political missions to state parties.40 

They may at times issue formal public statements and press releases for ‘continued failure to adequately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41 The OECD has gone so far as to threaten the United Kingdom in Phase 2bis in 2008 of 

a trade sanction to speed up the legislative process.42  

 Overall, these features all include the elements originally proposed by the Chayeses in their managerial 

debar companies and individuals involved in illicit conduct, as well as provide statistical information on the 
number of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s commenced each year. 

34 THE OECD CONVENTION ON BRIBERY: A COMMENTARY, supra note 23, at 2.2.  
35  Id.  
36  Id (The country may find an ally, and the consensus of the Group may be blocked and text modified, but 

this is unlikely because states often do not find it in their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 to give a particular 
participant preferential treatment).  

37  OECD , the concept of ‘peer pressure’, 
http://www.oecd.org/site/peerreview/peerpressurearelatedconcept.htm (last visited Jan. 19, 2018) (peer 
pressure is particularly effective when it is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and the press is actively engaged in 
the story).  

38 THE OECD CONVENTION ON BRIBERY: A COMMENTARY, supra note 23, at 3.2. 
39  Id.  
40  Id.  
41  Id; For example, the OECD expressed serious concern to France and Spain regarding their lack of foreign 

bribery convictions, see Press Release, OECD, OECD seriously concerned at lack of foreign bribery 
convictions in France, but recognizes recent efforts to ensure independence of prosecutors (Oct. 23, 2012), 
available at 
http://www.oecd.org/corruption/oecdseriouslyconcernedatlackofforeignbriberyconvictionsinfrancebutreco
gnisesrecenteffortstoensureindependenceofprosecutors.htm; See also Press Release, OECD, OECD seriously 
concerned by absence of foreign bribery convictions in Spain (Jan. 8, 2013), available at 
http://www.oecd.org/daf/anti-
bribery/oecdseriouslyconcernedbyabsenceofforeignbriberyconvictionsinspain.htm.  

42  Id; See OECD United Kingdom: Phase 2bis (2008), http://www.oecd.org/daf/anti-bribery/anti-
briberyconvention/4151507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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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 The monitoring process has provided a transparent information system and a managerial response system. 

Provision of transparent information and data has the effect of reassuring states through reliable knowledge about 

respective compliance level, thus deterring a state from contemplating a violation due to fear of discovery of these 

violations. The managerial response system, on the other hand, is a process of continuous discourse in which states 

are continuously assessed and evaluated on their individual performance to determine whether there can be further 

improvement. This process enables states to build their capacity and awareness of relevant issues in order to 

effectively implement the Convention. The next part will present how the assessment was conducted and its 

findings.  

 

2. Scope and Methodology of Analysis  

 

The main purpose of the assessment is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management process by analyzing 

the compliance level of states. Compliance level can be measured by evaluating whether individual states actually 

took steps to follow up on the specific recommendations provided by the OECD Working Group on Bribery. The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analysis of reports produced by the OECD Working Group on Foreign Bribery 

from 2000 until 2015. It specifically examines states’ follow-up measures to recommendations provided in Phase 

2 and Phase 3, which both include the legislative and enforcement process.43 Phase 2 reviews the legislative and 

practical implementation and the efficacy of the institutional framework that was examined in Phase 1, while Phase 

3 focuses on enforcement and other cross-cutting issues concerning foreign bribery.44 Countries which did not 

take part in phase 3 before 2015 were not included in the study. 

During the follow-up process of Phase 2 and 3, the OECD Working Group on Bribery determines whether 

the state in question has fully implemented the recommendation, partially implemented the recommendation, or 

made no implementation at all. In some cases, it may determine that the matter is still under consideration. Based 

on these decisions made by the Working Group, in order to conduct a quantitative assessment, these 

determinations are numerically coded by the author: “1” if the state has fully implemented the recommendation; 

“0.5” if it has partially implemented the recommendation; “0.25” if the implementation status is still under 

consideration; and “0” if the recommendation has not been implemented at all. These numbers are added, and a 

percentage provided based on the total number of recommendations of each state. To ensure the most 

comprehensive picture possible, information was cross-checked across all data to maximize accuracy and detail. 

The independent variable was the individual recommendations, and the dependent variable was the follow-up 

status of each state. 

Such a quantitative approach to analyzing the reports of 23 countries can provide broad coverage of the general 

performance of OECD member states in response to the management process under the Convention. However, 

43  Phase 3 is not limited to recommendations on enforcement, but further includes general recommendations 
provided in 2009 and other outstanding recommendations from Phase 2.  

44  See OECD, Fighting the crime of Foreign Bribery, The Anti-Bribery Convention and the OECD Working 
Group on Bribery 6 (2017), http://www.oecd.org/daf/anti-bribery/Fighting-the-crime-of-foreign-
briber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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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certain limitations. The quantitative assessment may not necessarily prove causation because there may 

be other factors which contributed to implementation of the specific recommendations. Other factors such as 

changes in the domestic economy or changes in regulation of corporations may have affected compliance. Broad 

enforcement of the 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may also have been a factor in influencing the 

behavior of states. Nevertheless, as these were designed to accommodate the domestic circumstances of each state, 

the recommendations significantly reduce such risks. Moreover, the qualitative assessment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s more support for the causal relationship that exists between the OECD 

recommendations and implementation status of each country.  

 

3. Findings  

 

Figure 1 in the next page presents an overview of the follow-up status for each state. It shows that in 

general, states have taken more action to follow up on recommendations in Phase 2 with an average rating of 62%, 

while they have taken less action in Phase 3 with an average rating of 56%. These ratings are produced by adding 

all the follow-up ratings of each individual country that participated in Phase 2 and Phase 3 of the monitoring 

process as shown in Figure 1, and a percentage provided based on total number of participating countries. The 

follow-up rating of each individual country is based on a percentage of individual recommendations implemented 

for each phase. These findings are consistent with the enforcement data produced by the OECD in 2013 since 

countries that have some of the highest enforcement ratings in figure 1 have actually placed sanctions on 

corporations for foreign bribery.45 This 2013 report shows that Belgium, Canada, Germany, Italy, Japan, Korea, 

Norway,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were the only countries that placed sanctions on legal persons for 

foreign bribery.46  

 

Figure 1: Follow-Up Rating for Each State 

 Phase 2  Phase 3 
United States of America* 63% 80% 

Japan* 78% 56% 
Germany* 56% 56% 

United Kingdom* 63% 67% 
France* 96% 38% 

Italy* 44% 48% 

Canada* 48% 65% 
Australia* 73% 62% 

Republic of Korea* 61% 75% 
Spain* 30% 26% 

45  See OECD, Working Group on Bribery: 2013 Data on Enforcement of the Anti-Bribery Convention, 
http://www.oecd.org/daf/anti-bribery/Working-Group-on-Bribery-Enforcement-Data-2013.pdf (based on 
Foreign Bribery Cases from 1999 to December 2013). 

46 Id; See also Transparency International, Exporting Corruption, Progress Report 2015: Assessing Enforcement of the 
OECD Convention on Combatting Foreign Bribery 6 (2015), http://www.ti-
austria.at/uploads/media/Exporting_Corruption_Progress_Report_2015_EN_01.pdf  (22 of the 41 OECD 
Anti-Bribery Convention countries have failed to prosecute any foreign bribery case since they joined the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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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xico* 66% 41% 

Netherlands*  78% 64% 
Switzerland* 60% 68% 

Sweden* 66% 77% 
Norway* 100% 75% 

Denmark* 27% 75% 
Finland* 61% 32% 

Czech Republic  64% 48% 
Hungary 50% 50% 

Slovak Republic 78% 67% 

Luxembourg 50% 48% 
Bulgaria 65% 40% 
Iceland 39% 20% 

 

*Countries in the top 25 of GDP Ranking Table (World Bank, 2014)47 – Listed according to their GDP ranking  

 It can be further observed in figure 1 that countries in the top 25 GDP ranking tend to have a higher 

enforcement rating on average. Australia, Canada, Germany, Japan, Republic of Korea, Netherlands Sweden, 

Switzerland,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all have ratings above 55%. However, there are exceptions. 

For instance, France, Italy, Mexico, Spain, and Finland have lower follow-up ratings relative to their economic size. 

In these countries, other political and legal factors may have reduced the willingness and capability to carry out the 

individual recommendations for enforcement. In the case of France, the OECD expressed serious concerns over 

its implementation of the Anti-Bribery Convention in 2014, stating notably that public prosecutors were not given 

statutory guarantees to exercise their functions without undue political influence.48 As for Spain, Mexico, Italy, and 

Finland, they were unable to follow up to many of the recommendations due to lack of legal reform or deficiencies 

in the Penal Code.49 

While some may be critical of the work of the OECD management system because more than half of the 

states parties have not sanctioned corporations for foreign bribery based on the OECD enforcement data, figure 

1 does illustrate that states have been making incremental changes to enhance their capabilities, particularly in the 

legislative process. Such changes are more visible in figures 2 and 3, which categorize the areas in which states have 

47  World Bank, Gross Domestic Product Ranking Table 2014, http://data.worldbank.org/data-catalog/GDP-
ranking-table (last updated Dec. 29, 2015).  

48  Press Release, OECD, Statement of the OECD Working Group on Bribery on France’s Implementation of 
the Anti-Bribery Convention, available at http://www.oecd.org/newsroom/statement-of-the-oecd-working-
group-on-bribery-on-france-s-implementation-of-the-anti-bribery-convention.htm (last updated Oct.23, 
2014) (“French authorities committed, through a statement by their Minister of Justice, to adopt other 
measures, including decisive changes to their criminal policy. However, reforms which would have given 
public prosecutors the necessary statutory guarantees to exercise their functions without undue political 
influence which is required for the proper administration of justice, did not materialize”).  

49  See OECD Phase 3 Follow-Up Report, Spain (Mar. 2015), at 4-5 (“A majority of the recommendations that 
Spain has not implemented are related to deficiencies in Spain’s Penal Code”); OECD Phase 3 Follow-Up 
Report, Mexico (Jun. 2014), at 3-5 (legislation on foreign bribery offence was not enacted); OECD Phase 3 
Follow-Up Report, Finland (Jan. 2013), at 3 (“Of particular concern is the lack of action by Finland to make 
the necessary legislative amendments”); See OECD Phase 3 Follow-Up Report, Italy (May, 2014), at 4-5; See 
also Press Release, OECD, In support of its active enforcement efforts, Italy should urgently extend the time 
frame for prosecuting foreign bribery (2012), available at http://www.oecd.org/daf/anti-
bribery/insupportofitsactiveenforcementeffortsitalyshouldurgentlyextendtimeframeforprosecutingforeignbri
bery.htm (last visited Oct. 1, 2015) (reporting that existing limits to the statute of limitations is the primary 
reason that significant enforcement efforts have led to only limited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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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ed up to each individual recommendation. The numbers in figures 2 and 3 refer to the sum of individual 

recommendations provided to all countries evaluated, categorizing them into different areas in which the 

recommendations were given, as distinguished under the OECD country reports. The sum of these individual 

recommendations are further divided into whether there was full implementation (“F”), partial implementation 

(“P”), implementation under consideration (“C”), or no implementation (“N”). For example, in phase 2, under the 

category of awareness-raising, 27 recommendations were fully complied, 29 recommendations were partially 

complied, and only 4 recommendations were not compli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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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s 2 and 3 show that in both Phase 2 and Phase 3, states have made their greatest efforts to enhance 

detection, reporting, and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capabilities for preventing foreign bribery, and to raise 

awareness on domestic foreign bribery laws. Most of the recommendations are also related to these areas. More 

specifically, in Phase 2, a total of 129 recommendations were provided to states in the area of detection, reporting, 

investigation, prosecutions and prevention and 77% of these recommendations were fully or partially implemented. 

Similarly, in Phase 3, 75% of the recommendations were fully or partially complied with in the same category. 

Compliance level for awareness-raising in Phase 2 is high since 93% of the recommendations had been fully or 

partially complied with. There is also relatively high level of compliance for recommendations regarding measures 

to enhance detection through taxation, accounting, auditing and money laundering since 78% of the 

recommendations in Phase 2, and 73% of the recommendations in Phase 3 had been fully or partially implemented. 

For recommendations regarding prosecution and enforcement, which primarily aim to ensure that prosecution and 

enforcement is effective, about 80% of the recommendations were fully or partially implemented.  

However, it is surprising to note that there have been fewer follow-up measures for recommendations 

regarding liability of legal persons and sanctions on corporations – one of the key elements of the Convention. 

This applies to both Phase 2 and Phase 3 of the monitoring process. More specifically, for liability of legal persons 

in Phase 2, a total of 15 recommendations had been provided and only 33% of these recommendations had been 

fully or partially implemented. In Phase 3 for liability of legal persons, 52% of the recommendations had been fully 

or partially implemented.  On the other hand, for sanctions and confiscations, about half of the recommendations 

were not implemented in the enforcement process.  

A representative from the OECD Anti-Corruption Division suggested in an interview that there are 

certain challenges in enforcing liability of legal persons due to the fact that corporate criminal responsibility is still 

a new concept in many countries.50 For example, during Phase 3, the Working Group found that the Slovak 

Republic “does not know the concept of criminal liability of legal persons”.51 It is also difficult to detect the actual 

crime as it often involves complex corporate structures that concern multiple jurisdictions, requiring more 

resources and training for enforcement. 52  As a result, many states confront challenges in legislation and 

enforcement on liability of legal persons and placing sanctions on corporations.  

Despite such challenges, the management process influenced all 43 states parties to the OECD Anti-

Bribery Convention to adopt a provision on liability of legal persons for foreign bribery, and this new legal 

framework in turn has increased pressure on companies to enhance their compliance measures in their global 

operations.53  All states parties also now have laws in place to reach extraterritorial activities of companies based 

on the nationality principle.54 Moreover, with regard to recommendations on liability of legal persons, certain 

50  Telephone Interview with representative from the OECD, Anti-Corruption Division (Sept. 24, 2015) (“The 
views expressed are personal and do not necessarily represent those of the OECD or of Parties to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51  OECD Phase 3 Report, Slovak Republic (Jun. 2012), at 16. 
52  Telephone Interview with representative from the OECD, Anti-Corruption Division, supra note 50. 
53  Id.  
54  Id; The OECD continuously encouraged states to interpret their domestic laws more broadly to reach 

extraterritorial activities of companies. See THE OECD CONVENTION ON BRIBERY, A COMMENTARY, sup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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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ies did not comply with recommendations to incorporate liability of legal persons into their domestic legal 

systems in phase 2 of the monitoring process, but these countries eventually incorporated it as a result of OECD’s 

extraordinary measures after phase 2 evaluations were completed. For example, in phase 2, countries such as 

Bulgaria, Luxembourg and Slovak Republic initially did not follow up recommendations to incorporate liability of 

legal persons into their domestic system, but eventually did so following continuous pressure from the OECD 

Working Group on Bribery. In the case of Luxembourg, it did not even adopt the concept at the time the written 

follow-up report was submitted in 2006. It was only in the oral follow-up report in 2007 that it informed the 

Working Group of a bill placed before Parliament to introduce criminal liability of legal persons.55 Accordingly, 

the OECD Working Group Phase 2bis evaluation team examined the bill and issued reservations on certain 

elements of this bill.56 In March 2010, Luxembourg’s Minister of Justice finally informed the OECD Secretary-

General that the law introducing criminal liability of legal persons had been adopted.57 This example demonstrates 

that it takes a great deal of time to undergo legal reform, particularly when incorporating new concepts, but with 

assistance from the OECD Working Group, states are able to incorporate the necessary legislation to comply with 

the Convention.  

While, in most countries, it was the Ministry of Justice which initiated efforts to incorporate liability of 

legal persons for foreign bribery into their system, Chile represents an interesting case in which company 

representatives at an on-site visit expressed support for such a measure.58 The Ministry of Justice found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achieve such legal reform, but Chilean business representative insisted that it was in the interest 

of businesses to push for such obligations because of the country's reliance on the global trading system.59  Chile 

eventually did incorporate a provision on liability of legal persons in 2009.60  

In this regard, these findings not only support the Chayeses’ managerial theory, but further advance the 

theory by illustrating how management can induce compliance among states through the shaping of domestic laws. 

By recommending states to adopt the concept of liability of legal persons and other relevant standards, the OECD 

management process helped harmonize domestic laws and level the playing field for states and businesses. 

Alignment of international standards further eased administrative burdens for companies and induced them to 

note 23, at 333 (The phrase under art.4(1) of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stating “in whole or in part 
in its territory” was continuously repeated “mantra-like, in every WGB country evaluation”); See also OECD 
Phase 2 Mid-Term Report 151-152  (May 22, 2006), http://www.oecd.org/daf/anti-bribery/anti-
briberyconvention/36872226.pdf  (recommending states to apply the nationality jurisdiction not only to 
individuals but to legal persons).  

55  OECD Phase 3 Report, Luxembourg (Jun. 2011), at 14 (“The bill would amend the Penal Code, inserting into 
it a chapter on “penalties applicable to legal persons,” and also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to which 
would be added a section on “proceedings against legal persons”). 

56  Id. 
57  Id; See also OECD Phase 3 Report, Slovak Republic (Jun. 2012), at 16 (Slovak Republic did not establish liability 

of legal persons for foreign bribery even during the Phase 2 written follow-up in 2008. Therefore, the OECD 
Working Group decided in September 2009 that the Slovak Republic was obliged to inform regularly at each 
plenary about the development of this issue until the recommendation to adopt a new law on liability of legal 
persons for foreign bribery was implemented in a satisfactory manner. Slovak Republic eventually reported in 
June 2010 that it amended its Criminal Code on April 27, 2010). 

58  OECD Phase 2 Report, Chile (Oct. 2007), at 41. 
59  Id. 
60  OECD Phase 3 Report, Chile (Mar. 2014), at 14 (“In 2009, Chile enacted Law 20 393 to create criminal liability 

of legal persons for foreign and domestic bribery,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m of 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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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pt more robust due diligence measures in their global operations.  

 

4. Concluding Observations  

 
In sum, the OECD monitoring process has influenced states to take greater action, but states face certain 

challenges when it comes to implementing recommendations on liability of legal persons for foreign bribery. Figure 

2 has shown that there is a relatively low level of compliance with regard to recommendations on liability of legal 

persons.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concept of liability of legal persons is still relatively new in certain states and 

sufficient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are needed to enforce liability on legal persons. The data in figure 1 does 

illustrate that capacity of states can influence their compliance levels since states with higher economic and 

administrative capacity tend to have higher follow-up ratings to the recommendations.  

In this regard, management process may not have full impact, but it has led to considerable advancements 

by harmonizing domestic laws and leveling the playing field for states and businesses. A significant aspect of the 

management process is that it has been able to influence all 43 states parties to incorporate the concept on liability 

of legal persons within their domestic legal systems. 61 Even countries that had never recognized such a concept 

began to incorporate it or adopt similar measures as a result of OECD’s managerial response system. All states 

parties also have sufficient laws to reach extraterritorial activities of companies since the OECD ensured that the 

nationality principle not only extended to individuals but also legal persons. This has been crucial in harmonizing 

formal law and thus reducing gaps in the legal system.62As a result, this new legal framework has led many global 

companies to become more alert of their liability risks, and thus incorporate effective compliance measures into 

their internal systems throughout their global operations. 63  These findings further advance the Chayeses’ 

managerial theory by illustrating how management can facilitate coordination among states through incorporation 

of new legal concepts and structures.  

Furthermore, management has been able to induce states to strengthen their domestic capacity for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s. According to the data, states, either fully or partially, implemented most of the 

recommendations on awareness-raising, capacity building for detection, reporting,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s 

in both the legislative and enforcement process.64 States also implemented a large percentage of recommendations 

regarding jurisdiction, mutual legal assistance and investment of resources. In terms of legal coordination among 

states, the Tour de Table has been an important forum for prosecutors to exchange information and expertise.65 The 

61  Id (Before the monitoring process, only a few countries adopted the concept on liability of legal persons, but 
all states parties now criminalize foreign bribery and recognize liability of legal persons).  

62  THE OECD CONVENTION ON BRIBERY: A COMMENTARY, supra note 23, at 2.2 (“there is widespread 
agreement that the OECD managed – astonishingly rapidly – to harmonize formal law”); See also Mark Pieth, 
From Talk to Action: The OECD Experience, in ANTI-CORRUPTION POLICY, CAN INTERNATIONAL ACTORS 
PLAY A CONSTRUCTIVE ROLE 157 (Susan Rose-Ackerman and Paul D. Carrington eds., 2013) (arguing that 
this system has established a new link between the responsibilities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63  Telephone Interview with representative from the OECD Anti-Corruption Division, supra note 50. 
64  See Figure 2 and 3.  
65  Telephone Interview with representative from the OECD Anti-Corruption Division, supra note 50 (There are 

frequent meetings between law enforcement officials, forming an informal network. These forums were 
important for leading to adoption of the 2009 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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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also ensured that states were not influenced by executive decisions.66  

66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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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신체의 자유에 관한 연구: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UN WGAD)의 실행을 중심으로

신희석

I. 서론

개인을 국제법의 주체로 인정할 것을 주장했던 20세기의 선구적 국제법학자 허쉬 로터팍

트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5년 국제 권리장전(International Bill of Rights)의 제정을

호소하면서 “신체의 자유, 즉 정부 당국에 의한 자의적 신체구속으로부터의 자유는 국가의

자의성을 상대로 한 투쟁에서 가장 먼저 제기되는 권리 주장이다”라고 신체의 자유를 강조

한 바 있다.1) 국제인권법의 발달 이전에도 국가의 자의적 권력행사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하

는 고전적 자연권 담론에서 신체의 자유는 근대 시민혁명 이후 재산권과 함께 으뜸가는 권

리였다. 1214년 영국의 마그나카르타의 신체자유 보호 규정은 오늘날 인권의 역사에서 신화

적 지위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영연방 국가에서는 의회가 제정한 현행법인 “1297년 마그나카

르타”로서 효력을 가진다.2) 신체의 자유 개념은 18세기말 미국, 프랑스을 시작으로 한 시민

혁명으로 전세계로 확산되었다. 한국도 1948년 제정헌법 제9조는 물론이고,3) 임시정부 최초

의 헌법인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大韓民國 臨時憲章) 제4조에서도 신체의 자유를 규정

했다.4)

1945년 유엔 헌장에서 국제법상 처음으로 인권이 법전화된 이후, 1948년 세계인권선언

(UDHR)5) 및 1966년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6)뿐만 아니라 유럽, 미주,

아프리카 등지의 지역인권조약에서도 신체의 자유는 보편적 인권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처

럼 신체의 자유는 국제인권법은 물론이고 거의 모든 근대국가에서 헌법적 가치로 인정되며,

자의적 구금은 강제실종, 즉결처형, 고문과 함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구성

한다. 그런데 고문, 강제실종과는 달리 자유의 박탈은 그 자체가 금지된 것이 아니라 불법성

(illegality)을 포함한 자의성(arbitrariness)이 인정될 경우에만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여기서

어느 정도의 물리적 제약이 “자유의 박탈”에 해당하고, 어떠한 경우에 자의적인지는 법적

1) “Personal freedom, that is, freedom from arbitrary physical restraint on the part of
governmental authority, is the first claim of man in his struggle against the arbitrariness of the
State.” Hersch Lauterpacht, An International Bill of the Rights of Man (Oxford, United
Kingdom: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First edition published in 1945), p. 93.

2) Magna Carta 1297, 25 Edw. 1 c. 29, available at
http://www.legislation.gov.uk/aep/Edw1cc1929/25/9 (Accessed 1 November 2017).

3) 대한민국 헌법(헌법 제1호, 1948. 7. 17. 제정, 1948. 7. 17. 시행), available at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3081 (Accessed 1 November 2017).

4) 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 1 : 헌법·공보』 (과천 : 국사편찬위원회, 2005).
5)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dopted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17A (III).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10 December 1948.

6)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dopted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200A (XXI) on 16 December 1966, entered into force 23 March 1976, UNTS vol. 999, p.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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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한편, 독재체제에서 빈번한 정치범이나 소수자의 자의적 구금뿐만

아니라 민주국가에서도 근절하기 어려운 사법당국의 권력남용, 외국인의 행정구금, 잠재 테

러범의 예방적 구금, 정신병자의 강제입원 등은 국제 차원의 효과적 구제가 요구된다.

현재 국제적으로 고문7), 강제실종8)과 같이 자의적 구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조약은 없

으나, 1991년 유엔 인권위원회(UNCHR)9)는 결의 제1991/42호에 따라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WGAD)을 설치했다. 그런데 WGAD는 인권조약이 아닌 유엔 결의에 의하여 권한과 기능

이 규정되는 실용적 문제해결을 강조하는 유엔 인권특별절차이면서도 인권조약 이행감독기

구처럼 개인진정에 대하여 준사법적 절차에 따라 법적 판단을 내리며, 이는 다른 국제·지역

인권위원회 및 재판소에서 준사법적 결정으로 인정된다. 그러면서도 WGAD는 개인진정절

차에 해당국의 사전 권한 수락, 국내구제수단 완료 요건 등 접수적격(admissibility)의 제약

이 없는 유엔 인권특별절차의 유연한 절차법을 채택하여 세계 각지에서 자의적 구금 피해자

의 구제 청원이 가능한 “보편적 인신보호절차(un habeas corpus universel)”를 구축했다.10)

7)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dopted and opened for signature, ratification and accession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39/46 of 10 December 1984, entry into force 26 June 1987.

8)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adopted
on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1/177 of 20 December 2006, Entry into force 23 December
2010.

9) 유엔 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194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서 유엔 헌장 제68조를 근거로 창설했으며, UNCHR 위원국은 ECOSOC 이사국들이 정기적으로 선
출했다. 2006년 유엔 총회 산하의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로 대체되었다.

10) 현재까지 WGAD에 한국 사건은 총 10건이 있었으며, 황석영 작가, 권영길 민노총 위원장, 박래군
인권운동가,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등에 대하여 자의적 구금 판정이 내려졌다. Sang-gyun Han
and Young-joo Lee v. ROK, WGAD Opinion No. 22/2017, Adopted on 25 April 2017, UN Doc.
22/2017; 12 female defectors of DPRK v. ROK, WGAD Opinion No. 13/2017, Adopted on 20
April 2017, UN Doc. A/HRC/WGAD/2017/13; Kim Yong and Suh Joon-Shik v. ROK, WGAD
Opinion No. 14/1998, Adopted on 16 September 1998, UN Doc. E/CN.4/1999/63/Add.1, p. 42;
Kwon Young-Kil and Yang Kyu-hun v. ROK, WGAD Decision No. 25/1996, Adopted on 17
September 1996, UN Doc. E/CN.4/1997/4/Add.1, pp. 96-99; Kim Sam-sok, Ki Seh-moon and
Lee Kyung-ryol v. ROK, WGAD Decision No. 49/1995, Adopted on 1 December 1995, UN Doc.
E/CN.4/1997/4/Add.1, pp. 37-39; Lee Jang-hyong, Kim Sun-myung, Ahn Jae-ku, Ahn
Young-min, Ryu Nak-jin, Kim Sung-hwan, Kim J in-bae, Jong Hwa-ryo, Jong Chang-soo,
Hong Jong-hee and Park Rae-koon v. ROK, WGAD Decision No. 1/1995, Adopted on 30 May
1995, UN Doc. E/CN.4/1996/40/Add.1, pp. 40-42; Hwang Suk-Yong v. ROK, WGAD Decision
No. 30/1994, Adopted on 29 September 1994, UN doc. E/CN.4/1995/31/Add.2, pp. 48-50; Lee
Kun-hee and Choi Chin-sup v. ROK, WGAD Decision No. 29/1994, Adopted on 29 September
1994, UN doc. E/CN.4/1995/31/Add.2, pp. 46-47; Chang Ui-gyun, Hwang Tae-kwon and Kim
Song-man v. ROK, WGAD Decision No. 28/1993, Adopted on 30 April 1993, UN Doc.
E/CN.4/1994/27, pp. 95-97; Keun-Soo Hong v. ROK, WGAD Decision No. 47/1992, Adopted on
9 December 1992, UN Doc. E/CN.4/1994/27, pp. 32-33. 북한 사건은 총 12건이 있었으며, 1979년
노르웨이 연수 중 북한 대사관으로 잘못 갔다가 납북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도여고 지리교사 고상
문, 월북 후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추정되는 오길남 씨의 부인 신숙자 씨와 두 딸들 등과 북한 정
치범들, 중국에서 강제송환한 탈북자들이 강제구금 판정을 받았다. Mi Sook Kang and Ho Seok
Kim v. DPRK and China, WGAD Opinion No. 81/2017, Adopted on 22 November 2017, UN
Doc. A/HRC/WGAD/2017/81; I l Joo, Cheol Yong Kim, Eun Ho Kim, Kwang Ho Kim and
Seong Min Yoon v. DPRK, WGAD Opinion No. 80/2017, Adopted on 22 November 2017, UN
Doc. A/HRC/WGAD/2017/80; Hyang-sil Kwon v. DPRK, WGAD Opinion No. 32/2015, Adopted
on 3 September 2015, UN Doc. A/HRC/WGAD/2015/32; Song Hyeok Kim v. DPRK, WGAD
Opinion No. 29/2015, Adopted on 3 September 2015, UN Doc. A/HRC/WGAD/2015/29; Choi
Sang Soo, Choi Seong II, Kim Hyeon Sun, Kim Gyeong II and Park Sung Ok v. DP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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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 측면에서도 WGAD는 5개 법적 유형들(5 legal categories)을 포괄하는 “광의의 자

의적 구금(arbitrary detention lato sensu)”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즉, WGAD는 고전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자유 박탈(유형 I) 외에도 다른 권리·자유의 행사에 따른 자유 박탈(유형

II),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중대한 침해에 따른 자유 박탈(유형 III), 행정·사법 심사 없

는 망명신청자·이주민·난민의 연장 행정구류(유형 IV), 국제법에 위배되는 차별을 구성하는

자유 박탈(유형 V)까지 자의적 구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WGAD는 준거규범으로 세계인권

선언(UDHR),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지역 인권

문서와 이행기구의 결정례, 국내법과 판례11)까지 참조하는 실용적 모습을 보인다. WGAD는

또한 자유 박탈을 넓게 해석하여 가택연금이나 외국 대사관내 피신생활까지 포함시켰고,12)

자의적 구금의 금지가 관습법, 강행규범과 대세적 의무에 해당하여 인권조약에 대한 유보

(reservation) 및 이탈(derogation)의 대상이 아니며,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자유 박탈이 인

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본 논문은 실용적 유엔 인권특별절차에 국제인권조약 이행감독기구의 준사법적 권한을 접

목시킨 WGAD의 독특한 역사와 특성이 WGAD의 혁신적 구제절차와 법리의 발전으로 이

어졌음을 보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WGAD 출범 이전 국제인권법에서

나치 독일 등의 실정법 악용 때문에 법적 기준이 적법성 충족에서 자의성 금지로 엄격해졌

지만 체포 이유 및 피의내용 통고, 형사구금의 사법적 통제, 인신보호구제, 불법구금 배상

등 절차적 권리를 주로 규정하는 데 그쳤던 것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국제인권조약을 근

거로 당사국 이행보고 심사, 준사법적 개인진정절차, 일반논평·권고 등을 통한 권위있는 법

적 판단을 내리는 조약이행감독기구와 유엔 기구의 결의로 설립되어 당면 인권침해의 해결

을 위하여 해당국 정부와의 협조를 포함한 실용적, 인도적 문제해결을 선호하는 유엔 인권

특별절차의 기능과 성격을 비교한다. 제4장에서는 냉전 종식 직후의 유리한 여건에서 출범

한 WGAD가 유엔인권특별절차의 유연한 절차법과 준사법적 개인진정 기능을 혼합한 혁신

적 작업방식과 특징을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실용적 접근을 선호하는 유엔 인권특별절차의

WGAD Opinion No. 36/2013, Adopted on 13 November 2013, UN Doc. A/HRC/WGAD/2013/36;
Choi Seong Jai, Hong Won Ok, Kim Seong Do, Kim Seong Il, Lee Hak Cheol, Lee Gook
Cheol, Kim Mi Rae and Lee Jee Hoon v. DPRK, WGAD Opinion No. 35/2013, Adopted on 13
November 2013, UN Doc. A/HRC/WGAD/2013/35; Kim Im Bok, Kim Bok Shil, Ann Gyung
Shin, Ann Jung Chul, Ann Soon Hee, and Kwon Young Guen v. DPRK, WGAD Opinion No.
34/2013, Adopted on 13 November 2013, UN Doc. A/HRC/WGAD/2013/34; Kang Mi-ho, Kim
Jeong-nam and Shin Kyung-seop v. DPRK, WGAD Opinion No. 47/2012, Adopted on 15
November 2012, UN Doc. A/HRC/WGAD/2012/47; Shin Sook Ja, Oh Hae Won and Oh Kyu
Won v. DPRK, WGAD Opinion No. 4/2012, Adopted on 2 May 2012, UN Doc.
A/HRC/WGAD/2012/4; Kang Jung Sok and Ko Sang Mun v. DPRK, Decision No. 37/1995,
Adopted on 24 November 1995, UN Doc. E/CN.4/1997/4/Add.1, p. 11; Kang Jung Sok and Ko
Sang Mun v. DPRK, Decision No. 29/1995, Adopted on 13 September 1995, UN Doc.
E/CN.4/1996/40/Add.1, pp. 102-103; Shin Sook Ja, Oh Hae Won and Oh Kyu Won v. DPRK,
Decision No. 2/1995, Adopted on 30 May 1995, UN Doc. E/CN.4/1996/40/Add.1, pp. 43-44.

11) WGAD는 최근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하기도 했다. Nyanzi v. Uganda, WGAD Opinion
No. 57/2017, Adopted on 24 August 2017, UN Doc. A/HRC/WGAD/2017/57, 11 October 2017,
para. 56, note 14 (헌재 2014. 3. 27 선고 2012헌마652 결정 인용); Hussein v. Egypt, WGAD
Opinion No. 83/2017, Adopted on 22 November 2017, UN Doc. A/HRC/WGAD/2017/83, para. 71,
note 13 (헌재 2015. 10. 21 선고 2013헌가20·21 결정 인용).

12) WGAD, Assange v. Sweden and the United Kingdom, WGAD Opinion No. 54/2015, Adopted
on 4 December 2015, UN Doc. A/HRC/WGAD/20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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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 5유형 자의적 자유 박탈 체계, 참조 규범, 자유 박탈 정의의 확대, 관습법, 강행규범,

대세적 의무로서의 자의적 구금의 법적 성격 등 WGAD의 실체법에 미친 영향과 개선 방안

을 고찰한다.

II. 국제인권법상 신체의 자유 규범의 발전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이 도입한 “광의의 자의적 구금(arbitrary detention lato

sensu)”13) 개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국제인권법에서 신체의 자유를 어떻

게 이해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체의 자유는 근대 시민혁명 이후 국가의 자의적 공권

력 집행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원의 사법심

사적격성(justiciability)이 인정되는 제1세대 권리14), 소극적 자유15)로 분류되었다. 1945년을

전후하여 신체의 자유와 체포·구금의 적법절차는 근대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널리 인

정받아 1936년 소련 공산당의 대숙청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에 공포된 “스탈린 헌법”조차도

신체의 불가침성, 사법절차에 따르지 않은 체포 금지(제127조)를 명시했다.16) 동아시아에서

도 1899년 일본 메이지 헌법, 1912년 신해혁명 이후 중화민국의 헌법에서 법에 의한 체포·

구금을 규정했다. 그래서 1945년 이후 국제 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논의가 본격화되었을 때 신체의 자유에 관한 규정은 비교적 무난히 채택될 수 있었다.

1945년 유엔 헌장은 신체의 자유와 같은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최초

로 국제조약에 모든 인간이 인종·성별·언어·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인권

을 확인했다.17)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DHR)은 모든 사람이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제3조),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제9

조)고 규정하고 있다.18) 세계인권선언 제9조는 독일의 나치 정권이 실정법을 악용하여 수만

명을 가뒀던 전례 때문에 적법성(legality) 요건뿐만 아니라 자의성(arbitrariness) 금지를 기

준으로 명시한 것이다.19) 이를 발전시킨 1966년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3) WGAD, Deliberation No. 9 concerning the definition and scope of arbitrary deprivation of
liberty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UN Doc. A/HRC/22/44, 24 December 2012 [2013 WGAD Annual Report], § 63.

14) Karel Vasak, “A 30-year struggle: The sustained efforts to give force of law to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ESCO Courier (November 1977), p. 30, available at
http://unesdoc.unesco.org/images/0007/000748/074816eo.pdf (Accessed 1 November 2017).

15) Isaiah Berlin, Four Essays on Liber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16) Aryeh L. Unger, Constitutional Development in the USSR: A Guide to the Soviet
Constitutions (New York: Pica Press, 1982), pp. 140-158. 기존 1924년 소련 헌법에 없었던 권리
장전의 채택은 장족의 발전이라 할 수 있으나, 1936년 헌법의 기본권 조항들이 스탈린 집권기는 물
론이고, 그 이후에도 제대로 준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Id. pp. 115-121, 125-126.

17) Hanne Hagtvedt Vik, “Taming the States: The American Law Institute and the ‘Statement of
Essential Human Rights’”, Journal of Global History Vol. 7 (2012), pp. 461-482.

18) 물론 세계인권선언은 조약이 아니지만 각국 국내법에서 보장되는 규범을 반영하며, 많은 나라의
헌법과 판례는 세계인권선언을 인용하고 있다. Johannes Morsink,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Origins, Drafting, and Intent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9), p. 20; Hurst Hannum, “The Status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Georgi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Vol.
25 (1995), pp. 355-376; Filártiga v. Peña-Irala, 630 F.2d 876 (2d Cir. 1980). 국제사법재판소(ICJ)
는 부당한 신체자유 박탈이 유엔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 (United States of America v. Iran),
Judgment of 24 May 1980, ICJ Reports 1980, p. 42, para.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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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는 포괄적으로 신체의 자유, 자의적 체포·구금20) 금지,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

른 자유 박탈 원칙을 확인하고(제1항), 체포 이유 및 피의사실 고지(제2항), 형사 구속자의

법관 대면, 합리적 기간내 재판 또는 석방, 불구속 재판 원칙(제3항), 자유 박탈의 사법심사

(제4항), 불법적 체포·구금 피해자의 보상권(제5항)을 규정했다.21) 이후 여러 국제인권조약22)

및 지역인권조약23)은 ICCPR 제9조를 모델로 삼고 있다.

1984년 고문방지협약이나 2006년 강제실종방지협약처럼 자의적 구금을 전문적으로 다룬

국제인권조약은 없으나, 1988년 유엔 총회는 결의 제43/173호로 구금·수감 중 보호 원칙 모

음을 채택한 바 있다.24) 1988년 구금·수감 중 보호 원칙 모음은 고문 및 학대 방지에 초점

을 맞추고 있으나, 신체의 자유에 관하여 매우 상세한 규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1948년 세계

인권선언, 1966년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88년 구금·수감 중 보호 원칙 모음

및 주요 지역인권문서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 규범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절차적 측면에서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규칙들이 많이 발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 국제·지역인권문서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 규범

19) Johannes Morsink,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Origins, Drafting, and Intent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9), pp. 39-41, 49-50.

20) ICCPR 제9조에서 “체포(arrest)” 및 “구금(detention)”은 형사절차 이외의 자유 박탈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Manfred Nowak, U.N.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CPR Commentary (Kehl: N.P. Engel, 1993), Art. 9, paras. 17-21, pp. 167-169; HRC, General
Comment No. 35: Article 9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UN Doc. CCPR/C/GC/35, § 13.

21)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의 절차규칙은 제1항의 이행
을 보장하므로 전자의 위반은 후자의 위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Sarah Joseph and Melissa Casta,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ases, Materials, and Commentary
3rd ed.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 341.

22) 1989년 아동권리협약 제37조, 1990년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제16조, 2006년 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참조.

23) 1969년 미주인권협약 제7조, 아랍인권헌장 제14조 참조. 1981년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
리카 헌장 제6조, 2012년 ASEAN 인권선언 제12조는 ICCPR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담
고 있으며, 시기적으로 앞선 1950년 유럽인권협약 제5조는 거꾸로 ICCPR 제9조의 모델이 되었다.

24) 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adopted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3/173 of 9 December 1988, UN Doc.
A/RES/43/173. 원칙 모음의 채택에는 (1) 1984년 고문방지협약의 채택, (2)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 강제실종이 심각했던 나라들의 민주화, (3) 고르바초프 하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 등이 기여했다.
Tullio Treves, “The UN 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Detained or Imprisoned
Person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84 (1990), pp. 578-579.

국제 지역

유형 세부권리
UDHR

1948

ICCPR

1966

BoP

1988

미주

선언

1948

유럽

협약

1950

미주

협약

1969

아프리

헌장

1981

아랍

헌장

2004

아세안

선언

2012

일반

원칙

신체자유 3 9(1) 1 5(1) 7(1) 6 14(1) 12

자의성 금지 9 9(1) 7(3) 6 14(1) 12

적법성 요건 9(1) 2 25(1) 5(1) 7(2) 6 14(2)

영장요건 14(1)
권한있는

관헌
2, 9

사법통제 4, 9

구금

사유

한정열거 5(1)
채무계약

구금금지
11 25(2)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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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존의 국제·지역 인권문서는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폭넓은 권리를 보장하

지만 절차적 측면에 치중된 한계가 있다. 즉, 다른 권리의 행사에 따른 구금,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의 침해에 따른 구금, 외국인의 행정보호, 차별적 구금의 신체자유 위반 여부를 판

단할 기준은 찾기 어렵다. 정부가 야당 정치인이나 소수민족, 난민을 국가모독죄나 불법체

류, 더 지능적으로는 탈세나 성범죄와 같은 혐의로 구금·수감할 경우 구금의 불법성뿐만 아

니라 자의성에 대한 판단까지 내릴 필요가 있다. 한편, 신체의 자유는 특정된 좁은 공간에

신병이 제한된 경우에 문제가 되며, 덜 엄격한 물리적 제약은 이동의 자유에 저촉되는데, 이

는 정도의 차이로 가택연금이나 비교적 넓은 공간에 신병을 제한하는 경우 둘의 경계는 모

호할 수 있다.25) 인간적 처우와 변호인 접견·교통 허용 등 구금의 여건도 정기적 사법심사

와 같은 구금의 불법성·자의성과 구분되지만 둘이 언제나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는다.

고지

체포이유
9(2)

즉시

10

즉시

5(2)

신속

7(4)

즉시

14(3)

즉시

피의사실
9(2)

신속

10

신속

5(2)

신속

7(4)

신속

14(3)

신속
언어 14 5(2) 14(3)

가족연락
16(1)

16(3)
14(3)

변호인조력 17(1)

영사보호 16(2)
의료검사 14(4)
구금명령

이유
11(2)

피구금자

권리
13

형사

절차

법관대면 9(3)

37

형사구금

11(1)

全구금

5(3)
7(5)

全구금
14(5)

변론권/변호

인 조력

11(1)

17(1)

18

全구금

국선변호
17(2)

全구금

가족연락
19

全구금
구금계속

심사

11(3)

全구금

무죄추정 36(1)
합리적 기간

재판/석방
9(3) 38 5(3) 7(5) 14(5)

불구속

재판원칙
9(3) 39 14(5)

보석요건 9(3) 39 5(3) 7(5) 14(5)

인신

보호

구금의

사법심사
9(4) 32 25(3) 5(4) 7(6) 14(6)

선제적

사법심사

7(6)

국내법

배상

권리

조문위반

구금
35(1) 5(5)

불법구금 9(5) 14(7)
자의적

구금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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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신체의 자유 규범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권위있는 법적 해석을 내릴 국제인권 이행

메커니즘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자의적 구금이 독재정권 하에서 빈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경찰 등 공권력 기관의 권한 남용을 근절할 수는 없으며, 폭동·내전·전

쟁 등 국가비상시에는 신체의 자유가 정지되어 사법 구제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26)

III. 국제인권조약 이행감독기구와 유엔 인권특별절차

국가간 상호 의무 준수를 기초로 하는 국제법 일반체계와는 달리 국제인권법은 각국이 일

방적으로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들로부터 독립된 이행감독기구의 역할이 중

요할 수밖에 없다.27) 현재 국제인권이행감독체계는 크게 국제인권조약으로 설립된 조약 이

행감독기구와 유엔 결의로 창설된 유엔 인권특별절차로 구분된다.28) 인권조약 이행감독위원

회가 당사국의 조약상 의무 이행을 감독하는 준사법적 성격이 강하다면 유엔 인권특별절차

는 특정 국가나 특정 분야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옴부즈만의 성격이 강하다. 조약 이행

감시기구는 1965년 인종차별철폐협약의 1969년 발효에 따른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출

범 및 1966년 ICCPR 및 의정서의 1976년 발효에 따른 시민·정치권 위원회(HRC)29) 출범이

시초이며, 현재 9개 핵심 인권조약이 각각 이행감독위원회를 두고 있다.30) 유엔 인권특별절

차는 1970년대부터 국가별 절차(country procedures), 1980년대부터 주제별 절차(thematic

procedures)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두 국제인권이행감독체계는 역사적 연원과 법적 설립 근

거가 다르기 때문에 활동방식도 큰 차이를 보인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며, 특히 최근에는 효과적 인권보호를 위해 서로의 작업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도 있다.

국제인권조약 이행감독기구 존립 및 활동의 법적 근거는 해당 국제인권조약 및 선택의정

서에 찾을 수 있다.31) 위원들은 독립된 직무수행을 위하여 당사국들이 지리적 안배를 고려

하여 4년 임기로 선출한다.32) 각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절차규칙(rules of procedure)을 채택

25) Manfred Nowak, U.N.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CPR Commentary (Kehl :
N.P. Engel, 1993), Art. 9, para. 3, p. 160; HRC, General Comment No. 35: Article 9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UN Doc. CCPR/C/GC/35, §§ 3 and 5.

26)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4조, 유럽인권협약(ECHR) 제15조, 미주인권협약
(ACHR) 제27조, 아랍인권헌장 제4조는 국가비상상태시 개별 조항으로부터의 이탈(derogation) 절
차를 법제화하고 있으며, 자유권 조약 중에서는 아프리카 헌장만이 이탈 조항이 없다.

27) Matthew C. R. Crave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 Perspective on its Development (Oxford: Clarendon Pres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p. 30-31.

28) 1946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호주는 국제인권재판소의 설립을 제안했으나 강대국들의 반대로 무
산되었다. Annemarie Devereux, Australia and the Birth of the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1946-1966 (Federation Press, 2005), pp. 180-192.

29) “Human Rights Committee”는 2006년 출범한 총회 산하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시민·정치권 위원회라 번역하기로 한다.

30) OHCHR, The Co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and their monitoring bodies,
available at http://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oreInstruments.aspx (Accessed
1 November 2017).

31) 경제·사회·경제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은 이행감독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맡겼으나, 1985년 ECOSOC은 결의 1985/17호로 이를 경제·사회·경제권 위원회(CESCR)에 넘겼다.

32) ICERD 제8조 제5항, ICCPR 제32조 제1항, ECOSOC 결의 1985/17호 (c)문단 (i)항, CEDAW 제17
조 제5항, CAT 제17조 제5항, CAT 선택의정서 제9조, CRC 제43조 제6항, ICMW 제72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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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33) 인권조약 이행감독위원회의 활동방식은 당사국이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이행보고서의 심사 및 총괄소견 채택, 조약 해석에 관한 일반논평·일반권고 제시,

준사법적 국가간 진정절차34) 및 개인진정절차, 직권조사, 긴급행동이 있다. 특히, 시민·정치

권 위원회(HRC)에서 많이 활용되는 개인진정절차는 개별 사건에서 진정인과 해당국 정부의

서면자료를 근거로 ICCPR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을 한다.

인권조약 이행감독위원회는 수십 년간 발전시키고 정립된 활동방식을 통하여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고 있지만 몇 가지 제도적 한계를 갖는다. 첫째, 인권조약은 국가의 동의를 전

제로 하기 때문에 이행감독기구는 조약 당사국에 대해서만 정기 이행보고서의 제출과 심사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개별 인권침해 구제에 효과적인 개인진정 절차는 해당국의 권한 수락

선언이나 선택의정서 비준이 필요하다.35) 특히, 인권침해가 심각한 나라일수록 인권조약을

비준하지 않거나 정기보고 이외의 권한을 수락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한다.36) 둘째, 개인진정

을 심의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도 (1) 국내구제수단의 완료, (2) 다른 국제 조사·해결절차와

의 동시 심의 제한, (3) 해당국의 개인진정절차 수락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진정 제한 등 접

수적격(admissibility)이 제한된다. 또한, 원칙적으로 각 이행감독위원회는 소관 인권조약상의

권리 침해만을 다룰 수 있다. 물론 이렇듯 엄격한 법적 절차를 밟기 때문에 인권조약 이행

감독위원회의 결정이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권위를 누리지만 인권침해 구제에는 제약이 된다.

반면에 유엔 인권특별절차는 유엔 헌장의 인권 관련 규정을 근거로 유엔 기구가 채택한

결의를 통하여 창설되며, 역시 유엔 기구의 결의에 의하여 권한이 확대·축소되거나 심지어

는 폐지될 수도 있다. 유엔에서 인권 논의는 국가 대표로 구성된 총회, 경제사회이사회, 인

권위원회/이사회 등 정치적 기관에서 담당하지만 이 역시 유엔헌장과 일반 국제법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회원국간 정치적 입장 차이는 법리해석 논쟁의 형태로 나타난다.37) 유엔 초기

에는 공산권뿐만 아니라 서방 진영도 인종차별과 식민지배 때문에 인권침해 사례의 유엔 차

(a)호, CRPD 제34조 제7항, ICPED 제26조 제4항 참조.
33) ICERD 제10조 제1항, ICCPR 제39조 제2항, CEDAW 제19조 제1항, CAT 제18조 제2항, CAT 선
택의정서 제10조 제2항, CRC 제43조 제8항, ICMW 제75조 제1항, CRPD 제34조 제10항, ICPED
제26조 제6항 참조. 예를 들어, HRC의 현행 절차규칙은 다음 참조. HRC, Rules of procedure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UN Doc. CCPR/C/3/Rev.10, 11 January 2012.

34) 그러나 국가간 진정절차가 실제로 활용된 사례는 없다. ICERD 제22조, CEDAW 제29조, CAT 제
30조, ICMW 제92조, ICED 제42조에 규정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는 최근에 2건이 있었다.
ICJ,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Georgia v. Russian Federation), available at http://www.icj-cij.org/en/case/140
(Accessed 1 December 2017); ICJ,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and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Ukraine v. Russian Federation), available at
http://www.icj-cij.org/en/case/166 (Accessed 1 December 2017).

35) 개인진정 절차가 가장 활성화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조차 당사국 170개국
중 개인진정 절차를 수락한 나라는 116개국에 그치고 있다. UNTC,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New York, 16 December 1966, available at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IND&mtdsg_no=IV-4&chapter=4&lang=en
(Accessed 13 March 2018); UNTC,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New York, 16 December 1966, available at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IND&mtdsg_no=IV-5&chapter=4&clang=_en
(Accessed 13 March 2018).

36) 북한, 미얀마, 시리아, 중국, 이란은 어떠한 개인진정 절차도 수락하지 않았다.
37) Rosalyn Higgins,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through the Political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Lond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3),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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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조사에 소극적이었다.38) 1960년대 이후 제3세계 국가들의 인종차별과 식민지배 종식 요

구로 유엔인권위원회(UNCHR)는 1967년 남아공의 고문·학대, 1969년 이스라엘 점령지역에

서의 제네바협약 위반을 조사할 실무그룹을 만든 데 이어, 1975년 군사정권하 칠레의 인권

상황을 조사할 실무그룹을 만들어 국가별 특별절차의 전형을 마련했다. 1980년 유엔인권위

원회(UNCHR)는 국가별 인권 특별절차의 설치가 확실시된 아르헨티나와의 타협으로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 않은 강제실종 실무그룹을 설치하여 1982년 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 1985

년 고문 특별보고관, 1986년 종교 특별보고관 등 주제별 특별절차 임명이 길을 열었다.39)

유엔 인권특별절차는 특정 조약에 구애받지 않고, 유엔 결의는 세부 규정이 많지 않아 활

동의 제약이 적지만 동시에 조약기구와는 달리 유엔 회원국들의 결의로 권한이 쉽게 조정될

수 있다.40) 또한 유엔 인권특별절차는 특정 인권침해의 조사가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해당

국과의 대화를 통한 실용적 문제해결에 주안점을 둔다. 자의적 실무그룹(WGAD)의 활동방

식에 영향을 준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WGEID)도 개인 진정을 수리하여 여러 인

권규범을 근거로 해당국 정부에 해결을 요구하지만 인도적 접근을 병행하기 때문에 개별 사

건에 대한 법적 판정을 내리지 않는다.41) 대신에 긴급탄원(urgent appeals), 국가방문

(country visits) 특별절차간의 협조방식 등의 효과적 구제 절차가 확립되었다.42) 유엔 인권

특별절차는 근거 조약이 없기 때문에 당사국의 동의가 필요 없고, (준)사법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구제수단의 완료나 조약 이행감독기구의 개인진정절차와의 중복 심의 제한에서

자유로우며, 기존의 인권침해 조사를 위해 만들어져서 설립 이전의 사건들도 다룰 수 있다.

IV.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의 혼합적 절차

1991년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은 냉전 종식 직후 유엔 인권위원회(UNCHR)의 유

리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결의 제1991/42호의 극적인 채택으로 출범했다.43) WGAD 설립의

직접적 계기는 1988년 유엔 총회의 구금·수감 중 보호 원칙 모음 채택이었다.44) 당시 인권

소위 위원이었던 주아네(Joinet)는 구금 문제를 다룰 특별절차의 설치를 제안했는데,

38) Ton J.M. Zuijdwijk, Petitioning the United Nations: A Study in Human Right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2), pp. 9-15, 58-61; Philip Alston,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in Philip Alston (ed.), The United Nations and Human Rights: A Critical
Appraisal (Oxford, England: Clarendon Press, 1992), pp. 130, 139-142.

39)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UNHRC)는 12개의 국가별 절차, 44개의 주제별 절차를 두고 있다.
OHCHR, Special Procedure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vailable at
http://www.ohchr.org/EN/HRBodies/SP/Pages/Welcomepage.aspx (Accessed 1 March 2018).

40) 국가별 절차는 1년, 주제별 절차는 3년마다 유엔 인권이사회(UNHRC) 결의로 임무가 연장된다.
41) 유엔 인권특별절차의 개인통보 및 해당국의 답변 내용도 최근까지 비공개였다가 2011년 이후에야
열람이 가능해졌다. OHCHR, Communications reports of special procedures, available at
http://www.ohchr.org/EN/HRBodies/SP/Pages/CommunicationsreportsSP.aspx (Accessed 11
November 2017).

42) Elvira Domínguez-Redondo, “The History of the Special Procedures: A ‘Learning-by-Doing’
Approach to Human Rights Implementation,” in Aoife Nolan, Rosa Freedman and Thérèse
Murphy (ed.), The United Nations Special Procedures System (Martinus Nijhoff, 2017), pp.
36-45.

43) UNCHR resolution 1991/42. Question of arbitrary detention, 5 March 1991.
44) 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adopted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3/173 of 9 December 1988, UN Doc.
A/RES/43/173. 위 II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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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HR은 비동맹권에서 신망이 높던 페루 출신 의장의 제안으로 “자의적으로 또는 달리

관련 국제기준들과 일치하지 않게 부과된 구금 사건들을 조사할” 실무그룹의 설치를 결의했

다.45) 1인 특별보고관 대신에 5인 실무그룹이 채택된 것은 지리적 배분에 따라 임명되는 제

3세계 출신 위원들이 서방 출신 위원들을 견제해줄 것이라는 비동맹권의 계산에 따른 것이

었다.46) 이후 WGAD가 채택한 긴급탄원(urgent appeal), 국가방문(country visit), 주제별 연

구보고, 다른 유엔 인권특별절차와의 공조 등은 WGEID가 정립한 절차를 참조한 것이었다.

그런데 시민·정치권 위원회(HRC)를 참조한 WGAD 초대 위원들은 당사자주의에 따라 개

인진정 사건들을 조사하여 법적 근거가 없는 구금(유형 I), 다른 권리의 행사에 따른 구금

(유형 II),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의 침해에 따른 구금(유형 III)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

(decisions)을 내리기 시작했다.47) 1990년대 중반 WGAD는 정치범의 자의적 구금 판정이 빈

번했던 쿠바, 중국의 반발로 존립의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이는 WGAD의 “결정(decisions)”

을 “의견(opinions)”으로 바꾸고,48) 국제기준에 합치되는 국내법원의 판결에 따른 구금은 조

사하지 않으며,49)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非당사국에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상징적 타협으로 끝났다.50) 오히려 유엔 인권위원회(UNCHR) 결의 제1997/50호는 법

원 판결에 다른 “수감(imprisonment)”까지 포함되는지 불명확했던 “구금(detention)” 대신에

“자유의 박탈(deprivation of liber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WGAD의 조사 권한을 모든 형

태의 신체자유 사건으로 확대했다.51) 유엔 인권위원회(UNCHR)를 대체한 유엔 인권이사회

(UNHRC)는 기존 UNCHR 결의들과 WGAD 관행을 확인하는 결의 제6/4호를 채택했다.52)

45) Reed Brody, “Current Development: The United Nations Creates a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85 (Oct. 1991), pp. 710-712.

46) 서방과 인권단체는 효과적 활동과 예산 절감을 위하여 1인 특별보고관을 선호했다. Bertrand G.
Ramcharan, The Protection Roles of UN Human Rights Special Procedures (Leiden; Boston:
Martinus Nijhoff Pub., 2009), pp. 51-52. 이후, 입장이 뒤바뀌어 비동맹권은 WGEID와 WGAD를
1인 특별보고관으로 바꿀 것을, 서방은 현상 유지를 주장했다. Jeroen Gutter, Thematic
Procedures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Law: In
Search of a Sense of Community (Antwerpen: Intersentia, 2006), pp. 109-110.

47) “Methods of work of the Working Group,” paras. 1, 2, 3, 11, 14 in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21 January 1992, UN Doc. E/CN.4/1992/20, para. 13;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12 January 1993, UN Doc. E/CN.4/1993/24, Annexes
I and II, pp. 27-99; Leila Zerrougui, “L'apport des premiers membres du Groupe de travail sur
la détention arbitraire dans l'établissement d'un contrôle international universel de la légalité de
la détention” in Emmanuel Decaux and El Hadj Malick Sow (ed.), From Human Rights to
International Criminal Law: Studies in Honour of an African Jurist, the Late Judge Lai ̈ty
Kama = Des Droits De L'homme Au Droit International Pe ́nal: Etudes En L'honneur D'un
Juriste Africain, Feu Le Juge Lai ̈ty Kama / Des droits de l'homme au droit international
pénal (Brill | Nijhoff, 2007), pp. 712, 714-715.

48)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19 December 1997, UN Doc.
E/CN.4/1998/44, para. 11.

49) UNCHR resolution 1997/50, 15 April 1997, para. 15.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재판에 따른 구금
은 계속 다룰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WGAD의 활동에 제약이 되지 않았다.

50) WGAD는 유엔 총회의 표결을 거친 1966년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및 1988년
구금·수감 중 보호 원칙 모음이 기존 국제규범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非당사국에게 ICCPR을
적용할 수 있다는 급진적 입장을 취했다. “Deliberation No. 2” in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12 January 1993, UN Doc. E/CN.4/1993/24, pp. 11-13. WGAD는 ICCPR
非당사국에 대하여 세계인권선언이나 다른 인권조약을 적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51) UNCHR resolution 1997/50, 15 April 1997.
52) UNHRC resolution 6/4. Arbitrary detention, 28 September 2007, par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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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AD의 개인진정 절차와 “결정/의견(decisions/opinions)”은 시민·정치권 위원회(HRC)의

개인진정 절차와 “견해(views)”와 유사하지만 WGEID 등 다른 유엔 인권특별절차의 실용적

절차규칙을 접합한 특징을 가진다.53) 첫째, 인적 접수적격(admissibility ratione personae)

측면에서 시민·정치권 규약위원회(HRC)를 비롯한 조약기구가 피해자 본인이나 관련자만 청

원이 가능한 데 반하여, WGAD는 정부, 정부간 기구(IGO), NGO, 국내인권기구의 청원뿐만

아니라 WGAD 직권조사까지 가능하다.54) 둘째, 장소적 접수적격(admissibility ratione loci)

에서도 WGAD는 유엔 결의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유엔 회원국은 물론이고 팔레스타인과 같

은 非회원국의 자의적 구금도 다루어왔다.55) 이는 WGAD가 보편적으로 자의적 구금에 대

한 준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리적이기 보다 실용적으로 대응한 것

으로 보인다.56) 셋째, 시간적 접수적격(admissibility ratione temporis) 면에서도 WGAD는

1991년 설립 이전에 시작된 구금에 대한 개인진정까지 다루어왔다. 이는 WGAD를 설립한

UNCHR 결의 제1991/42호에 불소급 규정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역시 자의적 구금의

해결을 중시하는 유엔 인권특별절차로서의 인도적, 실용적 접근에도 자연스럽다.

넷째, 물적 접수적격(admissibility ratione materiae)에서 WGAD는 특정 인권조약의 규정

53) WGAD는 또한 시민·정치권 위원회(HRC)의 일반논평(general comments)과 유사하게 WGAD 결
정례를 참조하여 신체의 자유를 해석한 심의서(deliberations)를 내고 있다.

54) Methods of work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UN Doc. A/HRC/36/38, 13
July 2017, paras. 12 and 13; P.R. Ghandhi, The Human Rights Committee and the Right of
Individual Communication: Law and Practice (Aldershot, Hants, England; Brookfield, Vt.:
Ashgate, Dartmouth, 1998), pp. 86-87; Wouter Vandenhole, The Procedures before the UN
Human Rights Treaty Bodies: Divergence or Convergence? (Antwerpen: Intersentia, 2004), pp.
246-247, 260-261, 275, 289.

55) Attiya Abu Mansur et al v. Palestinian Authority, WGAD Decision No. 28/1995, Adopted on
13 September 1995, UN Doc. E/CN.4/1996/40/Add.1, p. 101; Shafiq Abd Al-Wahab v. Palestine,
WGAD Opinion No. 16/1998, Adopted on 16 September 1998, UN Doc. E/CN.4/1999/63/Add.1, p.
45; Youssef Al-Rai and Ashaher Al-Rai v. Palestine, WGAD Opinion No. 14/1999, Adopted on
15 September 1999, UN Doc. E/CN.4/2000/4/Add.1, pp. 65-67; Jaweed Al-Ghussein v.
Palestinian Authority, WGAD Opinion No. 31/2001, Adopted on 4 December 2001, UN Doc.
E/CN.4/2003/8/Add.1, pp. 44-46; Mohammad Abu-Shalbak v. Palestinian Authority, WGAD
Opinion No. 13/2010, Adopted on 7 May 2010, UN Doc. A/HRC/16/47/Add.1, pp. 76-79;
Mohammad Ahmad Mahmoud Soukyeh et al v. Palestinian Authority, WGAD Opinion No.
9/2011, Adopted on 3 May 2011, UN Doc. A/HRC/WGAD/2011/9.

56) 거꾸로 인도네시아의 국제법상 불법점령 중이던 동티모르 지역에서의 자의적 구금 사건에서 역시
실용적 차원에서 인도네시아를 해당국으로 지목한 사례로는 José Alexander (“Xanana”) Gusmao
v. Indonesia, WGAD Opinion 12/1999, Adopted on 21 May 1999, UN Doc. E/CN.4/2000/4/Add.1,
pp. 58-61. See also Francisco Miranda Branco, et al. v. Indonesia, WGAD Decision 36/1996.
단, WGAD 작업방법 제15조는 개인청원을 해당국의 駐제네바 유엔 상주대표에게 전달할 것을 규
정하기 때문에 상주 대표부가 없는 非회원국은 전달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 소말리아로부터 독립을
선포하여 사실상 국가(de facto state)인 소말릴란드 정부에 대한 개인청원이 소말리아 정부에 전달
되어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사건이 2건 있었다. Salad Mohamed v. Somalia, WGAD Opinion
No. 38/2016, Adopted on 26 August 2016, UN Doc. A/HRC/WGAD/2016/38; Aadan v. Somalia,
WGAD Opinion No. 51/2016, Adopted on 23 November 2016, UN Doc. A/HRC/WGAD/2016/51.
이런 경우, 유엔 인권특별절차들은 개인진정을 예멘 후티 반군 정부, 北키프로스, 트란스니스트리
아, 소말릴란드, 가자 하마스 정부 등에 직접 전달하는데, WGAD도 실질적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다른 적절한 외교 채널로도 서한 전달을 허용할 수 있도록 작업방법 제15조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
직하여 보인다. OHCHR, Communications reports of special procedures, available at
http://www.ohchr.org/EN/HRBodies/SP/Pages/CommunicationsreportsSP.aspx (Accessed 1 March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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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이 아니어도 자의적 자유 박탈에 해당되면 개인진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또한,

WGAD는 국내구제수단의 완료를 요구하지 않는데, 긴 재판 중의 구금 자체가 자의적 자유

박탈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WGAD는 해당 인물과 사실이 동일한 사건이 시민·정치권

위원회(HRC)처럼 개별 사건을 다루는 기능을 가진 인권기구에 “이미 회부되었으면(has

already been referred)” 그 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0

년 WGAD는 이미 HRC에 계류 중이었던 Arredondo 사건을 HRC에 이첩했다.57) WGAD는

국내구제수단 완료 요건이 없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WGAD, 재판이 종료된

사건은 HRC에서 다루는 식의 역할 분담이 가능할 것이며, 실제로 WGAD의 자의적 구금

판정 이후, HRC에서 다시 권리 침해가 인정된 사례들이 있다.58) 한편, WGAD는 미주인권

재판소에 회부되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 제1991/42호에서 부여된

WGAD의 특정 임무에 관련된 진정이라는 이유로 심사를 계속하여 자의적 구금 판정을 내

리는 경우도 있다.59) 이렇듯 WGAD는 중복 진정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의

57) Methods of work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UN Doc. A/HRC/36/38, 13
July 2017, para. 33(d); Arredondo v. Peru, WGAD Opinion No. 4/2000, Adopted on 16 May
2000, UN Doc. E/CN.4/2001/14/Add.1, pp. 61-62, paras. 9-10; Arredondo v. Peru, HRC
Communication No. 688/1996, Adopted on 14 August 2000, UN Doc. CCPR/C/69/D/688/1996 (14
August 2000), para. 10.2. 이는 ICCPR 선택의정서 제5조 제2항 (a)호에 규정된 HRC의 접수적격
조건과 유사하지만 HRC는 동일한 사안이 다른 국제 조사 또는 해결 절차에서 “심의하고 있지 않
을(is not being examined)” 것만을 요구하여 다른 절차에서 이미 심사가 종료되었을 경우, HRC에
개인진정이 가능하다. 한편, ICCPR 선택의정서 당사국 중 오스트리아는 유럽인권위원회 및 재판소
에서 이미 심사를 받은 사안은 HRC에서 심사할 수 없다는 유보를 했으며, 다른 많은 유럽 국가들
(크로아티아, 덴마크,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몰타, 노르웨이, 폴
란드, 몰도바,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터키)이 다른 국제 절차에서 이미 심사한 사안
을 HRC에서 심사할 수 없다는 유보를 했다. 엘살바도르, 스리랑카, 우간다 또한 이미 다른 국제절
차에서 심사된 사안을 HRC에서 심사할 수 없다는 유보를 했다. UNTC,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New York, 16 December 1966, available at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IND&mtdsg_no=IV-5&chapter=4&lang=en
(Accessed on 11 November 2017).

58) Rodley, Nigel S.,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Its Special Procedures,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Treaty Bodies: Complementarity or Competition?” in Kevin Boyle (ed.),
New Institutions for Human Rights Protection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 64. 실제 사례로는 Al Rabassi v. Libya, WGAD Opinion No. 27/2005, Adopted on 30
August 2005, UN Doc. E/CN.4/2006/7/Add.1, pp. 76-78; Al-Rabassi v. Libya, HRC
Communication No. 1860/2009, Adopted on 18 July 2014, UN Doc. CCPR/C/111/D/1860/2009,
para. 6.2 [리비아]; Bialatski v. Belarus, WGAD Opinion No. 39/2012, Adopted on 31 August
2012, UN Doc. A/HRC/WGAD/2012/39; Belyatsky v. Belarus, HRC Communication No.
2165/2012, Adopted on 24 October 2014, UN Doc. CCPR/C/112/D/2165/2012, para. 7.2 [벨라루스];
Eligio Cedeño v. Venezuela, WGAD Opinion No. 10/2009, Adopted on 1 September 2009, UN
Doc. A/HRC/13/30/Add.1, pp. 172-179; Eligio Cedeño v. Venezuela, HRC Communication No.
1940/2010, UN Doc. CCPR/C/106/D/1940/2010, para. 6.2 [베네수엘라]; Madani and Benhadj v.
Algeria, WGAD Opinion No. 28/2001, Adopted on 3 December 2001, UN Doc.
E/CN.4/2003/8/Add.1, pp. 32-37; Madani v. Algeria, HRC Communication No. 1172/2003,
Adopted on 28 March 2007, UN Doc. CCPR/C/89/D/1172/2003, paras. 2.7 and 7.2 [알제리]. 구금
중에 석방되어 WGAD에서는 판정이 보류되었다가 HRC에서 권리 침해가 인정된 경우도 있다.
Aboufaied v. Libya, HRC Communication No. 1782/2008, Adopted on 21 March 2012, UN Doc.
CCPR/C/104/D/1782/2008, para. 6.2. WGAD가 구금 처우의 조건에 대한 권한이 없어서 각하되었
다가 HRC에서 비인도적 구금 조건이 인정된 사건도 있다. Pasini Beltrán and Cabal Peniche v.
Australia, WGAD Opinion No. 15/2001, Adopted on 13 September 2001, UN Doc.
E/CN.4/2002/77/Add.1, pp. 74-77; Cabal and Pasini v. Australia, HRC Communication No.
1020/2001, Adopted on 7 August 2003, UN Doc. CCPR/C/78/D/1020/2001, paras. 4.2 and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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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구금에 전문화되어 다른 인권기구에서 심사하는 사건과 사안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WGAD는 개인진정을 전달받은 해당국 정부가 60일 이내에 답변(reply)을 보

내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측 요청이 있으면 WGAD는 최대 1개월까지 기한을 연장

해줄 수 있으며, 정부측 답변을 “소식통(source)”한테 전달해서 추가 논평(further

comments)을 받아 심의 결론을 내리는 신속한 방식을 택하고 있다.60) 이는 국제인권조약

이행감독기구의 개인진정 절차에서 통상 해당국 정부가 6개월내로 답변할 것을 규정한 것에

비해 빠른 진행이라 할 수 있다.61) WGAD는 또한 해당국 정부가 답변 제출 기한을 준수하

지 않은 경우, WGAD가 내리는 의견의 재심(review of opinions)을 청구할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62) 이렇듯 WGAD의 준사법적 개인진정 절차는 유엔 다수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피

해자 구제 유리한 유엔 인권특별절차의 전통적 절차 규칙을 채용하고 있다.

V.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에 의한 신체의 자유 규범 발전

WGAD는 개인진정 절차에서 유연한 절차규칙을 채택하고 있지만 신체의 자유 규범의 중

요한 해석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ICJ가 시민·정치권 위원회(HRC)

의 국제규약 해석에 법적으로 구속받지는 않지만 국제규약의 적용 감독을 위해 설립된 독립

기구로서 HRC의 결정례와 일반논평에 무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63) 같은

기준으로 WGAD는 유엔헌장상 자의적 구금 관련 사건에 대하여 법과 사실에 입각한 판단

을 내리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므로 WGAD의 신체의 자유 해석 및 적용은 존중받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준)사법적 기능을 가진 주요 인권기구들은 WGAD의 결정례에 상당한 무게를 부

59) Martín del Campo Dodd v. Mexico, WGAD Opinion No. 9/2005, Adopted on 25 May 2005, UN
Doc. E/CN.4/2006/7/Add.1, pp. 36-38, para. 7. 이 사건에서 인용된 다른 WGAD 사건들에서는 미
주 인권재판소에 회부된 사건을 WGAD가 특별한 설명 없이 다시 심사하였다. Berenson v. Peru,
WGAD Opinion No. 26/1998, Adopted on 3 December 1998, UN Doc. E/CN.4/2000/4/Add.1, pp.
12-13; Gallardo v. Mexico, WGAD Opinion No. 28/1998, Adopted on 3 December 1998, UN Doc.
E/CN.4/2000/4/Add.1, pp. 17-19, paras. 8 and 11. WGAD는 미주인권재판소에서 재판이 진행 중
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이미 석방되었음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자의적 구금 판정을
내린 경우도 있다. García Cruz and Sánchez Silvestre v. Mexico, WGAD Opinion No. 21/2013,
Adopted on 27 August 2013, UN Doc. A/HRC/WGAD/2013/21, paras. 26-27, 29. Cf. Bressan
Anzorena & Tello Ferreyra v. Argentina, WGAD Opinion No. 2011/52, Adopted on 17
November 2011, UN Doc. A/HRC/WGAD/2011/52, paras. 25-45.

60) Methods of work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UN Doc. A/HRC/36/38, 13
July 2017, para. 15. 처음에 WGAD는 답변 기한을 3개월로 했었다. “Methods of work of the
Working Group”, para. 10 in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21 January
1992, UN Doc. E/CN.4/1992/20, para. 13. WGAD는 UNCHR 결의 제1997/50호에 따라 해당국이
이유를 제시하면 최대 2개월 연장해줄 수 있다고 작업방법을 개정했다가 2009년 다시 작업방식을
개정하면서 해당국이 개인청원에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하고 이유를 제시하면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었다.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19
January 2011, UN Doc. A/HRC/16/47, Annex, paras. 15-16.

61) 유일하게 1966년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4조 제6항이 당사국의 3개월내 답변을 규정하고 있다.
62) Methods of work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UN Doc. A/HRC/36/38, 13
July 2017, para. 21(c).

63) Ahmadou Sadio Diallo Case (Republic of Guinea v.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Merits,
Judgment, ICJ Reports 2010, pp. 663-664, para.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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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경우가 많다. 2011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럽인권협약에서 보호받

는 인권으로 인정한 Bayatyan 판결에서 HRC, 미주인권재판소 등과 함께 WGAD의 결정례

를 언급하면서 특히 WGAD가 2000년 초반까지는 국제법상 양심적 병역거부가 보장되지는

않지만 반복처벌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만 판단했던 반면에 2008년 Savda 사건에

서 HRC 결정례를 인용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국제법상 보호받는 권리로 확인한 점에 주

목했다.64) HRC도 2014년 Young-kwan Kim 사건에서 WGAD 결정례를 인용하여 양심의

자유 행사에 따른 구금은 자의적이라는 청원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구금이 ICCPR 제9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65) HRC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

해된 구금은 자의적 구금에 해당된다는 WGAD 결정례를 인용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우도 있다.66) HRC 등이 동일한 사건이 WGAD 진정 절차가 진행 중이면 중복 청원으로

간주하여 수리를 거부하는 것도 WGAD의 준사법절차를 인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67)

실용적 문제해결을 중시하는 WGAD는 유엔 결의의 모호성을 활용하여 자의적 신체자유

박탈의 방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용이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가진 자의적 자유 박탈의 정

의 및 참조 규범을 채택하고 있다.68) 2017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WGAD 작업방법(methods

64) Bayatyan v. Armenia, Application no. 23459/03,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7 July 2011,
para. 65; Ülke v. Turkey, WGAD Opinion No. 36/1999, Adopted on 2 December 1999, UN Doc.
E/CN.4/2001/14/Add.1, pp. 53-55, paras. 8-11; Kaminer, Maor, Bahat and Ben-Artzi v. Israel,
WGAD Opinion No. 24/2003, Adopted on 28 November 2003, UN Doc. E/CN.4/2005/6/Add.1, pp.
18-22, paras. 27-31; Savda v. Turkey, WGAD Opinion No. 16/2008, Adopted on 9 May 2008,
UN Doc. A/HRC/10/21/Add.1, pp. 139-147, paras. 35-39, 43.

65) Young-kwan Kim et al. v. ROK, HRC Communication No. 2179/2012, Adopted on 15 October
2014, UN Doc. CCPR/C/112/D/2179/2012, paras. 3.2 and 7.5.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제기
한 이전의 네 사건에서는 ICCPR 제18조 위반만이 주장되었다. Yeo-Bum Yoon and Myung-J in
Choi v. ROK, HRC Communications Nos. 1321/2004 and 1322/2004, Adopted on 3 November
2006, UN Doc. CCPR/C/88/D/1321-1322/2004, para. 8.3; Eu-min Jung et al. v. ROK, HRC
Communication No. Communications Nos. 1593 to 1603/2007, Adopted on 23 March 2010, UN
Doc. CCPR/C/98/D/1593-1603/2007; Min-Kyu Jeong et al. v. ROK, HRC Communication No.
1642-1741/2007, Adopted on 24 March 2011, UN Doc. CCPR/C/101/D/1642-1741/2007; Jong-nam
Kim et al. v. ROK, HRC Communication No. 1786/2008, Adopted on 25 October 2012, UN Doc.
CCPR/C/106/D/1786/2008. 이에 앞서 2007년 HRC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제
32호에서 WGAD의 결정례를 인용하여 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반복 처벌
은 일사부재리 원칙의 위반이라 해석한 바 있다. HRC General Comment No. 32, Article 14: Right
to equality before courts and tribunals and to a fair trial, UN Doc. CCPR/C/GC/32, 23 August
2007, para. 55.

66) Fernando v. Sri Lanka, HRC Communication No. 1189/2003, Adopted on 31 March 2005, UN
Doc. CCPR/C/83/D/1189/2003, paras. 3.3 and 9.2.

67) HRC는 WGAD에서 결정을 내렸던 사건들에 대한 수리적격의 판단에서 이미 WGAD 절차가 끝났
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하여 아직 WGAD 개인진정 절차에 계류 중이었다면 ICCPR 선택의정서 제
5조 제2항 (a)호에 따라 수리를 거부했을 것임을 시사했다. Al Rabassi v. Libya, WGAD Opinion
No. 27/2005, Adopted on 30 August 2005, UN Doc. E/CN.4/2006/7/Add.1, pp. 76-78; Al-Rabassi
v. Libya, HRC Communication No. 1860/2009, Adopted on 18 July 2014, UN Doc.
CCPR/C/111/D/1860/2009, para. 6.2 [리비아]; Bialatski v. Belarus, WGAD Opinion No. 39/2012,
Adopted on 31 August 2012, UN Doc. A/HRC/WGAD/2012/39; Belyatsky v. Belarus, HRC
Communication No. 2165/2012, Adopted on 24 October 2014, UN Doc. CCPR/C/112/D/2165/2012,
para. 7.2 [벨라루스]; Eligio Cedeño v. Venezuela, WGAD Opinion No. 10/2009, Adopted on 1
September 2009, UN Doc. A/HRC/13/30/Add.1, pp. 172-179; Eligio Cedeño v. Venezuela, HRC
Communication No. 1940/2010, UN Doc. CCPR/C/106/D/1940/2010, para. 6.2 [베네수엘라].

68) 유엔 결의는 “자의적 구금”이나 “자의적 자유의 박탈”의 정의를 제시하지 않으며, “자의적으로 또
는 달리 세계인권선언이나 해당국이 수락한 관련 국제법률문서에 제시된 관련 국제기준과 일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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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work)에서는 5개의 법적 유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a) (형 만료 후에도 또는 적용되는 사면법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금을 유지하는

경우처럼)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근거(legal basis)도 원

용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유형 I);

(b) 자유의 박탈이 세계인권선언 제7조, 제13조-제14조, 제18조-제21조, 그리고 당

사국에 한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제18조-제19조,

제21조-제22조, 제25조-제27조에 의하여 보장되는(guaranteed) 권리들 또는 자유

들의 행사로부터 초래된 경우(유형 II);

(c) 세계인권선언 및 관련국이 수락한 관련 국제문서(international instruments)에

확립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련된 국제규범의 완전한 또는 부분적 미준수

(total or partial non-observance)가 자유의 박탈에 자의적 성격(arbitrary

character)을 부여하기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경우(유형 III);

(d) 망명 신청자, 이민자 또는 난민이 행정 또는 사법 심사나 구제의 가능성이 없

는 연장 행정구류(prolonged administrative custody)에 처해진 경우(유형 IV);

(e) 자유의 박탈이 인간의 동등함을 무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거나 이를 초래할 수

있는 출생; 민족적, 종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national, ethnic or social origin); 언

어; 종교; 경제적 조건(economic condition); 정치적 또는 그 외의 의견(political or

other opinion); 젠더(gender);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장애(disability) 또는

그 외의 지위에 근거한 차별이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유형 V).69)

지 않게 부과된 자유의 박탈(deprivation of liberty imposed arbitrarily or otherwise inconsistently
with the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set forth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or in the relevant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accepted by the States concerned)”를
WGAD의 조사대상으로 규정할 뿐이다. UNHRC resolution 6/4. Arbitrary detention, 28 September
2007, para. 1(a). 1991년 WGAD를 창설한 UNHRC 결의 제1991/42호 또한 “자유의 박탈
(deprivation of liberty)” 대신에 “구금(deten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UNCHR resolution 1991/42. Question of arbitrary detention, 5 March 1991, para. 2. 적용 규범도
前文에서 세계인권선언 제3조, 제9조, 제10조, 제29조와 다른 관련 규정들을 재확인하고, 시민·정치
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부터 제11조, 제14조부터 제22조를 상기할 뿐이다. UNHRC
resolution 33/30. Arbitrary detention, 7 October 2016. UNCHR 결의 제1991/42호 및 제1992/28호
의 前文은 “세계인권선언 제3조, 제9조, 제10조와 다른 관련 규정들을 재확인한다”고만 했으나,
UNCHR 결의 제1993/36호부터는 추가로 세계인권선언 제29조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
약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부터 제22조를 명시하고 있다. 이유는 확실하지 않으나 UNCHR
결의 제2005/28호만은 세계인권선언 제5조(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나 처벌)도 인용하고 있다. UNCHR resolution 2005/28, 19 April 2005.

69) “(a) When it is clearly impossible to invoke any legal basis justifying the deprivation of
liberty, as when a person is kept in detention after the completion of his or her sentence or
despite an amnesty law applicable to him or her (category I);
“(b) When the deprivation of liberty results from the exercise of the rights or freedoms
guaranteed by articles 7, 13-14 and 18-21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insofar as States parties are concerned, by articles 12, 18-19, 21-22 and 25-27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ategory II);
“(c) When the total or partial non-observance of the international norms relating to the right to
a fair trial, establish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in the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accepted by the States concerned, is of such gravity as to give the
deprivation of liberty an arbitrary character (category III);
“(d) When asylum seekers, immigrants or refugees are subjected to prolonged administ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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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WGAD 작업방법은 WGAD가 임무를 수행하면서 참조할 국제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열거적인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WGAD는

여기 명시되지 않은 다양한 국제문서들뿐만 아니라 지역인권기준들과 각국의 헌법 및 형법·

형사절차법까지 자유롭게 인용하고 있다.

7. 실무그룹의 임무는 자의적으로 부과된 자유의 박탈 사건들(cases of deprivation

of liberty imposed arbitrarily)을 조사하는 것이다.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실

무그룹은 세계인권선언뿐만 아니라 해당국에 의하여 수락된(accepted by the

States concerned) 관련 국제문서들(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특히 시

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1967년 난

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페에 관한 국제협약에 제시된

관련 국제기준들(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그리고 적절한 경우, 다음을 포

함한 여타 관련 기준들(any other relevant standards)을 참조한다: (a) 아동의 권

리에 관한 협약; (b)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c)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

제협약; (d)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e) 어떠한 형태이든 구금 또는 수감 중

인 모든 사람의 보호에 관한 원칙 모음; (f) 수감자의 대우에 관한 유엔 표준최소

규칙(넬슨 만델라 규칙); (g)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유엔규칙; (h)

소년사법 운영에 관한 유엔 최저기준규칙(베이징 규칙); (i)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이 법원에서 수속을 밟을 권리에 관한 구제 및 절차에 관한 기본 원칙 및 지

침.70)

custody without the possibility of administrative or judicial review or remedy (category IV);
“(e) When the deprivation of liberty constitute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on the grounds
of discrimination based on birth, national, ethnic or social origin, language, religion, economic
condit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gender, sexual orientation, disability, or any other status,
that aims towards or can result in ignoring the equality of human beings (category V).”
Methods of work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UN Doc. A/HRC/36/38, 13 July
2017, para. 8. 이는 2010년 개정 작업방법의 정의 이후 대동소이하다. “Revised methods of work
of the Working Group” in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19 January
2011, UN Doc. A/HRC/16/47, Annex, para. 8.

70) “7. The mandate of the Working Group is to investigate cases of deprivation of liberty
imposed arbitrarily. In the discharge of its mandate, the Working Group refers to the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set forth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s well as to
the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accepted by the States concerned, in particula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of 1951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of1967,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when appropriate, any
other relevant standards, including the following:
“(a)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b)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c)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e) The 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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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점은 자의적 신체자유의 박탈에 대한 조사라는 제한된 임무권한 때문에 WGAD

자체가 자의적 구금을 실용적으로 넓게 해석할 제도적 유인이 있다는 것이다. WGAD는 모

든 유엔 회원국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처럼 非회원국으로부터도 개인진정이 가능하지만 다

양한 인권침해 중 자의적 구금(arbitrary detention)에 대해서만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WGAD의 공식적 권한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의 이행감독기구인 시

민·정치권 위원회(HRC)의 권한을 장소적 및 물적 접수적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아래의 표

와 같은데, 특히 ICCPR 선택의정서 非당사국의 인권 침해나 非ICCPR 권리의 침해는

WGAD에서만 개인 진정이 가능하므로 WGAD는 개인 구제를 위해 자의적 구금을 확대해

석하고 다른 권리의 침해까지 가급적 확인하는 것이 놀랍지 않다.71)

<표 5.1> WGAD와 HRC의 접수적격 비교

이렇게 5가지 법적 유형들(legal categories)로 구성된 자의적 자유 박탈의 정의, 그리고

다양한 참조 문서들은 준사법적 절차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를 더 탄탄하게 해주

고, 법의 미비로 명백한 자의적 구금이 책임을 피해갈 가능성을 줄여준다. 특히, 유형 I이

애초에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통적 의미의 불법적 구금을 가리킨다면 나머지는 구금의

Imprisonment;
“(f) The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the Nelson
Mandela Rules);
“(g) The 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
“(h) The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the Beijing Rules);
“(i) The United Nations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Remedies and Procedures on the
Right of Anyone Deprived of Their Liberty to Bring Proceedings Before a Court.”
Methods of work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UN Doc. A/HRC/36/38, 13 July
2017, para. 8. 2017년 WGAD가 새로 채택한 작업방법은 1967년 난민지위에 의정서, 1984년 고문방
지협약, 2006년 장애인권리협약이 추가되었다.

71) 유사하게 1980년 유럽인권재판소는 법원 명령으로 외딴 섬의 2.5km2 남짓한 지역에 유폐된 마피
아단원이 제기한 Guzzardi v Italy 사건에서 11-7 표결로 유럽인권협약 제5조상 신체의 자유 위반
이라 판결했는데, 원래 유럽인권협약은 이동의 자유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이탈리아가 이동의 자
유를 보장하는 제4의정서를 1982년에야 비준했기 때문에 유럽인권협약 제5조를 넓게 해석했을 가
능성이 크다. ECtHR, Guzzardi v Italy, Application no. 7367/76, 6 November 1980; David Harris
& Michael O'Boyle, Law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3rd ed. (Oxford, United
Kingdom: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 290. 즉, 관할권의 제약 때문에 발생하는 절차적 제
약을 피하기 위해 신체의 자유에 관한 정의라는 실체적 규범을 확장했다고 볼 수 있다.

ICCPR-OP 당사국 ICCPR-OP 非당사국

자의적 구금
WGAD

HRC
WGAD

자의적 구금이 동반된

ICCPR 권리의 침해

WGAD

HRC
WGAD

자의적 구금이 동반된

非ICCPR 권리의 침해
WGAD WGAD

자의적 구금이 동반되지 않은

ICCPR 권리의 침해
HRC X

자의적 구금이 동반되지 않은

非ICCPR 권리의 침해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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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성(arbitrariness)에 주목하여 유형 II가 시민·정치권 행사를 탄압하기 위한 구금, 유형

III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반한 구금, 유형 IV가 외국인의 장기 행정구금, 유형 V

는 국제법상 불법적 차별에 기인한 구금을 포괄하는 “광의의 자의적 구금(arbitrary

detention lato sensu)”72)을 형성한다. 물론 5가지 법적 유형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실제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WGAD는 준사법적 개인진정 절차에서 종종 편의적

으로 진정인이 여러 유형의 해당을 주장하고 사실관계가 이를 뒷받침하는 경우에도 한 유형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다른 유형의 해당 여부를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

다.73) 이는 해당국에 의한 자의적 구금을 확인했다는 의미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자의적 구

금에 대한 세부적 기준을 제시하는 WGAD의 기능에는 충실하지 못 하다고 할 수 있다.

WGAD 작업방법은 법적 유형 I의 예로 형 만료 후에도 계속 구금되거나 사면법이 적용

되는 데도 계속 구금되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WGAD는 법원이 석방 명령을 내렸음에

도 구금이 계속되는 경우도 유형 I로 간주한다.74) 국내법상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규정의

규정에 위배된 국회의원의 구금도 ICCPR 제9조 제1항 위반으로 유형 I에 해당한다.75) 이

외에도 ICCPR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체포시에 체포이유와 피의사실을 통보받지 못하

거나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금 후 법관에게 신속히 회부되거나 재판 중 보석이 허용

되지 않는 경우, 제9조 제4항의 사법적 인신보호절차가 부정되는 경우에도 신체자유의 박탈

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비밀 구금시설에서 장기간 가족이나 변호

인과의 교신이 끊긴 연락차단상태 구금(incommunicado detention)은 특히 중대한 자의적 구

금으로 WGAD는 구금의 이유, 피의사실 등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유형 I에 해당되는 것

으로 해석하고 있다. 연락차단상태 구금은 구금 여부나 장소는 물론이고 생사 여부도 밝히

기를 거부하는 강제실종(enforced disappearance)에도 해당할 수 있다.76)

유형 II에 속하는 자의적 구금은 세계인권선언과 ICCPR에 규정된 주요 기본적 인권의 행

사에 따른 구금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정법에 규정된 국내 형사절차에 따라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으로 구금을 하여 유형 I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유형 II에는 해당될 수 있다. 아래 표

와 같이 유형 II은 이동의 자유, 비호권,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의견·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정치 참여권, 법 앞의 평등, 소수자 권리 행사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77)

<표 5.2> 유형 II에 규정된 주요 인권 조항들

72) WGAD, Deliberation No. 9 concerning the definition and scope of arbitrary deprivation of
liberty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 WGAD, 2013 Report, 24 December 2012,
A/HRC/22/44, para. 63.

73) Al-Maidan v Bahrain, WGAD Opinion No. 1/2014; Chen Kegui v China, WGAD Opinion No.
2/2014; Mvogo v Canada, WGAD Opinion No. 15/2014; Ngoy v DRC, WGAD Opinion No.
16/2014.

74) Al Abadi v. Egypt, WGAD Opinion No. 22/2007, Adopted on 22 November 2007, UN Doc.
A/HRC/10/21/Add.1, pp. 22-26, para. 30.

75) al-Alwani v. Iraq, WGAD Opinion No. 36/2017, paras. 79-87.
76) 이 경우,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이나 강제실종위원회(CED)에 개인진정을
할 수도 있지만 WGEID는 준사법적 절차를 택하지 않았고, CED는 개인진정이 협약 당사국으로
제한되고 사전에 국내 사법기관을 통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77) 유형 II에 규정된 권리들은 1991년 9월 WGAD가 제1회기에 채택한 작업방법 이래 변동이 없는데,
왜 이들 권리가 명기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21 January 1992, UN Doc. E/CN.4/1992/20, pp.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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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위 권리들의 행사는 다른 사람의 권리 보호, 공공질서 등 정당한 제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법률유보의 원칙뿐만 아니라 제한의 필요성 및 비

례성을 면밀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WGAD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

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4가지 잣대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78) 유형 II에 속하는

사건들 중에는 표현의 자유 행사에 따른 자의적 자유박탈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데 왜 WGAD 작업방법의 유형 II에 명기된 권리의 행사에 따른 구금만을 자의적 구

금으로 보는지 이유는 분명하지가 않다. 예를 들어, 시민·정치권 중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세계인권선언 제10조와 ICCPR 제14조 제1항은 통상 재판 청구권(right of

access to courts)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79) 재판 청구권을 행사하여 권력자를 제소

했다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구금되거나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ICCPR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항소할 권리를 행사하였다가 역시 괘씸죄로 구금 기간이 연장되는 경

우를 상정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6조 및 ICCPR 제23조의 가족을 구성할 권리의 경

우, 혼인을 강요하거나 막기 위하여 또는 이혼을 종용하기 위하여 구금에 처하는 경우가 있

다.80) 북한의 경우, 배우자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면 이혼을 통하여 연좌제의 적용을 피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ICCPR 및 ICESCR 제1조에 규정된 자결권(right of

self-determination)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자치권 확대를 주장하는 단체에 기부를 하거나 장

소를 대여하는 행위 등은 세계인권선언 제21조 및 ICCPR 제22조의 결사의 자유나 세계인

권선언 제21조 및 ICCPR 제25조의 정치 참여권, ICCPR 제27조의 소수자 권리의 행사에 포

함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제7조의 재산권 등 경제·사회권의 행사가 전혀 언

급이 되지 않은 것도 자유권과 사회권의 불가분성을 생각하면 의외라 할 수 있다. 이를 시

정하기 위하여 작업방법상 유형 II의 인용된 세계인권선언 및 ICCPR 조항들을 열거규정이

아니라 예시규정으로 바꾸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WGAD 작업방법에서 유형 III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중대한 침해에 따른 신체자

유의 박탈을 가리키는데, WGAD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78) Al Balouchi v. Oman, WGAD Opinion No. 94/2017, Adopted on 24 November 2017, UN Doc.
A/HRC/WGAD/2017/94, paras. 60, 63 & 64; Salman v. UAE, WGAD Opinion No. 58/2017,
Adopted on 24 August 2017, UN Doc. A/HRC/WGAD/2017/58, paras. 48 & 49.

79) HRC, General Comment No. 32, para. 9.
80) 1998년 WGAD는 이슬람교도와 非이슬람교도의 혼인을 금지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UAE 이슬람
여성과 결혼하려던 레바논 기독교 남성이 체포되어 기소된 사건에서 세계인권선언 제16조 위반 판
정을 내렸다. Ghaled v. UAE, WGAD Opinion No. 2/1998, Adopted on 13 May 1998, UN Doc.
E/CN.4/1999/63/Add.1, 9 November 1998, pp. 6-8.

UDHR ICCPR
이동의 자유 제13조 제12조
비호권 제14조 X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제18조 제18조
의견·표현의 자유 제19조 제19조
집회의 자유

제20조
제21조

결사의 자유 제22조
정치 참여권 제21조 제25조
법 앞의 평등 제7조 제26조
소수자 권리 X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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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81)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이의 회색 지대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구금 중에 변호인 접견 차단은 1988년 구금·수감 중 보호 원칙 모음의 위반인데, 이것이 구

금 자체를 불법으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구금의 조건을 위반한 것에 그치는지는 모호하

다. 유형 III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구금 상태로 고문, 학대나 협박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하는 등 ICCPR 제14조 형사 피고인의 권리를 위반하는 것이다. 특히,

비밀구금의 경우에 일반적 적법절차가 위반되기 때문에 추후 재판 자체는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되더라도 유형 III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대부분의 고문 및 학대는 단순히 가학적

목적이 아니라 형사재판을 위한 자백의 확보이기 때문에 구금 중의 고문·학대 문제가 많이

언급될 수밖에 없다.

한편, 대부분의 구금이 형사 사법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데 반하여 유형 IV에 속하는

망명 신청자, 난민, 이주민의 경우, 보통 추방의 전단계로 행정절차를 통한 구금이 대부분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1990년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의 저조한 비준 건수에서 볼 수 있듯이 정

치적 동기가 아닌 경제적 동기에 따른 이주는 국제 인구이동의 절대 다수를 차지함에도 개

발도상국인 인력 송출국은 관심을 갖지만 정작 인권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로부터는 외

면 받기 쉬운 사안이다. 이렇듯 인권조약이나 이행감독기구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

방에서도 전문성과 권위를 인정받는 WGAD의 결정례는 이주민의 인권보호 및 관련 규범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끌으로 WGAD 작업방법의 유형 V는 1945년 유엔헌장과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국제법상 차별금지원칙을 구금 문제에 적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유형 II와 겹치는 경우

도 있지만 유형 II에서와 같이 적극적 권리 행사에 따른 구금이 아니라 단순히 특정 집단에

속하거나 특정 종교나 정견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적으로 구금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즉, 본인의 언행이 아니라 소속집단이나 출신성분에 따른 연좌제(guilt by association)

가 유형 V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유형 V에 명기된 “정치적 또는 그 외의 의견(political or

other opinion)”을 이유로 한 차별에 따른 구금의 경우, 유형 II에서 세계인권선언 제21조나

ICCPR 제25조의 정치 참여권 행사에 따른 구금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모호할 수 있다. 유형

II에 따른 정치활동으로 구금이 된 경우,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적 구금에 해당한다

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적극적으로 정치적 견해를 개진하지 않았음에

도 단순히 특정 정치인과 같이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극단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혼동하거나

허위 자백에 의하여 특정 정파에 속한 것으로 분류되어 구속되는 사례도 있는데, WGAD는

이러한 경우에 유형 V를 적용한다.82)

VI. 결론

위에서 살펴봤듯이 WGAD는 유엔 인권특별절차와 국제인권조약 이행감독기구의 장점을

81) 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The right to a
fair trial: Current recognition and measures necessary for its strengthening: Final report
prepared by Mr. Stanislav Chernichenko and Mr. William Treat, UN Doc. E/CN.4/Sub.2/1994/24,
3 June 1994, p. 53, paras. 169-171. WGAD는 모든 국가로부터 개인진정을 접수할 수 있고, 국내
구제수단 완료 없이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지만 대신에 구금이 없는 재판의 경우, 관여할 권한이 없
는 한계가 있다. Id.

82) Al-Husseini and 18 others v. Iraq, WGAD Opinion No. 33/2017, Adopted on 27 April 2017,
UN Doc. A/HRC/WGAD/20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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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하여 효과적으로 개인보호 절차를 강화하고, 신체자유의 실체규범을 적극적으로 발전시

켜 왔다. 이러한 WGAD의 성과는 향후 인권 증진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

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크게 보면, 구금의 자의성뿐만 아니라 구금의 조건까지 다루는

방향으로의 WGAD 권한 확대, 다른 유엔 인권특별절차의 WGAD식 준사법적 개인진정절차

도입, 자의적 자유박탈 금지에 관한 WGAD 자체 법전화나 유엔 총회의 선언·조약 채택을

상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방안들은 정치적으로 실현되기 쉬운 것이 아니며, 학

문적으로 향후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한 과제이다.

2009년 2월 WGAD는 UNHRC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 WGAD가 아프리카 인권 및 인

민의 권리 위원회(ACHPR)의 감옥, 구금 여건 및 경찰활동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Prisons, Conditions of Detention and Policing)83)이나 미주인권위원회

(IACHR)의 신체자유가 박탈된 사람의 권리에 관한 보고관(Rapporteur on the Rights of

Persons Deprived of Liberty)84)처럼 구금 자체의 불법성과 자의성뿐만 아니라 구금의 여건,

즉 전세계 900만 명에 이르는 모든 피구금자의 인도적 대우를 받을 권리를 다룰 권한을 부

여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85) 이는 WGAD의 책무 범위를 대폭 확대시키며 조직의

성격 자체를 탈바꿈하는 것을 의미했다. WGAD는 2010년, 2011년, 2012년 연례보고서에서

이러한 권고를 반복했으나 유엔 UNHRC에서 호응이 없자 이후로 WGAD는 이를 언급하지

83) 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The Special Rapporteur on Prisons,
Conditions of Detention and Policing in Africa, available at
http://www.achpr.org/mechanisms/prisons-and-conditions-of-detention (Accessed 11 November
2017).

84)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apporteurship on the Rights of Persons
Deprived of Liberty, available at http://www.oas.org/en/iachr/pdl/default.asp (Accessed 1
October 2017).

85) “42. It is estimated that many of the 9 million people who are currently imprisoned worldwide
suffer from violations of their human rights. Article 10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establishes that “all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shall be treated with
humanity and with respect for the inherent dignity of the human person”, but reality looks
different in some parts of the world.
...
“48. ... [A]t present there appears to be no special procedures mandate that could address the
full range of human rights enjoyed by detainees, and especially their right to rehabilitation,
which can potentially be violated while in detention. Certainly, there is no special procedure of
the Human Rights Council whose mandate provides for a global and comprehensive approach to
the protection of all human rights of all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In fact, a paradox
emerges: while important international standards such as the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and the Basic Princip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provide norms
and standards on the rights of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no mechanism which monitors
the compliance of these standards exists.
“49. Therefore, and due to the Working Group’s serious concern regarding the protection of this
vulnerable group, the Working Group has decided to formally propose to the Human Rights
Council an expansion of its mandate, to include the monitoring of State compliance with their
obligations concerning all human rights of detained and imprisoned persons. The mandates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prisons and conditions of detention in Africa of the 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as well as of the Rapporteurship on the rights of
persons deprived of liberty of the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might provide
some guidance as to the scope of such an extended mandate.”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16 February 2009, UN Doc. A/HRC/10/21,
paras. 42, 48, 49. See also Id. para.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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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86) 따라서 전세계 모든 피구금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는 기대하기 어려

워 보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계속적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87)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UNHRC)는 주제별 임무(thematic mandates) 44개, 국가별 임무

(country mandates) 12개 등 모두 56개의 유엔 인권특별절차를 운영하고 있다.88) 1991년

WGAD 출범 당시에 특별절차의 수가 한 자릿수였던 것을 감안하면 지난 20여 년간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93년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 이후로는 제

3세계 개발도상국들의 요구로 시민·정치권보다 경제·사회·문화권에 관한 특별절차가 대폭

늘었다.89) 이러한 유엔 인권특별절차의 급증은 국제인권조약의 이행감독기구가 10개에 머물

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러나 44개의 주제별 인권특별절차 중에 임무가 중복되는 데도

없지 않으며, 유엔 특별절차들의 난립으로 오히려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희석시키

는 부정적 효과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유엔 인권특별절차를 주요 임무영역별로

통폐합하고 WGAD와 같은 준사법적 개인진정 절차 같은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90) 이는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UNHRC) 출범과 함께 도입된 보편적 정례인권검

토(UPR)처럼 인권상황이 나쁠수록 개인진정절차를 수락하지 않는 인권조약 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193개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제인권기준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신체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고문이나 강제실종처럼 자의적 신체자유 박탈에 관한 국제인권

조약을 제정하는 것도 하나의 장기적 목표가 될 수 있다. 신체의 자유 규범은 ICCPR 제9조

에 세부 규정이 있지만 1개의 조항에 국제인권법에서 인정하는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고 보

기에는 어렵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체포시 요구되는 영장 요건 및 진술 거부권 고지, 영사

보호권, 인신보호 절차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등이 인정되고 있고, 이는 WGAD

및 다른 국제인권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하여 세부적 국제기준을

선언이나 조약으로 명시하는 것은 당사국의 이행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각국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새로운 기준과 규칙을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신체의 자유 협약이 체결되더라도 WGAD가 협약의 이행감독기구가 되는 것이 이상적일 것

이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결의로 당사국 정기이행보고서의 심사를 주요 기능으

로 하여 창립되었고, 지금도 ECOSOC에서 위원들을 선출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

한 국제규약(ICESCR)의 이행감독기구인 경제·사회·문화권 위원회(CESCR)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86)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18 January 2010, UN Doc. UN Doc.
A/HRC/13/30, paras. 52 and 94;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19
January 2011, UN Doc. A/HRC/16/47, para. 63;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26 December 2011, UN Doc. A/HRC/19/57, para. 79.

87) 물론 유엔 고문문제 특별보고관은 고문뿐만 아니라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한 조사 권한도 있기 때문에 구금의 조건에 대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겠지만 모든 열악
한 구금 조건이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더 심
각한 고문문제의 조사 임무가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쉽지 않다.

88) Special Procedure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vailable at
http://www.ohchr.org/EN/HRBodies/SP/Pages/Welcomepage.aspx (Accessed 1 March 2018).

89) Ted Piccone, Catalysts for Change: How the UN's Independent Experts Promote Human
Right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12), p. 14.

90) 그러나 각 유엔 인권특별절의는 이를 창설하고 후원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반발을 피하기 어렵
다. Id.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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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에 있어서 아동권리의 국제법적 보호

이경은

1. 논문1)의 의의

이 논문은 제목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제입양’이 야기하는 인권침해, UN 아동권리협약

에 담긴 ‘아동권리’에 대한 법리, ‘국제인권 규범의 국내 이행’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UN, EU, 헤이그국제사법회의 등에서 성립된 국제협약에 대한 연구, 이러한

국제규범이 각국 법제에 의해 국내에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을 담았다.

이와 함께 한국은 국제입양에 있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최장기간 최다 아동 ‘송출국’2)이

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다른 나라에 유래가 없는 60여년간 20만명 국제입양의 배후에 있는

법, 제도, 관행을 중점적으로 연구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적으로 국제입양과 관련된 법제에 관한 연구와 논의는 개별 국

가 차원에서 혹은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86 UN 『아동

의 위탁보호, 국내외 입양을 중심으로한,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 법적 원칙에 관

한 선언』, 1989 UN 『아동권리협약』, 1993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아동의 보호와 국제입양

에 있어서 협력에 대한 협약』, 1967 유럽평의회의 『유럽아동입양협약』 등이 대표적인 국

제규범이다.3) 그러나 이러한 법제연구 및 국제협약은 절대 다수가 서유럽과 북미대륙의 국

제입양 아동의 수령국의 시각과 입장에 기반하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남미와 동유럽 학자들

에 의한 송출국 시각의 연구 시도가 있기는 하였으나, 특히 송출국의 법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미약하기 그지없다.4)

정작 문제의 발단을 제공하는 송출국 법제에 대한 심층적 연구 없이는 위에 열거된 국제

협약에서 제시하는 당사국의 협약의무는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으므로, 송출국의 연구 참

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럼에도 송출국들의 상황이 가장 취약한 계층인 아동권리 보호

1) 이경은, 『국제입양에 있어서 아동권리의 국제법적 보호』,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7.
2) 국제입양은 보내는 나라와 받는 나라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아동의 이주가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난다. 

이에 국제적으로 각각 ‘sending country’와 ‘receiving country’로 통칭하고 있는 바, 한국에서는 
관련 논문에서 이 용어가 ‘송출국’과 ‘수령국’으로 번역되어 쓰이고 있다.

3) 이외에도 헤이그국제사법회의 1965 『입양에 대한 관할, 준거법, 재판승인에 대한 협약』, 미주기구 
1984 『아동입양에 관한 미주협약』, 2004 UN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
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등이 관련 국제규범을 형성하고 있다.

4) 송출국적 시각은 Jaffe, E.D., (ed.) Intercountry Adoptions : Laws and Perspectives of 
"Sending" Countries (Martitijus Nijhoff Publisher, 1995), Marre, D., & Briggs, L., (ed.) 
International Adoption: Global Inequality and the Circulation of Children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9), Chou, S., & Browne, K., "The Relationship Between Insitutuional 
Care and the International Adoption of Children in Europe", Adoption and Fostering, vol. 
32 (2008), pp.40-48, Hoshmand, L.T., Gere, S. & Wong, Y., "International Adoption and 
the Case of China; Implication of Policy, Theory, and Research for Psychoeducation and 
Counselling", Asian Journal of Counselling, vol. 13 (2006), pp.5-50, Iusmen, I., "The EU 
and International Adoption from Romania",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Policy and the 
Family, vol.27 (2013), pp.1-27. 등을 참조. 한국의 국제입양에 대해서는 입양인 출신인, 
Bergquist, K. J., Trenka, J.J., Prebin, E., Hubinette, T., 등의 저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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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현실적 이유에서 비롯된다고 일견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중

국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송출국이다. 특히 한국의 경

우는 수 십 년간 아동입양이 사적 주체와 소수의 민간 입양기관에 맡겨져 있어, 관련 법제

가 주류 법률 연구와 공공복지 정책연구 대상에서 조차 소외되는 이른바, ‘사회적 배제’

(social exclusion)가 일어난 대표적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송출국의 시각에서

해당 국가들의 가족법, 아동보호체계, 입양법제 등이 어떻게 국제협약 기준과 격차가 있는지

밝히고, 결국 이런 법제가 국제입양 아동의 공급처가 되게 만드는 원인임을 제시하고자 하

였다.5)

2. 현대 입양법의 형성과 산업화된 국제입양의 폐해

⑴ 아동보호제도로서의 ‘현대 입양법’의 형성6)

일반적 이해와 달리, 아동의 입양은 각 문화권에 보편적 현상이 아니었다. 로마법제와 중

국의 종법제가 대표적으로 주로 귀족가문의 가산 보존과 제사 봉사를 이어 갈 가장의 후손

이 없는 경우, 공식적인 입후절차를 통해 후계를 이을 수 있도록 하는 입양제도 (혹은 양자

제도)를 전통적 가족법제의 주요 요소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미법계에서는 이러한 입후

전통을 찾아볼 수 없으며, 이슬람 가족법인 “샤리아” (Shari'ah)에서도 어떠한 이유로든 혈

연으로 맺어진 부모 자식 관계를 변경하는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통적 가족법

제에서 입양은 문화권별로 보편적 제도가 아니었고, 전통적으로 입양제를 가지고 있는 법제

라 할지라도 이는 아동을 염두에 둔 제도가 아니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부모 없는 아동이 가정에서 보호받도록 새로운 부모 자식 관계를 법

적으로 형성해주는 아동보호를 위한 입양제도, 이른바 ‘현대 입양법’은 영미법계에서 그 기

원을 찾을 수 있다. Parens patriae jurisdiction (國親관할)이라고 하는, 국가가 아동의 보호

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친권에 개입하고 심지어 강제로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관할을 행사하

는 법리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동보호를 위해 친권을 박탈했다면 이를 대체할 가

정을 제공하는 게 국가의 아동보호 의무에 포함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원의 심

사와 판결에 의해 아동의 입양을 결정하는 최초의 성문법은 미국의 1851년 『매사츄세츠 입

양법』이라고 본다.

이러한 아동의 보호를 위한 ‘현대 입양법’은 전통적 입양제도와는 그 목적과 운영방식에

있어 근본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두 제도를 같은 제도로 논의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입양법에서는 아동의 입양적격 결정부터 입양의 최종 결정까지 법원의 판단

에 따르고, 입양 부모의 자격 역시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된다. 친부모의 입양동의가 아동의

5) Lee, K., "Hague Convention on Intercountry Adoption in Asian Pacific; Perspective of 
Sending Countries", in HCCH Asia Pacific Week 2017, (HCCH, 3rd-6th July 2017) 
pp.179-193. 동 발표에서 저자는 한국의 법제를 예를 들어, 출생등록, 친권개입, 아동보호법제, 입양
적격결정 절차 등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법제의 공백을 한국이 헤이그국제입양협약에 가입
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임을 설명하였다. 

6) 1980년대 후반부터 UN과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는 국제입양의 폐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약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면서, 전세계적 입양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는 J.H.A. van 
Loon, Report on Intercountry Adoption, (HCCH, Prel. Doc. No 1 of April 1990), UN, Child 
Adoption: Trends and Policies (2009), (ST/ESA/SER.A/292) 등의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Supra 
note 1, pp. 13-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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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관계의 변화를 야기하는 주요한 요건이 되며, 이 또한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된다. 특히

영미법계의 입양법은 완전입양 효력 만을 인정하는데, 이는 원래 친권관계가 완전히 종료되

고 새로운 입양부모와의 관계 만이 존재하는 법적 효력을 지닌다. 따라서 파양이라는 절차

나 효력은 이러한 법제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현대 입양법’의 주요 내용은 위에 제

시한 주요 국제규범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전통적 입양법제를 가진 로마법의 영향을 받

은 유럽일부 국가와 남미 국가, 중국 종법제의 전통을 가진 아시아 국가들이 이러한 협약

의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미는

즉, 아동보호체계에 있어서 법적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특히 현대 입양법과 아동보호법제 (child protection system)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황

에서 국제입양이 시작되고 60여년간 대규모로 유지되어온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다.

⑵ 제2차 세계대전이후 국제입양에 대한 유럽의 대응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아동 입양에 대한 법제도 생소한 상황에서 유럽과 미국 간 국

제입양이 대규모 발생하게 되었다. 유럽대륙 전체가 전쟁터가 되어 유래 없는 대규모 인명

살상이 벌어진 직후, 당장 양육자가 없이는 생존자체가 불가능한 아동들을 좀 더 피해가 덜

한 지역으로 이동시켜 양육하는데 합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로 미국의 1948

『Displaced Persons Act』와 1953, 1957 『Refugee Relief Act』를 개정하여 난민비자 쿼

터를 일정 요건의 전쟁고아들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7) 당시에는 유럽에 주둔한

미군과 군무원에 한해 입양부모 자격을 인정되었고, 이들이 개별적으로 현지 법에 따라 입

양 절차를 마친 후, 비자 쿼터를 배정받아 미국으로 아동을 입국시킨 후 예비 양부모의 관

할 주법원에서 입양재판을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국제입양은 유럽과 미국 간 뿐

아니라, 유럽내 국가들 간에도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유효한 입양동의의 요건, 양부모

자격 요건 및 인정 절차, 입양의 효력 등 각국 법제의 차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였다.

인도적 차원의 긴급 조치의 성격으로 단기간 내에 대규모로 발생한 입양을 목적으로 이주

한 외국 아동의 입양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과제를 직면한 유럽에서는 관련 법리에 대한

전문가 논의를 이어갔다.8) 이러한 유럽내 공동 노력은 국제협약으로 결실을 보게 된다. 헤

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는 1965 『입양관할, 준거법, 입양재판 인정에 대한 헤이그협약』에서

입양허가의 관할권은 양부모의 국적 혹은 상거소 소재지 권한당국으로, 준거법은 관할권 국

가의 국내법으로 하되, 입양동의에 대한 요건은 아동의 본국법도 고려하도록 규정하였다. 또

한 모든 체약국에서 외국 법원의 입양재판을 승인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보

호를 위해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9)

7) 당시 국제입양 법제 및 실제에 대해서는 Winslow, R., "Immigration Law and Improvised Policy 
Policy in the Making of International Adoption, 1948-1961", The Journal of Policy History, 
vol. 24 (2012), Weil, R., "International Adoptions : The Quiet 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18 (1984) 등 참조.

8) 1957년 UN의 Technical Assistance Administration과 국제아동보호 NGO인 ISS가 주도하는 전문
가 회의가 있었고, 이어서 1960년 스위스 레첸에서 UN 주도의 대규모 전문가 회의를 통해 아동의 
국제입양과 관련된 기본원칙을 확정하였으며, 현재 주요 선진국과 국제협약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9) HCCH, Convention on Jurisdiction, Applicable Law and Recognition of Decrees Relating to 
Adoption, 3개국만 비준하는데 그쳐 최종적으로 폐기되었으나, 국제입양 아동 보호를 위해 주요한 
국제사법적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체약국간 입양결정의 자동승인 조항은 1993 헤이그국제
아동입양협약 제23조를 통해 구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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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시작된 국제입양은 전후 복구가 이루어지면서 임시조치로서의 임무를 완수하고

수년 내에 종식되었다. 그러나 아동보호를 목적으로 한 입양제도 자체에 대한 정비와 개선

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지한 유럽은 유럽평의회 (Council of Europe)을 중심으로 회원국들

의 국내입양법제와 나아가 아동보호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계속하였다. 이렇게

해서 1967 『유럽아동입양협약』이 성립되었으며, 이는 유럽국가들의 아동보호제도로서 입

양제도의 전반적인 정비의 계기가 되었다.10)

⑶ 국제입양의 산업화와 한미간 ‘고아입양’ 법제의 형성11)

한국 전쟁 이후 한국 아동이 전세계로 입양되어 온 현상은 고아의 국제입양의 기원, 혹

은 국제입양의 제2의 물결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유럽에서 일어난 제1의 물결에 비해, 제3

세계 빈곤가정의 아동이 북미와 유럽 선진국 중산층으로 입양되는 현대의 국제입양은 1950

년대부터 한국 전쟁을 계기로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 아동들로부터 시작되었다.

한국 전쟁 직후 국제입양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생존

을 위한 긴급조치 차원으로 시작되었으며, 역시 미국 난민법상의 전쟁고아들을 위한 비자

쿼터를 배정하는 조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치는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공화

당 상원의원들이 나서는 미국 정치권의 대대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이러한 지원

은 해리 홀트라고 하는 오레곤주 출신의 평범한 농부에 의해 촉발되었다. 연일 미국의 TV

방송을 통해 중계되는 한국전의 비참한 고아들의 보도를 보고, 이들을 구하겠다는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당시 주둔 미군과 한국 여성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동들을 미국으로 이주시키

고자 했고, 이를 당시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내리고 정부내 전담 기관을 만들

면서까지 동조했다. 2차대전이후 유럽으로부터의 국제입양은 수년 내 각국의 아동보호법제

가 정비되면서 마무리되었으나, 한국에서 시작된 국제입양 제2의 물결은 전 세계로 퍼져나

갔는데, 이는 한미간에 소위 ‘고아’입양을 수월하게 하는 수령국과 송출국의 상호 대응적인

법제가 마련되고, 입양수수료로 운영되는 대규모 민간 입양기관이 국경을 넘는 아동의 이주

와 입양절차를 대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정착될 수 있도록 허가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아동 이주의 흐름을 지속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북미와 유럽 가정의 아동에 대한

수요의 증가이다. 즉, 한국에서 시작되어 전세계로 전파되어 나간 국제입양의 제2의 물결의

핵심은 아동의 국제입양이 수요와 공급의 시장논리로 지배되게 만든 산업화 과정이었다.

이러한 산업화된 국제입양이 지속가능하게 만든 미국과 한국 양국간 법제의 형성은 1960

년대부터 80년대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 번째 주목할 바는 미국의 이민법의 ‘고아조항’의 변

천이다. 고아조항은 미국 시민이 입양을 목적으로 미국내로 입국시킬 수 있는 외국인 아동

을 지칭한다. 1948년 『Displaced Persons Act』에 처음으로 규정되었으며, 당시 ‘displaced

orphan’의 정의는 16세 미만의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즉 2차대전 패전국 출신의 부모

가 모두 사망한 고아로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1950년대에는 이 규정이 한국 아동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국적 제한이 없어지고, 양부모가 다 사망한 경우뿐 아니라, 한쪽 부모만 사망하거

나 ‘기아’가 된 아동, 친권을 포기한 아동까지 포함하도록 하였다. 결정적 변화는 1961년 연

10) 이 협약은 아동보호와 입양절차에 대한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가족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 단순히 
유럽평의회 회원국 대상이 아니라, 보편적인 타당성을 갖춘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supra note 1, pp. 26-39 참조. 

11) 한미간 국제입양을 제도화하는 ‘고아입양법제’에 대한 상세한 역사적 법제 분석은 supra note 1, 
pp. 54-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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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이민법에 쿼터 배정을 위한 기준이 아니라, 항구적인 입국 자격으로 ‘고아’가 포함되었으

며, 그 자격 기준은 한 부모가 아동의 입양을 위해 내놓은 경우까지 확대되었다. 미국의 엄

격한 이민 자격을 고려할 때, 이렇듯 관대하다 못해 허술해 보이는 기준은 당시 미국 시민

들의 외국 아동에 대한 입양 수요의 급증과 입국 수월화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외국 아동에 대한 허술한 입국 허가에 대해 아동의 원가족이 미국 이민자

격을 추구할 가능성은 차단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하였다. 1957년부터 난민 자격으로 입양을

위한 외국인 ‘고아’의 입국을 허가하면서, 이 아동의 ‘친’부모(natural parent)가 이러한 관계

를 이용하여 미국 입국과 이민에 대한 자격을 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이민법에 신설

하였다.12)

1961년 한국에서는 이러한 미국 이민법 규정의 신설에 맞추기 위한 『고아입양특례법』

이 제정되었다.13) 이 법은 당시 『아동복리법』,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등과 함께, 외국인이 한국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 당시 민법상의 ‘장남부양’

(長男不養) 등 입양의 일반원칙을 모두 적용배제하고 특례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아’ 임을 정부기관(법원 등)이 인정하는 문서, 즉 ‘고아호적’을 발행해 줄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부양의무자의 존부는 확인하는 공고를 20일의 간격을 두고 2회

에 걸쳐, 일간지와 법원게시장에 게시한 후에는 기계적으로 아동 단독의 고아호적과 입양기

관의 장이 후견인이 지정되는 절차를 관행으로 만들었다. 이에 근거하여 미국내 관할 주법

원의 입양재판에서 입양기관의 장이 아동의 후견권을 근거로 입양동의를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미국 연방정부의 이민법, 한국 아동복리법, 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고아입

양특례법, 미국 각 주의 입양법과 입양재판에 의해 일련의 한국 고아의 미국 입양의 법제와

관행을 만들어 내었다. 소수의 민간 입양기관이 한해 수천명의 아동의 국제입양을 대행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다른 나라에서는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중국은 한국의 법과 시

스템을 그대로 벤치마킹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미간의 고아입양법제를 이렇게 상세하게 서술한 이유는 대규모의 아동의 국제이주를

수월하게 하는 제도화의 시초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입양이 야기하는 아동권리 침

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규범이 만들어지는 단초를 제공하는 80년대 아동의 국제입양의 실

제 현상은 한국이 주도했다. 당시 전세계 국제입양의 50% 이상은 한국이 차지하고 있었고,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주요 해외언론에는 연이어 한국 정부의 무책임한 입양정책과 그로

인한 아동의 참상을 보도했다.14) 이러한 국제사회의 비판적 여론은 UN 등 국제기구를 통한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의 성립을 촉진하게 된다.

12) 고아조항은 1961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Act of Sept. 26. 1961, Public Law No. 
87-301, §§ 1-4, 75 Stat, 650. 650-51 (1961) 참조, 동 조항은 1986년 개정되어 현행법은 8 
U.S.C. §§ 1101, 1153, 1155 (1982 & Supp. 1986). 친부모 입국 배제 조항에 대한 내용은 
LeMay, M., & Barkan, R. E., (ed.). U.S.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Laws and Issues. 
(Westport: Greenwood Press, 1999) pp.244-245 참조.

13) 미국의 이민법 개정과 한국의 고아입양을 위한 특례적 조치가 서로 상응한다는 것은 당시 서울대학
교 법학에 유일하게 입양특례법에 대한 비판적 분석결과를 게재한 김진 교수가 미국에서 정반대 입
장으로 한국고아의 미국내 입양의 수월화를 강하게 주장한 논문 등 두가지 문헌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김진, “고아입양특례법”, 『서울대학교 법학』 제2권제2호 (1962), pp.124-139 와 Kim, C., & 
Carroll, T., "Intercountry Adoption of South Korean Orphans: A Lawyer's Guide", Journal 
of Family Law, vol.14 (1975), pp.223-253 참조.

14) 대대적 언론보도를 촉발한 대표적 기사는 Rothchild, M., "Babies for Sale, South Koreans 
Make Them, Americans Buy Them", Progressive, (Jan. 198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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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입양에 관한 국제규범의 성립과 한계

⑴ UN 아동권리협약의 입양조항과 국제공법의 한계

유럽에서는 국제입양 경험이 아동보호체계를 정비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렇게 성립된 1967 『유럽아동입양협약』은 국내법의 가족법제와 아동보호체계가 담아야할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망라되어 있다. 이 협약은 주로 수령국들인 유럽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서 효과적이다. 송출국을 포함한 보편적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소위 ‘국제최소기

준’으로 등장한 1989 UN 『아동권리협약』은 유럽아동입양협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최저 기준을 담고 있다. UN에서는 10년 넘게 조문 합의를 위한 워킹 그룹 회의가 이어졌는

데, 특히 제21조로 대표되는 입양조항은 그 워킹 그룹의 크기도 가장 컸고, 논란이 거셌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국은 1991년 UN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면서, 아동의 입양은 권한

당국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제21조의 a를 유보한 유일한 국가이며, 최근 이 유보를 철

회하였으나, 과연 현재의 한국 법제가 유보철회에 합당한 이행 능력을 갖추었는가는 여전히

의문이다.15)

UN 아동권리협약에 담긴 국제입양 아동의 보호에 관한 조항은 일반원칙인 제3조 아동

최선의 이익 (Best Interest of the Child) 원칙을 비롯하여, 제7조 출생 즉시 등록되고, 이름

과 국적을 가질 권리 및 친부모를 알고 친가족의 양육을 받을 권리, 제20조 아동이 친가정

에서 보호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아동복리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국가로부터 특별

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특히 제21조 입양조항은 아동의 입양적격과 최종

입양 결정은 권한당국에 의해 관련 법제와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입양은 가정위탁 양육과 국내입양이 불가능하고, 아동을 자국 내에서 적절하게

보호할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고려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앞서 설

명한 1950년대 유럽의 아동입양 전문가 회의에서부터 확립된 원칙으로, 이미 서구의 가족법

및 아동복지 관련 국내법에는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는 법리들이었으나, 아시아, 남미, 동유

럽, 아프리카 등 주요 송출국들이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매우 낯선 내용이었고, 이를 국내법

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극히 부족한 상태였다. 특히 아동권리협약은 UN

의 다른 인권협약들과 달리 가족법, 사적영역에 속하고, 각 문화권에 따라 전통적인 법제가

뿌리 깊은 가족관련 법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었다.

이 협약은 소위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적 상대주의’라는 난제가 첨예하게 나타나는 대표

적 인권규범이다. UN 회원국 중 유일하게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기 않은 미국은 헌법에 의

해 아동의 보호와 양육에 관한 사안은 각 주정부와 주법원 관할이며, 협약을 비준해야 하는

연방정부의 관할을 넘어서는 조항이 동 협약에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제

시하고 있다. 입양조항 제21조의 도입부는 입양제도를 두고 있는 당사국에만 적용된다는 제

한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이슬람 문화권의 가족법제는 입양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

다는 점을 반영하여 조항에 규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이슬람 국가들은 아

동권리협약을 비준하면서, 이슬람 가족법 샤리아에 부합하는 선에서 이행 의무가 있다는 지

15) 2013년 민법과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아동의 입양은 가정법원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나, 
아직도 입양적격 결정은 어떠한 공적기관의 개입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한국의 아동입양법제
는 국제규범에서 제1원칙으로 하고 있는 사적입양 (private adoption) 금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고 저자는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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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게 광범위한 유보를 제출하고 있어 허용될 수 없는 유보라는 논쟁이 있었다.16)

특히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으로 제시되는 ‘아동 최선의 이익’관련 법리는 현재 한국법

제에 이 법리가 이행될 수 있는 법제 자체가 공백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 법리는 아동이

인권의 ‘주체’라는 당위와 그 권리를 스스로 직접 행사하지 못한다는 실존의 ‘무능력’ 간의

괴리와 모순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동을 ‘대신해서’ 권익을 결정하는 주체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원칙이다. 그 연원은 영미법계의 parens patriae 관할 원칙에서 유래한다고 보며, 아동

의 권리보호를 위해 핵심적인 내용은 부모의 친권을 넘어 국가의 권한당국이 결정의 관할권

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중세부터 영주의 신민권에 의한 고아의 상속권 보호로 시작하였으나,

점차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대한 내용을 확대되었고, 현대 국가의 아동보호체계 (child

protection system)으로 구현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은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개별 케이스에 대한 법원 등 권한당국의 판단을 담보하는 절차적 보장이

다. 1967년 미 대법원은 Gault 케이스에서 아동에게도 적법절차(due process)와 같은 헌법적

권리가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1958년 People v. Osslo 케이스에서는

재판 절차에서 판사가 홀로 아동최선의 이익을 조사하고 판단할 전문성의 한계를 보정하기

위해 GAL (Guardian Ad Litem)이라는 아동의 소송 후견인을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동 최선의 이익 법리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절차적 보호, 적법절차에 대한 보장에

있음을 UN 아동권리위원회가 거듭 확인해 주고 있다. 2013년 General Comment에 따르면,

이 원칙은 무엇보다 절차적 보장을 각 국내법에 규정하고 있음을 요구하는데, 아동 최선의

이익의 판단주체는 법원을 비롯한 권한당국이어야 하며, 반드시 아동의 개별 사례가 별도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따라서 판단요소는 매번 달라질 수 있다. 법원의 판단을

거치도록 하는 절차적 안전망이 아동 최선의 이익 법리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17)

UN 아동권리협약은 많은 공헌에도 불구하고, 국제공법이 가족관계인 입양제도를 규율하

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 협약이 UN 인권협약 중 최단기간 최대 가입국을 달성했다는

기록과 47개국이 비준시 유보와 해석선언을 제출하였으며, 이중 상당수는 허용될 수 없는

유보라는 비판은 아동권리라는 가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은 높은 반면, 협약 의무에 대

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단순 레토릭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새로운 국제적 규율체계가 헤이그국제사법회의를 통해서 등장

하게 된다.

⑵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국제사법 체계에 의한 규율 모색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제거래 등 사법관계에 대한 규범 통일

을 주로 다루어온 기구이다. 이 기구에서 국제입양의 문제의 심각성에 대처할 필요성을 느

끼고, UN 아동권리협약과 별도로 사적 주체들을 규율할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한 배경에는,

16) 관련 내용은 Blanchfield, L.,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Background and Policy Issues (CRS Report for Congress, 2010), Schabas, W. A., 
"Reservations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Human Rights Quarterly, 
vol.18 (1996), pp.472-491 및 UN Treaty Collection 웹사이트 http://treaties.un.org 참조.

17) 관련 내용은 People v. Osslo, 323 P.2d 397, 413 (Cal. 1958), In re Gault, 387 U.S. 1 (1967),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neral Comment No. 14 : On the Rights of the 
Child to Have His or Her Best Interests Taken as a Primary Consideration (art.3, para.1) 
(29 May 2013), (CRC/C/GC/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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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령국들이 아동매매로 국제적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의사

가 있었다. 협약 전문에 국제입양으로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을 규제하여 아동매매를 방

지한다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1988년부터 준비하여 1993 성립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은 유럽평의회, UN 등 국제법의 장에서 논의되어 온 국제입양과 관련된 규범을 집대성하고,

이 원칙들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절차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령국 위주의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이 협약의 문안협

상과 당사국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이 협약은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가장 많

은 가입국을 가진 협약이다.

이 협약이 UN의 국제공법과 비교하여 국제입양 규율에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세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입양의 삼 주체라고 일컬어지는 입양대상 아동, 친부

모, 입양부모와 그 대리인들인 입양중개기관 등 모두 사적 주체가 주도하는 입양절차에 인

권규범이 적용될 수 있는 기재를 마련한 것이다. 즉, 헤이그협약은 국제입양의 세부 절차를

협약 조문에 명시하면서, 각 절차를 국제규범에 맞추도록 하는 것을 중앙당국의 의무로 전

환시켜 놓았다. 둘째, 이 협약의 각 조항들은 원칙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세부

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국제입양 직접 당사자들을 규율하는 규범을 담고, 그것을 아동

출신국과 수령국 정부(권한당국)이 보장하는 것을 당사국의 의무로 만든 상세한 절차법을

마련해 놓았다. 따라서 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송출국이든 수령국이든 협약상 상세의

무를 각국 국내법제에서 이행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했다. 셋째, 엄격한 가입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유보도 허용되지 않으며, 개별 국가의 협약 가입에 일부 가입국이 이의를 제기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약국 간에는 이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협약의 특징

은 협약 성립 이후 각국 입양법의 수렴현상을 촉진하였으며, 이른바 ‘헤이그 프로세스’라고

하는 정형화된 헤이그협약 가입국 간의 국제입양 절차가 성립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현재는 헤이그 프로세스에 의거하지 않은 국제입양은 아동매매 (trafficking) 위험이 크다고

인식된다. 현재 한국은 주요 입양국 중 이 협약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협약의 실질적인 효과는 어떠하였을까? 헤이그협약 20주년을 맞아 헤이그국

제사법회의에서 개최한 특별회의에서 제시된 통계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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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제목 : 1963~2013 국제입양

(자료출처: Selman, Peter, Twenty Years of Hague Convention: A Statistical Review,

June 2015,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협약 성립 첫 10년간 (1993-2004) 가파르게 증가하던 국제입양은 2004년을 정점으로 이

후 10여년간 협약 급격하게 떨어진다. 이러한 수치는 이 협약이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

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효과에 대한 학자들의 평가는 정반대로 갈린다. 한편으로는

헤이그 프로세스는 ‘관료적 경직성’으로 국제입양이 필요한 아동들이 가정을 가질 기회를 원

천적으로 막는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사적기관에 의한 무분별한 국제입양 중

개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데도 헤이그 절차를 거쳤다는 명분으로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형식적 적법성’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비판이다.18)

⑶ 수령국 위주 규범 형성의 한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아동 출신국과 수령국 정부 권한당국에 의한 긴밀한 협조 의

무를 최대 장점으로 부각한다. 그러나 40여개 조항에 이르는 협약 의무가 양국 간에 균형있

게 배분되어 있는가는 의문이다. 제4조 의무는 아동 출신국 즉 송출국 정부의 핵심 의무 조

항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절대 다수가 수령국 권한당국에 부여되는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입양이 아동매매를 유발할 수 있다면, 그 위험은 송출국 내에서 발생할 가능성

이 훨씬 높다. 그 위험을 규율하는데, 협약 제4조 규정만으로는 불충분할 뿐 아니라, 이 의

무이행을 판단하는 것도 전적으로 송출국에 맡겨져 있어, 결국 공적 아동보호체계가 미비하

여 사적인 입양중개기관이 수령국 양부모의 경제적 지원으로 입양대기 기간 동안 아동보호

비용까지 전적으로 책임지는 국제입양의 매커니즘을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 여전히 수령

18) 전세계 최대 입양국 미국에서 전자의 대표적인 학자는 Elizabeth Bartholet이고, 후자는 David 
Smolin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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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송출국의 아동보호체계의 격차는 시정될 수 없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국제입양은 아

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입양만 허가한다는 법리는 레토릭으로 전락하거나 국제입양을

합리화시키는 수단으로 머무를 수 있다.

이런 현상을 유지시키는 또 한 가지 헤이그협약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사적기관’에 의한

‘재정적 이익’을 규제하기 위해 시작된 협약이 결국 이 두 가지를 당시 현상유지 수준으로

타협해 버렸다는 점이다. 국제입양을 권한당국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당초의 목적

은 퇴색하고, 여전히 사적인 입양기관과 개인 대리인이 소위 ‘인가’에 의해서 주도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재정적 이익 역시 어느 정도가 ‘부적절한’ 수준인지, 어떤 수단을 가지고 규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모두 빠져있다. 현재도 입양중개 기관들은 비공식적인 기부금

후원금 외에 공식적 입양수수료로 한 아동 당 3~5만불 수준을 책정하고, 이를 수령국과 송

출국 내 입양기관 간에 배분하고 있다. UN 아동권리협약 아동매매 선택의정서는 착취의 목

적이 없는 아동매매라고 할지라도 형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를 국제

입양을 목적으로 한 아동매매로 해석하고, 2008년 헤이그협약의 미국 내 발효 전까지 시행

을 미루고 있었다. 이는 입양동의를 한 친생부모의 출산비용 등을 입양부모가 지원하는 것

을 미국 내 여러 주에서 허용하고 있으나, 국제규범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현

재도 이에 대한 미 연방법 규정은 협약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은 이 조항에도 미국과 동일한 문구의 유보적 해석선언을 하고 있다.

4. 송출국 아동보호체계 정비를 위한 국제규범의 필요성

⑴ 헤이그협약 제4조의 의무

헤이그협약 제4조는 송출국에서 아동이 입양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양적격(adoptability)

의 결정과 국제입양의 보충성 (subsidiarity)의 원칙을 분리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두 원칙은 『유럽아동입양협약』과 UN 『아동권리협약』에서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

는 바이지만, 헤이그협약은 그 보다 훨씬 명확한 용어를 쓰고, 입양적격의 결정과 최종 입양

허가는 분리되는 별도의 절차라는 점을 규명했다는 점이 이 협약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제4조 ⒜를 보면, 이 협약에 의한 국제입양은 권한당국이 아동이 입양적격을 결정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19) 사적입양, 즉 법원 등 국가기관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사적주체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입양절차는 1967 유럽입양협약과 1989 UN 아동

권리협약에서 금하는 제 1원칙이다. 한국의 가족법인 민법과 연간 수천명의 아동의 입양이

이루어졌던 입양특례법은 2013년 아동입양의 전면적 가정법원 허가제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사적입양이 원칙이었다. 그나마 2013년 법개정으로 아동입양의 최종결정만 가정법원의 허가

에 의한다. 입양절차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의 입양동의 및 친부모로부터의 분리 과

정은 공적기관의 개입 없이 사인 간에 합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한국정부가 2013년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아동의 입양 적격은 입양기관에

의해 결정된다고 답변하고 있다. 헤이그협약 제4조 ⒜는 이에 대해 명백하게 권한당국이 이

를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법제에는 이 ‘입양적격의 결정’이라는 절차 자체가 법적

19) An adoption within the scope of the Convention shall take place only i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State of origin

   a) have established that the child is adop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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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상태에 있다고 본다. 이는 동 협약 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근본

적인 법제의 개혁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제4조 ⒝는 이른바 국제입양의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불리는 조항이다. 역시 권한당국이

아동이 출신국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후에 국제입

양이 해당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무이다.20) 제4조 ⒝의

의무는 결국, 국제입양을 보내는 나라는 그 정부가 직접 그 나라는 아동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고 고백한 후에 보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그렇게 내보내는

아동의 안전과 권리보호를 위해서 입양절차 내내 수령국 정부와 협력하라는 의미이다. 한국

은 1950년대 중반 이래도 현재까지도 연간 수 백 명의 아동의 보호를 외국에 의존하고 있

다. 앞서 언급한 한국정부의 2013년 보고서에서 아동의 국제입양의 결정은 입양기관에 의해

서 이루어진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4조 ⒝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체계는 어

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국제입양의 문제는 입양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 헤이그협약 제4

조의 ⒝는 사적주체들에 의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던 아동의 국제입양을 송출국의 공적

아동보호체계에 연결시켜 버리는 효과를 내고 있다. 따라서 제4조 ⒝ 의무 이행이 어렵다는

의미는 그 나라 입양법제의 문제라기보다는 송출국 아동보호법제의 문제가 되어 버린다. 결

국 한국의 국제입양의 현실은 아동복지 법제의 공백과 흠결 때문에 발생하고, 이 문제의 해

결 없이는 국제입양 최대 최장 송출국의 지위를 벗어나기 기대할 수 없다.

⑵ 송출국 아동보호법제의 문제점

아동보호체계는 대부분의 선진국의 기본적인 국가기능으로 작동하고, 이를 위한 법제는

각국의 가족법과 아동보호법제가 오버랩 되어 규정된다고 할 수 있다. 소위 welfare state

(복지국가) 추세는 서구에서 아동권리 영역에 있어서는 아동보호를 목적으로 국가기관이 사

적자치의 영역인 가정과 친권에 대한 개입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전되었다. 서구 선

진국가에도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가족법의 개혁은 20세기 중반 이후에 진전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아동복지와 아동입양이 거의 전적으

로 해외원조를 받는 사적 기관인 고아원과 입양기관에 의해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후에도

이들 민간기관에 의해 주도되었다. 아동양육시설로 불리는 고아원은 이후 국가의 예산지원

대상이 되었으나, 입양부모들로부터 입양수수료를 받아온 입양기관은 2000년대 초까지도 정

부의 재정적 지원을 거의 받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1950년대 이래로 소수의 입양기관만 허

가하는 방식으로 규제해 왔으며, 이들이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관련 법령에 규

정하고 있다. 아동복지 영역에 있어서는 공적 체계가 미미하며, 사실상 처음부터 사적기관화

(privatization)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공적 영역으로 흡수하는 노력은 단편적이

고 분절적으로 진행되어 사회 전체적인 정책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내용이 당사국 권한당국의 의무로 되어 있는 국제인권협약의 이행이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

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이다. 이런 저자의 생각을 반영하듯, 한국은 1991년 1989 UN 아

동권리협약을 비준하면서, 제21조⒜를 포함하여 3개조항을 유보하였다. (지난해 한국정부는

20) An adoption within the scope of the Convention shall take place only i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State of origin

   b) have determined, after possibilities for placement of the child within the State of 
origin have been given due consideration, that an intercountry adoption is in the child's 
best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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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유보를 철회하였으나, 해당 철회가 과연 적절하였는지는 논쟁이 있다) 1993 헤이그국

제아동입양협약은 서명대상국에 포함되었으나,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비준하지 못하고 있다.

2004 UN CRC 아동매매 선택의정서 비준시에도 국제입양 목적의 아동매매를 범죄를 규정

할 의무에 대해서는 유보적 해석선언을 하고 있다. 한국은 매우 정교하고 기술적으로 국제

입양과 관련된 국제협약 의무를 피해가고 있다. 이는 물론 협약에서 인정하는 바이고, 그 자

체로서 국제규범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주요 국제입양국의 이러한 행태는 사실상

국제인권 규범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이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용납되기 어렵

다. 무엇보다도 자국의 아동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제와 정부의 역량을 키우는 것보다

협약 의무를 피해가는 테크닉만을 구사해 왔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고, 그 기간 동안 국내

에서 해외에서 수많은 한국 아동의 권리침해는 헤아리기도 어렵다.

5. 향후 연구방향 제시

이 논문은 국제인권규범을 공부해오던 저자가 업무상 한국의 국제입양 현상을 접하고 그

실상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규명하며, 대안을 모색하면서 현재 한국의 법조계, 사회복지계

학자들을 통해서 얻을 수 없었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직접 찾아갈 수밖에 없었기에 시작한

연구의 결과물이다. 65년간 20만 명의 자국 아동을 외국으로 보냈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

국이라고 스스로 칭하면서도 멈출 수 없는 국제입양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물음이었다. 같

은 질문을 수십년간 외국에서는 한국을 향해 던지고 있었고, 국제사회가 한국의 국제입양

현상을 연구하고 있었지만, 한국으로부터 응답은 거의 없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어떤 법제

가 이 현상의 배후에 있는지를 밝히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해답을 내

는 도전은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본다.

이후의 연구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한국의 현행 법제

에 공백상태나 다름없는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 것인가

이다. 이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한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조치이다. 또 한가지는

이미 북미와 유럽에서 살고 있는 한국 출신 입양인들의 인권에 대한 조치이다. 20만명이 이

르고, 60대부터 영유아까지 분포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아동을 외국으로 입

양보낸 나라는 아직 없기 때문에, 한국의 국제 입양인에 대한 조치는 또다른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이들의 정체성을 알권리 (Rights to Origin)은 가장 공감대를 얻고 있는 요

구라고 파악된다. 서구 유럽에서는 관련 법제의 개혁이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국제규범

으로도 성립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 권리에 있어서 독특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이들의 정체성을 알 권리에 대한 특별법적 조치는 예외적이라기보다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

다.

⑴ 국제인권규범의 수준에 맞는 아동보호체계의 정비

1993 헤이그국제입양협약의 제4조 ⒝ 국제입양의 보충성 조항은 국제입양을 체약국의 공

적 아동보호 체계와 연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당사국 권한당국에 due

consideration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보호가 필요한 자국아동에게 국제입양이 최선의 이익

에 부합한다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 아동의 보호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 마땅히 해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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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단에 대한 검토를 하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관건은 정부가 얼마나 역량이 있고, 자원

을 동원할 의지가 있는가이다. 아동보호를 어떤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이다. 권한당국의

due consideration 범주에 들어오는 정책은 아동의 보편적 출생등록, 친부모에게 양육받을

권리, 아동복리에 부적합한 친권에 대한 개입•제한 혹은 박탈, 친권과 후견권, 친부모의 보

호에서 벗어난 아동에 대한 대안양육, 아동의 입양적격의 결정, 국내입양, 국제입양에 대한

고려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을 포함하는 법제는 민법,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 아동복

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입양특례법 등이 기본적으로 포함된다. 또한

아동 최선의 이익 법리와 관련해서는 민법과 가사소송법 상 규정이 아동의 개별 사례에 대

한 법원 혹은 권한당국에 의한 검토와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관련

법의 소관 정부부처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행정기관과 법원을 포괄

한다. 아동권리를 말할 때, It takes a village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아동권리는 어떠한 인간도 아동기를 건너 뛸 수 없기에, 특정 취약 계층의 권리라

기보다는 인간의 생애 초기, 즉 아동기(childhood)에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보편적 권리

이다. 미국의 아동보호국에서는 이를 ‘아동기의 권리’라고 칭하기도 한다. 아동기의 권리가

중요한 이유는 이 시기에 보장되지 않으면 이후에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

동권리에 대한 보장 의무는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으로 미뤄 버릴 수 없는 핵심적인 인권규

범에 해당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⑵ 20만명이상으로 추산되는 60대에서 영유아에 이르는 한국출신 입양인의 권리 보호

최근 한국에 국제입양과 관련해서 나오는 부각되는 이슈는 미국으로 입양된 사람들이 시

민권도 취득하지 못하는 채로 지내다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추방되는 사례이다. 추방은 아

니나, 출신국 한국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원래 신분을 찾고자 하였으나 실패하고 고독사와

자살하는 사례가 연속해서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공교롭게도 40대들이다. 1970년대

와 80년대 한국은 연간 수천명의 아동을 외국으로 보냈으며, 그 수가 피크에 달했을 때는

한해에 태어난 아동의 1.2%를 외국으로 보냈다. 이 비율은 국제입양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

보기 힘들다. 한국은 지속기간으로나, 절대수로나, 인구대비 비율로나, 전세계 최대 송출국의

기록을 가진다. 정체성에 대한 요구는 3~40대에 이르렀을 때 강해진다고 한다. 특히 입양인

들이 자신의 2세들로부터 이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자신의 의문은 억누르고 살다가도 자녀

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한국의 친가족을 찾기도 한다. 7~80년대에 입양된 사람들이 1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므로, 이들이 3~40대에 이른 지금부터 한국으로 회귀도 증가하고,

정체성의 알권리에 대한 요구도 증가할 것이다.

최근 한 스웨덴 출신 입양인은 자신의 한국에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경험한

부조리를 책으로 펴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한국은 우리가 돌아올 거라고 믿지 않았다. 한

국은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기도 전에 우리를 버렸다. 우리가 가족과 뿌리를 그

리워하다가 다시 이 나라로 돌아올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 어떤 준비도 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토로했다. 한국 출신 국제입양인들의 공적인 입양서류는 거의 대부분 허

위 ‘고아호적’으로 만들어져, 아동 단독으로 출생등록이 되어 있고, 친가족과 연관되는 어떠

한 정보도 들어있지 않다. 한국 내에서는 입양이라고 할 수 있는 절차가 전혀 없었기에 아

동의 인신을 넘겨준 것이다. 한국정부가 내 준 고아호적과 국외이주허가서와 미국 정부가

내 준 고아비자를 한국 여권에 붙이고 미국에 입국한 한국 아동들은 미국 주법원에서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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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완료해야 했다. 이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한국 출신

입양인의 숫자는 제대로 파악되지 조차 못한다. 수십년간 한국에서 벌어진 아동권리 침해적

국제입양의 폐해는 앞으로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우리 앞에 던져질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와 대책 마련이 한국 정부에 주어진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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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위반의 중대성에 따른 주권면제 부인 가능성: 

2014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황명준** 

 

 

I. 문제의 소재 

 

2012년 초에‘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에 있어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다수의견은 

전시 국제범죄에 있어서 주권면제 원칙과 실행에도 불구하고 독일 국가를 직접 피고로 하여 

피해자 측이 제소하는 방식에 대하여 인용하였던 이탈리아 각급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단함으로써 제동을 걸었다.1 즉, 국제사법재판소는‘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의 원심 사건에서의 판단과는 달리 설사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전시 범죄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장기간 결여되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국제법상 장기간 축적되어 

관습적 실행인 주권면제가 부인될 만한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주지하건대 이탈리아 국내의 각급 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진 전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쟁범죄의 심각화 현상에 대응하여 발전한 현대 국제법상 인권 개념이 국가 대 

국가라는 도식적 차원을 넘어서 피해자 개인의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에 중점을 

두는 경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인권법상 그러한 명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권면제 원칙에 대한 예외를 설정할 여지도 충분히 존재하였다.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 

다수의견은 그에 소극적 입장으로 일관하면서, 주권면제 원칙이 관습국제법적 지위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는 1980년 국제법위원회(ILC) 의견을 주된 근거로 활용하고 결론을 

도출함에 머물렀다. 2  즉, 이탈리아 국내 사법부의 결정이 독일의 주권면제의 이익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만 천착하였을 뿐, 자연인인 피해자적 시점에서 요구되는 회복적 

정의의 당위성과 주권면제의 제한 여지의 관계는 간과하였다.  

그러므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피해자 측의‘사법에의 접근(access to justice)’과 

* 본 논문은 필자의 2017년 박사학위논문 ‘국제법 위반의 중대성에 따른 주권면제 부인 가능성’의 일부분의 내용

을 수정, 보완하여 발전시켰음. 

** 방송통신대학교 강사, 법학박사. 

1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Germany v. Italy: Greece intervening), Judgment, I.C.J. Reports 

2012, para. 139 참조. 

2 Ibid., paras. 55-57.  

-173-



그에 결부되는 주요한 인권과의 비교, 형량 작업에는 제대로 도달하지도 못하였다. 비록 동 

재판소의 당사자 적격이 국가로 한정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사법에의 접근’에 대하여 

적극 판단한 이탈리아 국내 사법부 결정을 참조와 형량의 대상으로 채택할 여지는 얼마든지 

존재하였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주권면제의 절차적 성질을 근거로 실체적 규범과의 

접점을 부정하면서 재판상 논의의 평면을 이렇게 분리하는 것3이 과연 타당한지는 앞으로도 

논란 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사법재판소 다수의견은 관습국제법의 형성 

요소인 일반 관행과 법적 확신(opinion juris)은 항구적이거나 불변의 실체가 아니며, 

오히려 변화에 개방적 요소임을 간과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권면제에 관한 1980년 

국제법위원회의 입장 역시 당대의 실행을 반영한 산물일 뿐이며 고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2005년에 UN 특별보고자 Theo van Boven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인권 침해에 

있어서의 실효적 구제청구권’을 비롯하여 신규 관습국제법과의 상호 충돌이 발생하게 될 

것인바, 주권면제의 실행도 조정, 형량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4 따라서, 

국제사법재판소가 채택하였던 논의 평면의 분리에 입각한 접근 방식은 엄격한 법적 논증에 

근거하였다기보다는 논란 회피를 위한 법적 기술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5 

또, 이탈리아 강제노동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찍이 전쟁포로로서의 지위가 사실상 

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책임 인정과 후속적 시정조치를 등한히 하여 왔던 

전후 독일(서독 시절부터 포함)의 행태에 대해서도 국제사법재판소는 논의 과정에서 단순히 

놀라움과 유감을 표명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6  동 재판소의 이러한 입장은 중대한 인권 

침해에 있어서 실효적 구제청구와 관련된 현대 국제법의 발전적 양상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였다는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주문에서는 그러한 전시 피해자들에 대한 

처우와 관련하여 장래의 독일과 이탈리아 간에 협상 가능성을 시사 7 하기는 하였지만, 이 

3 Ibid., para. 93. 

4 Ibid., Dissenting Opinion of Judge Yusuf, paras. 31-32, 35 참조. 

5  참고로 이 부분에서 Yusuf 재판관은 흥미롭게도 주권면제의 현 주소에 대하여 기포가 발생하여 구멍투성이인 

스위스 치즈(as full of holes as Swiss Cheese)에 비유하고 있다. 인권 침해와 국제인도법 위배가 발생한 경

우에 있어서의 주권면제 범주와 포섭 범위는 각국의 국내법원마다 상충된 해석과 적용을 보인다는 사실로부

터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주권면제 실행에는 관습국제법에 있어서 불확실하고도 미해

결인 영역이 잔존하고 있음을 표상하는 적절한 비유이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Ibid., Dissenting Opinion 

of Judge Yusuf, paras. 26-30 참조. 

6 Supra note 1, para. 99.  

7 Ibid., para. 104. 하지만 동 재판소가 양국 간의 장래의 협상 여지를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이는 사법적 구제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해결을 관료 조직에게 떠넘기려는 ‘파산 선고’에 불과하며, 어떠한 

실체법적 요체 없이 희생자들에게 미미한 수준의 위로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비판이 존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Michael Bothe, “Remedies of Victims of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ies: Some 

Critical Remarks on the ICJ’s Judgment on the Jurisdictional Immunity of States,” in Peters, Anne, 

Evelyne Lagrange, Stefan Oeter and Christian Tomuschat (Eds.), Immunities in the Age of Global 

Constitutionalism (Brill/Nijhoff, 2015), p. 1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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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목에서의 언급은 협상과 관계되는 법적 의무를 시사하는 취지는 아니었던바 불만족스러운 

것이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국제사법재판소 결정이 독일의 주권면제를 지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제 판결만으로 외국 국가를 직접 피고로 하는 국내적 제소 문제가 일단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탈리아를 비롯하여 주권면제 부인 입장을 견지하였던 국가의 

사법부, 행정부의 국내적 대응, 즉, 후속 결정까지를 아울러 살펴보아야 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국제사법재판소와 국내 사법부의 관계를 단순한 상급심-하급심의 문제로 

치환하여 볼 수는 없으며, 가사 국제법 우위의 일원론을 수용, 채택한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또한, 각국의 국내 사법부, 행정부에게도 국제법의 동향을 해석하고 반영할 

의무가 존재하는바, 그에 대한 수용 문제가 남는데, 2014년 10월에 이르러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에 대한 국제 판결과 관련하여 그 국내적 수용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Ⅱ. 2014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결정  

 

1. 배경 

 

2012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일 대 이탈리아’ 판결이 내려진 이후의 시점에 

있어서도 이탈리아 국내 법원에서는 나치 독일의 전쟁범죄와 관련된 일련의 손해배상청구 

사안은 여전히 계속(pendency of action) 상태에 놓여 있었다. 비록, 동일 사실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상기 판결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피해자의 ‘사법에의 접근’이 제약된다고 

판단하였지만, 그것만으로는 당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속 중이던 이탈리아 국내 재판부의 

의문을 근원적으로 해소시키지는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렌체 지방법원은 상기 국제 

판결 자체를 직접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국내적 이행 과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탈리아 헌법 질서의 차원에서 판단을 받고자 2014년 1월에 위헌심판제청을 하였으며,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피렌체 지방법원의 제청을 받아들여 동년 10월에 결정을 내렸다.8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결정은 UN 헌장의 적용에 관한 이탈리아의 1957년 법률 제848호 

제1조, 이탈리아의 UN 주권면제협약에의 가입 9과 그에 따른 국내법 질서의 개정에 관한 

8 Corte Constituzionale Sentenza N. 238 ANNO 2014, 

<http://www.cortecostituzionale.it/actionSchedaPronuncia.do?anno=2014&numero=238> (last visited 

on 19, February, 2018). 본 결정의 이탈리아어 원본을 정본으로 하여 비공식적 영어 번역본을 함께 참조하

였음. 

9 2018년 2월 현재, UN 주권면제협약의 서명국은 28개국, 그리고 비준 등의 절차까지 완료한 국가는 21개국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서명하지 않았다. 이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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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법률 제5호 제1조부터 제3조까지의 내용이 이탈리아의 헌법 질서에 합치되는지를 

심의의 대상으로 하였다.10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2012년의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의 

다수의견이 확인하였던 관습국제법 11을 이탈리아 헌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탈리아 

국내법 질서로 편입된 ‘규범’이 나치 독일이 자행하였던 ‘주권적 공법행위’12에 의하여 

야기되었던 손해와 관련하여, 적어도 그 배상청구 재판관할권을 법정지국 내에서 부인하는 

한도에서 위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3  둘째, 1957년 법률 제848호 제1조가 UN 헌장 

제94조 14 를 편입함으로써 이탈리아 국내 법원의 재판관들에게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대목이 적어도 현재의 이탈리아 영역 내에서 나치 

독일에 의하여 자행된 ‘주권적 공법행위,’즉, 전시 국제범죄에 대하여 이탈리아 법원의 

관할권을 부인하는 한도에서 위헌인지 여부15가 문제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셋째, UN 주권면제협약의 가입과 관련된 2013년 법률 제5호 제1조부터 

제3조에서 이탈리아 국내 법원 재판관들로 하여금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이 이탈리아 헌법 제2조, 제24조에 비추어 본다면, 나치 독일의 인도에 

반하는 죄로부터 기인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재판관할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한도에서 위헌인지도 문제되었다.16  

  피렌체 지방법원이 상기 위헌심판을 제청하기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독일은 

2012년의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 의거하여 명시적으로 인용되었던 자국의 주권면제를 이 

기회에 확고히 관철시키려는 차원에서 이탈리아의 국내 법원에 유사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III-13&chapter=3&lang=en> 

(last visited on 19 February, 2018). 참고로 본 조약의 발효 시점은 동 협약 제30조 제1항에서 “UN 사무

총장에게 30번째,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의 문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고 명

시되어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후 1년이 경과한 2013년 5월 6일에 당해 결정에 대하

여 준수, 이행하는 조치로서 UN 주권면제협약에 가입하였던 것이다. 

10 Supra note 8, Sentenza 도입부. 

11 판결 원문에서는 이를 관습국제법(consuetudine internazionale)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은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에 대한 예단을 내포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정 의견을 현재 시점의 관습국제법으로 

단정하여 언급함에는 신중하였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관습국제법 개념 역시 기타 관습국제법 개념 등

으로 인한 변화에 노출되어 있는 것임을 명시하여 두었어야 한다. 바로 후속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나치 독일

의 전쟁범죄행위를 일단 ‘주권적 공법행위’로 표현하고서 논의하는데, 단순한 잠정적 분류로 판단하고서 

본 논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12 Supra note 1, para. 60. 상기 헌법재판소에서의 표현과는 달리, 독일의 전시범죄가 주권적 공법행위에 해당되

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은 남는다. 다만,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에서는 주권면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은 

아니었던바, 그 행위 태양에 대한 제한 여부는 직접적인 문제로 거론되지는 아니하였다.   

13 Supra note 8, Ritenuto in Fatto, para. 1-1).  

14 동조 제1항: 국제연합의 각 회원국은 자국이 당사자가 되는 어떤 사건에 있어서도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에 따

를 것을 약속한다. 

15 Supra note 8, Ritenuto in Fatto, para. 1-2). 

16 Ibid., Ritenuto in Fatto, para.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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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status quo)에 대하여 보다 확실한 변경을 원하였다. 즉, ‘Ferrini 사건’과 유사한 

사안들이 소송 계속 중에 있는 이탈리아의 각급 법원에 이례적으로 직접 출정하면서까지 

독일은 국제사법재판소 결정의 기정 사실화 작업을 밀어붙였는데, 상술하자면 이탈리아 

사법부에게는 전시 강제노동으로부터 기인하는 손해배상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면서 계쟁 사건에 있어서의 소의 각하를 시도하였던 것이다. 17  다시 말해, 

국제법상 주권면제에 관한‘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의 판시 내용은 이탈리아 국내 법원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엄숙히 준수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향후 유사 사안에 있어서의 심리 

속행이나 신규 계속은 이탈리아 국내 재판부에게 더 이상 관할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 따라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독일 측 주장의 골자였다.18  

그러한 상황 하에서 2012년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이후에 이탈리아가 이를 반영하는 

취지로 도입한 일련의 입법 조치와 관련하여 위헌심판 제청을 시도한 판사는 이탈리아 

최고법원인 파기원이 국제사법재판소 판례와 독일의 입장에 상응하여 “무력 충돌 과정에서 

일국의 군대나 기타 기관에 의하여 타국 영역 내에서 자행되었음이 주장되어 다투어지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소송에 있어서도 문제의 국가에게 주권면제를 부여할 

것을 관습국제법이 요구”한다고 판시하여 종전의 2004년 판례19의 기조를 변경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었다. 20  이탈리아 파기원이 이렇듯 입장을 전환하였던 것은 종래의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이 관습국제법인 관계로 준수되어야 한다는 원론적 기준을 옹호하였던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의 다수의견을 어떠한 여과 과정도 없이 전적으로 수용하였음에 

기인한다. 이러한 흐름은 ‘Ferrini 사건’에서 표명되었던 기조로부터 사법자제이론으로의 

후퇴로 정리될 수 있는바, 만일 이것이 고착화된다면 이탈리아 헌법상 인권 보호의 가치는 

필연적인 제약이 불가피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렇지만 피렌체 지방법원의 담당 판사는 설사 상기 국제판결에서 재확인하였던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에 기한 실행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독일의 국내법 질서 하에서 이미 국내적 

구제의 방도가 봉쇄되었던 관련 피해자들에게 이탈리아 국내 법원에 있어서조차 사법적 

17 Ibid., Ritenuto in Fatto, para. 1.1. 

18 Ibid. 

19 Ferrini v. Federal Republic of Germany, Decision No. 5044/2004, International Law Reports (ILR), Vol. 

128를 참조할 것.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의 판결이 내려지기 직전인 2008년과 2011년의 이탈리아 파

기원의 입장도 2004년 판례와 동일한 취지로 설시 하였으며, 오히려 이를 명확하게 보완하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이에 관한 내용으로는 Elisabetta Lamarque, “ Some WH Questions about the Italian 

Constitutional Court’s Judgement on the Rights of the Victims of Nazi Crimes,” Italian Journal of 

Public Law, Vol. 6, Issue 2 (2014), pp. 197-211, p. 202 참조. 

20 Supra note 8, Ritenuto in Fatto, para. 1.2. 위헌제청을 한 판사는 이 부분에서 일찍이 1979년에 이탈리아 헌

법재판소에서 국제법과 이탈리아의 국내법 질서가 상충될 경우에는 후자가 우선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졌

음에 주목한다. 그리고 2001년 헌법재판소 판례에도 국제조약은 이탈리아 헌법의 근본 가치를 보호하기 위

하여 제약될 수 있다고 하여 같은 기조를 유지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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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까지 부인하게 된다면 이는 이탈리아 헌법적 질서라는 견지에서 

수인 불가능하며 부당하다는 판단 하에 추가적인 논점을 보완하고 나서 본 위헌제청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21  

  하지만, 위와 같은 전개를 견제라도 하듯이 위헌 심사 과정에서 정작 이탈리아 

각료평의회 의장(수상) 22 이 정부법률자문기구 23 의 조력을 받고서 위헌심사 과정에 

개입하였는데, 그는 본 사안에 관련된 위헌심사는 법률적 근거를 결여한 것으로서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24 즉, 이탈리아 행정부 수반은 본 위헌제청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였으며, 국제사법재판소 다수의견을 수용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 

그는 현행 이탈리아 헌법보다도 선행하여 존재하여 왔던 국제법상의 개념인 관습국제법에 

대하여 위헌심사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점, 재판관할권의 존재는 본안 단계에서의 

실체적 판단에 우선하여 확정되어야 할 선결적 문제라는 점을 반대의 이유로 들었다.25  

  이탈리아 행정부 수반으로서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수용함으로써 독일과 이탈리아 

간 마찰을 회피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던바, 이러한 입장은 동 재판소의 판결 후 2013년 

5월에 이루어진 이탈리아의 UN 주권면제협약 가입 등의 행보와 상응하는 것이었다.26 다만, 

외교적 마찰을 회피하고자 하는 행정부의 속성을 감안하더라도 현대 국제법 상 인권 문제에 

있어서의 국가와 별도의 차원에서 피해자 구제 청구가 이어지고 있음을 간과하였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이탈리아 행정부와 최고법원인 파기원이 2012년의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의 국제 판결의 취지를 수용하고 반영함으로써, 전쟁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사법에의 접근’여지를 가중적으로 제약하는 사법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려던 

시점에서 그에 대한 헌법적 심사 필요성을 예견한 판사의 위헌심판 제청에 의하여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지기에 이르렀다. 

 

2. 결정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결론적으로 보면, 2012년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 판례의 

결정과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 반영하고 있었던 이탈리아 행정부와 최고법원인 파기원에 

대하여 이탈리아 헌법 질서의 차원에서 일정 부분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된다. 이탈리아 

21 Ibid. 

22 Presidente del Consiglio dei Ministri (이탈리아 내각 수반, 즉, 수상의 공식 명칭).  

23 Avvocatura Generale dello Stato(대한민국의 정부법무공단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 

24 Supra note 8, Ritenuto in Fatto, para. 2. 

25  Ibid.. 하지만, 일원론적 입장에서 논하자면 세계 각국의 헌법 속에는 인권 등 국제법적 가치 역시 두루 

내포되어 있음이 현실이다. 그럴 경우에, 설사 국제법 우위의 일원론을 견지한다 하더라도 위계와 서열을 

중시하는 경직된 논법에 의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26 Supra note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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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질서 하에서 나치 독일이 자행한 전쟁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을 여전히 받지 못한 

상태로 고통 받는 피해자 개개인의 권리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던바, 문제가 된 

제청 사안들은 여전히 사법적 심사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27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헌법 질서의 근본 원리와 불가양적 인권이 “이탈리아 

법질서가 따라야 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규범을 도입함에 있어서 있어서의 한계”로 

작용하게 되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존재할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다. 28 그리고 교황청의 

독립 승인과 후속 조치로서의 국교 수립에 관계되는 ‘라테라노 협정(Patti Lateranesi)과 

정교화약(Concordat)의 이행 법률’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EU법 체제로의 가입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러한 헌법적 근본 원리와 불가양적 인권은 해석의 척도로서 간과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대목도 주목할 만 하다. 29 특히, EU법 체제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탈리아 

헌법 체계의 원리와 불가양적인 인권이 ‘대항한계(controlimiti)’의 역할을 수행30한다고 

언급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항한계는 EU의 법제가 회원국인 이탈리아의 법 제도와 

인권 체계의 본질적 내용과 저촉되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EU 법의 우월적 

지위를 부인하고 이탈리아 법체계의 근본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서 파악되는 

법적 장치였다. 31  또,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주목하였던 헌법의 핵심 가치와 불가양적 

인권은 이탈리아나 EU 권역 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 국제인권법과도 

접점이 존재하는바, 그러한 경우에 대항한계의 필요성은 부각될 수 밖에 없다고 보인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의 이행 문제를 당해 국제 판결의 

수용이라는 측면에 더하여 EU와 그 회원국 간의 판결 내용의 이행에 관한 조정으로 향하는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특징은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Ferrini 

사건’에서의 이탈리아 파기원 판결과는 달리 주권면제에 관한 현재적인‘관습국제법적 

규칙’의 실체적 내용과 그 범주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아니한 채로 오로지 이탈리아 

헌법상 근본 원칙에 입각한 판단으로만 나아갔다는 점인데, 그 이유로서 국제사법재판소가 

지지하였던 관습국제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헌법의 가치에 고유한‘대항한계’가 

존재하는 연고로 그러한 최후의 보루에 저촉되는 한도에서는 어떠한 규범이나 결정이라 

할지라도 이탈리아 법체계로의 편입 자체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던 

것이다.32  

27 Supra note 8, Considerato in Diritto, paras. 2.1, 2.4, 3.2, 3.3. 

28 Ibid., para. 3.2. 

29 Ibid. 

30 Ibid. 

31 庄司克宏 · 東史彦「イタリア憲法における人権保障と欧州人権条約」『政経研究 第五十巻第四号』（2014）, 

pp. 35-94, p. 38 참조. 

32 Giuseppe Cataldi, “La Corte costituzionale e il ricorso ai ‘contro-limiti’ nel rapporto tra consuetudini 

internazionali e diritti fondamentali : oportet ut scandala eveniant,” Diritti Umani e Diritto 

-179-



오히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주된 판단 척도로 채택되었던 주권면제를 직접 거론할 

필요도 없이, 이탈리아 헌법의 근본적 가치를 거론한 것은 적절한 것이며, 피해자 구제의 

확보 문제는 국제인권법의 핵심에도 귀결되는 것임을 적절히 부각시킨 것으로 판단된다.33 

더구나, Yusuf 재판관이 그의 반대의견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주권면제에 관련된 

관습국제법의 확인, 발전에 있어 각국 국내법원이 담당하는 역할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 

다수의견이 배타적 자세를 견지하였다는 점, 3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사법적 관계에 

있어서의 면제 실행의 제한이 국내법원의 결정과 개인의 권리 의식의 집단적 고양으로부터 

촉발되기 시작하였다는 점 35을 감안한다면, 국제인권법의 내용을 반영, 적용함에 있어서도 

국내법원 차원의 독자적 실행이 인정되어야 할 명분은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국내법원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국제인권법의 견지에 부합되는 흐름을 반영한다면, 이는 

엄연히 국제사법재판소의 보조적 재판준칙으로서의 요건도 충족하는 것이다. 36  따라서, 

2014년의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의 접근 방식이 흡사 Triepel의 고전적 이원론의 부활을 

시사한다는 취지의 비판 37 은 Triepel 당시의 법질서와 현대 국제법의 현격한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 이탈리아 헌법 질서 하의 대항한계를 통한 국제법의 통제가 

국제인권법과 합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한편, 2014년의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헌법 상 ‘대항한계’이론이 명시적으로 

채택됨으로써, 국제적 차원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38 

현대 국제법에 있어 상정할 수 있는 발전 사항은 주권면제 이론에서도 필연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특히, 권리로서의‘사법에의 접근’문제에 관하여 국제적 기준과 헌법 

규정 사이의 충돌이 야기될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유용한 척도를 제시하여 준다는 점에서 

이는 더욱 현저하게 된다는 것이다.39 부연하면,‘대항한계’의 존재가 역설적으로 국제법의 

Internazionale, Vol. 9, No. 1 (2015), pp. 41-50, p. 42 ; Elisabetta Lamarque, supra note 19, p. 204. 

33 Supra note 1, Dissenting Opinion of Judge Yusuf, paras. 31-32, 35 참조 

34 Ibid., Dissenting Opinion of Judge Yusuf, para. 3 참조. 

35 Ibid., Dissenting Opinion of Judge Yusuf, para. 22 참조. 

36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제1항 d 참조.  

37 Giovanni Boggero, “The Legal Implications of Sentenza No. 238/2014 by Italy’s Constitutional Court 

for Italian Municipal Judges: Is Overcoming the “Triepelian Approach” Possible?” ZaöRV  76 

(2016), pp. 203-224, pp. 204-205; Anne Peters, “Let Not Triepel Triumph - How to Make the Best 

out of Sentenza No. 238 of the Italian Constitutional Court for a Global Legal Order,” 23 December 

2014. 

< https://verfassungsblog.de/let-not-triepel-triumph-make-best-sentenza-no-238-italian-

constitutional-court-global-legal-order-2/> 

38 Riccardo Pissillo Mazzeschi, “La sentenza n. 238 del 2014 della Corte costituzionale ed i suoi possibili 

effetti sul diritto internazionale,” Diritti Umani e Diritto Internazionale, Vol. 9, No. 1 (2015), pp. 23-

40, p. 39. 

39  Ibid., pp. 28, 30. 특히, Mazzeschi는 ‘사법에의 접근’과 관련하여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의 논리 전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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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 발전 방향에 자극을 가함으로써, 종래의 관습국제법적 실행에 대하여 헌법적 근본 

가치의 수호를 위한 일단의 예외의 확립을 촉진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평가하고 

있다. 40  이 논의를 발전시킨다면,‘대항한계’의 기능이란 헌법적 근본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법의 유입 차단으로 평가절하될 성질의 것은 아니며, 오히려 대항한계의 작용으로 

인하여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판단에 입각하면서도 어떠한 방식으로 주권면제에 

관련된 국제법적 판단을 조화시킬 것인지의 과제가 부여되었고 평가될 수 있다. 41  즉, 

전통적 관습국제법의 기치로 국제인권법과 연결되는 헌법적 가치, 기본권의 침해를 

예방하고 양자의 합리적 조정과 공존을 가능토록 하는 효과를 촉발시켰다고 하겠다.  

  여기서 예외의 대상이 되는 관습국제법적 실행이라 함은 “국가는 자신의 국제법 위반에 

대하여 정당화할 목적으로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었다.42 그리고, 인권 보호에 

관련된 한도에서는 가해국에 대하여 주권면제를 부여하는 종래의 관습국제법의 포섭 범위에 

있어서도 점진적 축소(ridimensionamento)를 향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 

역시 이 견해에서 부가되고 있음이 특징이다. 43  단, 이 부분의 논리 전개에 더하여 전시 

가해국인 독일 측이 상기‘국내법 원용의 금지’를 주장함이 국제법적 차원에서 권리 

남용에 해당될 여지가 없는지가 추가적으로 논의되었어야 할 것이며, 이탈리아 헌법 상의 

가치의 국제법적 함의도 누차 환기되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 부분에서 유의할 점은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사안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문제되었던 사안이 서로 대상을 달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요한 점은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상의 문제점을 ‘대항한계’라는 장치를 통하여 여과, 극복하는 방법론을 모색하고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통제하자는 것이지 국내법이라는 틀을 통하여 이를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다. 또, 국제 판례의 국내법적 수용 문제는 그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바 2014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결정에 있어서만 고유한 비통상적인 것이라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위와 같이 일국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국내법 질서 속에서 

확인되었던 쟁점이 국제법 질서에 재차 부분적 영향을 끼칠 여지는 존재하겠으나, 그러한 

실행 자체로 곧바로 주권면제의 관습국제법이 약화된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 44 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통하여 주권면제의 국제적 기준이 실체적 기본권과의 관계에서는 물론이거니와 

특히, 사법적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법과의 관계에서도 충돌이 야기됨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40 Ibid. 

41 즉, 이는 국내법 우위의 일원론에 입각하여 자국의 이익에 대한 보호주의로 경도된다거나 국가책임의 성립과는 

별도로 국내법적 차원에서 국제법을 배척할 여지를 남겨두고자 하는 이원론(dualism)의 흐름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옹호하려는 취지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대순,『국제법론』, 제17판 (삼영사, 2013), pp. 

227-228 ; Giovanni Boggero, supra note 37, p. 221 참조.  

42 Riccardo Pissillo Mazzeschi, supra note 38, p. 27. 

43 Ibid., p. 29. 

44  Ibid. 이 부분에서는 국제법의 준수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다는 관습국제법의 원칙에 

대하여 주권면제의 경우에는 축소(ridimensionamento)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는 달리 약화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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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그러한 축소는‘실효적 구제 원칙’등 상대적으로 최근에 

확인되어 온 관습국제법적 내용과의 관련성 속에서 판단하거나, 또는 국제법 수용에 관한 

국내법 메커니즘의 다양성을 전제하는 운용(이원론 또는 다원론) 45 의 입장에서 이탈리아 

헌법 질서 하의 기본권에 국제인권법적 함의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과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논의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사법에의 접근’은 주권면제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놓이는 기본적 가치라는 사실,” 46 “둘째, 그러한 우월적 지위는 기본권의 

사법적 보호와 주권면제 사이의 가치를 상호 비교형량 함으로써 도출되었다는 사실,” 47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범죄의 경우에는 국가 공권력의 전형적인 행사 태양에조차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권면제의 규범은 이러한 경우까지는 포섭하지 아니한다” 48는 취지로 

정리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결정을 내렸다. 첫째, 

이탈리아의 UN 주권면제협약에의 가입과 그에 따른 국내법 질서의 개정에 관한 2013년 

법률 제5호 중의 제3조49에 대하여 이를 위헌으로 선언한다.50 둘째, 1957년 법률 제848호 

제1조가 UN 헌장 제94조를 편입함으로써 이탈리아 국내 재판관들에게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어도 이탈리아의 영역 내에서 나치 

독일에 의하여 자행된 공법상의 주권행위에 대하여 이탈리아 법원의 관할권을 부인하는 

한도에서 이를 위헌으로 선언한다.51 다만, 2012년의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에 의하여 

확인된 관습국제법을 이탈리아 헌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탈리아 국내법 질서로 편입한 

퇴조(indebolimento)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직설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다소 과도한 비약으로 

판단되지만, 독일과 같은 전시 가해국이 이를 원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국제법적 역설을 표현하려는 시도라고 

판단다.   

45 김대순, (주 41), 228면 참조. 

46 Riccardo Pissillo Mazzeschi, supra note 38, pp. 39-40. 

47 Ibid. 

48  Ibid. 이 부분의 논의는 2000년에 그리스 최고법원(Areios Pagos)이 일찍이 지지한 바 있었던 주권면제의 

묵시적 포기 이론의 전제이다. 즉,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역시 국제범죄의 경우에 ‘주권적 공법행위’에 대한 

해당성 자체를 결론적으로는 부인한 셈이다. 단, supra note 12의 표현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명칭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   

49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2013년 법률 제5호의 제1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바,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는 supra note 8, Considerato in Diritto, para. 2.4을 참조. 

50 Ibid., para. 6-1).  

51 Ibid., para. 6-2). 이 부분의 논점은 2014년 결정에 뒤이은 2015년 2월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의 명령에서도 

거듭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Corte Constituzionale Ordinanza N. 30 ANNO 2015, 

<http://www.larassegna.isgi.cnr.it/en/docs/order-of-the-constitutional-court-no-30-of-11-

february-2015/> (last visited on 19 February, 2018). 본 명령의 이탈리아어 원본을 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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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이 나치 독일(제3제국)이 자행한 주권적 공법행위에 기인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적어도 법정지국 내에서 부인하는 한도에서는 위헌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는 수용하지 아니하였다.52  

 

Ⅲ. 평가 

 

상기 헌법재판소 결정은 주권면제에 관련된 관습국제법의 현 주소와 그 작용에 대하여 재차 

물음을 던지고 제동을 걸었던 전환점으로서 평가된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에서의 

‘대항한계’의 작용은 국내법 체계에 대응하는 국제법의 작용을 이원론적으로 환원시키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본 결정의 근본적 배경에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 여과 

없이 이탈리아 법질서에 수용될 경우에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부조리(불의) 53 , 즉, 

강제노동과 이송이라는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에 의하여 발생하였던 손해가 배상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저항감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독일에 의한 전후 배상의 범주 외곽에 있었던 피해자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사법적 구제를 

시도하는 것을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논리대로 주권면제를 이유로 저지하고자 하였다면, 

이들이 이탈리아 사법부에서의 최후의 사법적 구제수단에 의지하기 전에 이미 독일 

사법부나 그에 준하는 위원회 등을 통한 상당하고도 실효적인 구제 절차가 시간적으로 

선행하여 구비되었어야 정당성이 담보되었으리라 생각된다. 54 이 점에 관한 배려와 조치가 

결여된 판단이 국제법상의 다수의견으로 고착화 되어가던 상태에서 전시 포로들에 대한 

강제노동에 대하여 이탈리아 파기원이 그 이행을 위한 법제의 이탈리아 법질서 내의 편입을 

부인하였던 선례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당사국의 협상 필요성을 환기하고 이를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55  만일, 자국민에 대한 보호 조치에 있어 그 동안 

52 Supra note 8, para. 6-3). 

53 ‘국가 간의 법(Law of Nations)’이라는 틀을 넘어서,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에 기인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국 독일 측이 국제사법재판소 결정을 원용하여 이탈리아 국내 재판부의 관할권을 부정한다거나 국제법 

면탈의 취지로 이탈리아가 국내적 헌법 가치를 원용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시도하는 자체가 적반하장의 

피해자 행세를 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밖에 없다.  

54 Ricardo Pavoni,“How Broad is the Principle Upheld by the Italian Constitutional Court in Judgment No. 

238?”,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14 (2016), pp. 573-585, p. 585; Supra note 1, paras. 

99, 104 참조. 따라서, 국제사법재판소가 제기한 바와 같은 유감 표명 등은 부적절하며, 양국 간 협상의 

여지도 이 부분에서 언급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주권면제의 관습국제법 위반을 이유로 독일의 제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법적, 준사법적 배상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석명토록 하였어야 하며, 이 점을 독일이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독일의 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하거나 관할권을 부인하거나 하는 형태의 판단이 

내려졌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55  Massimo Iovane, “The Italian Constitutional Court Judgment No. 238 and the Myth of the 

‘Constitutionalization’ of International Law,”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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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하였던 이탈리아 정부의 책임도 부분적으로 감안되어야 한다면, 독일과 이탈리아 양국 

정부가 일종의 ‘부진정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다만 내부적 책임 비율에 대하여 관계 부처 

차원에서 차후 조정하는 것으로 이론 구성을 시도할 여지도 존재하였을 것이다.56  

  무엇보다 주권면제이론에 관한 2012년 결정이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을 관습국제법이라고 

판단한 대목에는 ‘지난 세기’라는 조건이 생략 또는 누락되어 있는 상태로 읽혀질 필요가 

존재한다. 그로 인하여 주권면제 실행 증거로서의 각국의 실행에 있어서도 현대 국제법상의 

인권의 관계에서의 자리매김 문제는 계속 간과되어 왔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국제법상 

실체법과 절차법의 적용 영역이 각기 다르다고 하더라도 제한적 주권면제의 실행이 

변화에서 언제까지나 예외일 수 없다. 그러한 맥락에서 현대 국제법의 인권적 함의를 

무력하게 만들었던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대항한계’라는 정치된 

헌법적 논리 전개 하에 2014년에 이탈리아 차원에서 저지되었다는 사실로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판례는 상당한 긍정적 의의를 내포한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주권면제 원칙을 

옹호하면서 심각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에 의한 재판청구권을 배척하였던 국제판결의 

수용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저지,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국제법 위반 행위가 당연히 

성립된다고는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그것이 구체적이고 특정 가능한 행위를 통하여 

표출되어야만 비로소 위법행위가 된다.57     

  물론, 2014년의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유의할 시사점도 존재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라 하더라도 나치 독일의 범죄로 인한 희생자들이 소송 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독일 자산에 대하여 집행 또는 가처분이 가능할 지 

여부는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점, 58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독일에 대한 소를 배척할 만한 객관적, 주관적 사정의 존재 여부에 관한 심사 기능을 실체 

법원에 대하여 보장하였다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은 해석 상 신중론을 기하는 차원에서도 

유의되어야 한다. 59  즉,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결정은 국내적 차원에서 상당한 고령인 

피해자들이 ‘Ferrini 사건’과 동일한 출발선에서 제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정도로 새기면 

족할 것이며, 이 부분에서 확인되었던 사항은 사실심에 관련된 원리로서 일련의 강제조치를 

예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60  그 외에 독일이 전쟁범죄를 자행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pp. 595-605, p. 603 참조.   

56 Supra note 24 참조. 

57 Massimo Iovane, supra note 55, pp. 597, 602. 

58 Elena Sciso, “La regola sulla immunità giurisdizionale dello Stato davanti alla Corte costituzionale,” 

Diritti Umani e Diritto Internazionale, Vol. 9, No. 1 (2015), pp. 61-83, p. 78. 

59 Ibid.  

60  Pietro Pustorino, “La sentenza n. 238 del 2014 della Corte costituzionale: limiti e prospettive 

nell’ottica della giurisprudenza italiana,” Diritti Umani e Diritto Internazionale, Vol. 9, No. 1 (2015), 

pp. 51-59,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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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하여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하여 왔다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2014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의 기본 원칙과 적용 가능성은 한정적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는 회의적 

지적도 존재하고 있기는 하다.61    

하지만, 주권면제의 실행과 관련한 전향적 추세는 오히려 2012년의‘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 판결의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던 이탈리아 국내 법원의 원심 사안에서 보다 적절하게 

반영되어 왔음은 평가되어야 하며, 이번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러한 국내의 

원판결에 대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지지하는 것이라 하겠다. 누차 언급한 ‘대항 한계’의 

내용이 국제 판결의 국내적 이행에 있어서는 이익 형량에 있어서의 일방 이익의 

구성요소라는 점, 그리고 국제 판결이 ‘이탈리아 헌법의 핵심적 가치’에 저촉되는 경우에 

국제법 질서에 대응하여 헌법 질서의 정체성을 수호하는 보루로 작용한다는 점이 

핵심이다.62 그리고 국제법 질서의 수용에 있어서의 이탈리아 공화국의 기능을 헌법 질서에 

모순됨이 없이 작용하도록 함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주권 원리에 충실하고자 하는 

함의를 내포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는 것이다. 63  이에 더하여 이탈리아 헌법 질서의 

근간이 국제법과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특히, 국제인권법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는 

논의가 명시되었더라면 더할 나위 없었으리라고 생각된다. 국제법상으로도 치유 불가능한 

법적 흠결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당해 국제법 체계의 

회원국이나 수범자들로 하여금 현대 국제법상의 가치 질서인 인권적에 대한 검토와 고양 

작업을 통하여 상위 법질서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경우마저 저지할 수는 없음을 

감안한다면, 이는 더욱 그러하다.64    

정리하자면,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피해자와 유족의 기본권에 대한 보호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이를 위하여 나치 독일에 의한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의 

발생지인 이탈리아 영내에서 면제의 법적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후속 민사소송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고 평가된다. 65 또, 국제법과 국내법 질서 간의 구분에 착안하여, 전시범죄 등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의 가해국들에 대하여 주권면제 항변이 더 이상 면죄부로 기능할 

수 없음을 선언할 정도의 과단성도 보이고 있다. 66  주권면제의 작용을 확정하고 제약하는 

61  Ibid. 단, 독일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 행위와 유감 표명 자체가 전시의 국제범죄에 대한 국가책임을 

‘만족(satisfaction)’이라는 형태로 이행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된다.  

62 江原勝行 「イタリアにおける慣習国際法規範の遵守義務と合憲性審査 国家主権の制限に関する「対抗限界」論の

新たな地平」『アルテス リベラレス （岩手大学人文社会科学部紀要）』 第 96 号 (2015), pp. 55-80, p. 79 

63 Ibid., p. 80. 

64 Gianluigi Palombella, “German War Crimes and the Rule of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14 (2016), pp. 607-613, p. 613.  

65 Marco Longobardo, “Case Note: The Italian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against State Immunity When 

International Crimes Occur: Thoughts on Decision 238 of 2014,” Melbourn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6, (2015), pp. 255-269, p. 269 참조.  

66  Ibid. 이 부분에서 Longobardo는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에 맞추기 위하여 이탈리아가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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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헌법적 논의를 통하여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드러난 실행이 아니라 현재적 

의미에서의 적절한 주권면제의 운용을 반영하는 각국의 국내적 실행이 향후의 이론적 

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1980년에 확인되었던 주권면제의 관습국제법적 성질은 

불변의 실체일 수 없다.     

2014년의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판결은 표면적으로 보면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이탈리아 헌법 상 수용에 있어 허용 한계를 획정하고 이를 구체화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전쟁범죄 피해자에게는 최후 수단이라 할 수 있는 국내 법원에서의 구제 시도를 

배척한 2012년의 ‘독일 대 이탈리아 판결’과 같은 형식 논리에 경도된 방식으로는 향후 

실행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판결의 국내법적 수용에 있어서 

이탈리아에서와 같은 난관에 직면할 것임을 시사하는 선례가 되었다. 이탈리아만 하더라도 

당해 2012년 국제 판결 이후에는 행정부와 사법부가 일시적으로 동일한 입장을 채택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차원에서 그와 상반되는 결정을 내리는 등, 국내적으로 

통일된 스탠스를 취하지 못하였다. 이를 본다면,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는 국가 그룹에 

있어서 국내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실행의 충돌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며, 이는 피해자들의 

‘사법에의 접근’에 대하여 도외시하는 국제 사회의 상당수의 국가가 응당 감내, 

해결하여야 할 위험 부담에 속한다고 보인다. 물론, 2015년부터도 이탈리아의 국내 법원은 

중대한 인권 침해에 있어서의 예외 상황에서 명제 아래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보여주었던 

Triepel 식의 이분법적 접근을 지양하면서, 이탈리아 헌법을 국제법 질서와 조화시키려는 

과제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비판도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67  하지만, 그러한 비판 속에 

피해자의 ‘사법에의 접근’이 자리매김할 공간이 없음은 당해 논리 전개에 있어서의 한계로 

작용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제한적 주권면제이론 일변도의 실행 추세는 전쟁범죄로 인한 피해 경험을 공유하는 

국가들에게 고유한 사법권에 있어서의 제약을 강요하게 되는바,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국가 

내부적 차원에서부터 마찰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만큼,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단순히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이행 거부라는 수준에서 논의가 

머무르면 안 될 것이며, 향후의 국내 사법권 운용에 있어서 주권면제 제도와의 관계를 획정, 

정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오히려, 전시 강제노동에 기인하는 피해자 구제를 국제법상 

주권면제의 실행보다 우선시하는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결정이 전후의 국제인권법의 추세와 

흐름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며,‘실효적 구제의 권리’의 위상에 대하여 유의미한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권면제협약으로부터 재차 탈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강경론으로까지 주장을 확장한다. 만일,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에 있어서까지 가해국의 주권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라면, 탈퇴론을 기치로 한 

Longobardo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67 Giovanni Boggero, supra note 37, p. 2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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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국제법 질서에는 더 이상 종래의‘국가 간의 법(Law of Nations)’이라는 틀이 

적절히 부합되지 아니하며,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 NGO, 그리고 개인 등도 

국제법 질서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 국가가 

자국 내의 자연인, 법인, 결사의 입장을 원인 사건의 초기 상황에서 수용하지 못할 경우, 

법적 충돌의 가능성이 소멸되기는커녕, 오히려 복잡 다단해지는 단면을 주권면제 관련 

사안이 드러내고 있다. 결국, 국가의 대외적 주권의 표상으로서의 주권면제 역시 그 

관습국제법적 성질에도 불구, 부단한 변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2014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결정은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직면하게 

된 이탈리아 국내 법원이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의 견지에서 이를 어떻게 해석, 수용하는지 

여부도 장래의 검토 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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