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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언 : ICC의 국가 수사 지원 방안
Ⅳ. 결론

I. 서 론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하 “로마규정”이라고 한다) 전문과 제1조에 따르면, 국제형사
재판소(이하 “ICC”라고 한다)가 ‘국가의 형사관할권을 보충한다([…]shall be complementary to
national criminal jurisdictions)’는 보충성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1) 이에 따라, ICC는 사건에 대해
국가가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 우선적인 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단지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심사
인 가장 중대한 범죄’에 대한 국내적 수사와 기소를 보충할 뿐이다.2)
* 이 글은 필자의 학위논문(｢국제형사재판소규정상 보충성원칙의 적용｣, 법학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9. 8.) 중
제3장 ‘재판적격성 결정기준으로서의 보충성원칙’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 경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1) 다만 로마규정은 ‘보충성’ 내지 ‘보충성 원칙’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2) Michael A. Newton, “The Complementarity Conundrum: Are We Watching Evolution or Evisceration?”, Santa Cl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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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규정상 보충성 원칙은 ICC에서의 여러 절차단계, 즉 수사개시 이전 단계, 재판적격성에
대한 예비결정 단계, 사건의 재판적격성에 대한 이의제기 단계 등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된다.3) 즉
이러한 절차단계별로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가 ICC 관할범죄를 진정으로 수사하거나
기소하고 있느냐에 따라 ICC가 보충적으로 자신의 관할권을 행사할 것인 지의 여부, 즉 사건의
재판적격성 유무를 판단하게 된다.4)
로마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ⅰ) 사건이 그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에 의하여
수사되고 있거나 또는 기소된 경우(a호), 또는 (ⅱ) 사건이 그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에
의하여 수사되었고, 그 국가가 해당자를 기소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b호), ICC는 원칙적으로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국가가 진정으로 수사 또는 기소를 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a호 단서), 또는 불기소결정이 진정으로 기소하려는 의사 또는 능력의
부재에 따른 결과인 경우(b호 단서)에는 ICC가 사건의 재판적격성이 있다고 결정할 수 있다.5)
그렇다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의 국내절차가 위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건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해당 국가가 단지 국내적으로 어떠한 사건을 진정으로
수사하고 있다거나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하였다고 주장한다면 그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어 ICC는
해당 사건을 자신의 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인가? 또한, ‘사건’이라는 용어의 규범적 의미는
무엇인가? 예컨대, 해당 국가가 ICC에서 다루고 있는 것과 ‘동일한 사건’을 국내적으로 수사하거나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해야 하는가? 만약 그러하다면 ‘동일한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로마규정
에는 이에 대한 명확하고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6) 결국, 그러한 가이드라인들은
ICC의 판례법을 통해 발전되지 않을 수 없었다.7)
ICC의 사건 담당 재판부들은 그 동안 로마규정 제17조상의 보충성 요건에 관한 여러 가지 기준들
을 제시해 왔다. 예를 들어, 재판적격성 평가시 소위 ‘2단계 평가기준’이 누적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든지,8) 어떠한 사태(situation)가 구체적인 사건(case)으로 발전되지 않은 초기의 절차단계에서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8, Issue 1(2010), pp.125-126.
3) 로마규정 제18조, 제19조, 제53조 등 참조.
4)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사건의 재판적격성 유무는 3가지 판단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즉 (i) 보충성 원칙(a호 및 b호),
(ii) 일사부재리 원칙(c호), (iii) 사건의 중대성(d호)이 ICC에서의 사건의 재판적격성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이 된다.
5)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로마규정 제17조 제1항 c호의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같은 항 d호의 ‘사건의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최종적으로 ICC가 사건의 재판적격성이 있다고 결정할 수 있다.
6) Marijana Konforta & Maja Munivrana Vajda,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in the Jurisprudence of the ICC”,
Zagreb Law Review, Vol. 3, No. 1(2014), p.15.
7) Ibid.
8) 사건의 재판적격성 유무에 대한 심사는 Germain Katanga 사건의 상소심재판부가 도출한 소위 ‘2단계 평가’에 의해
이루어진다. ‘2단계 평가’란 ICC가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에 의해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되었는지
여부, 또는 그러한 국가에 의해 사건이 수사되었고, 해당자를 기소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
고(1단계 평가기준), 이것이 긍정적일 때 ICC가 비로소 의사부재나 능력부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2단
계 평가기준)는 것을 말한다. International Criminal Court-Appeals Chamber(이하 “ICC-AC”라고 한다), Situation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The Prosecutor v. Germain Katanga & Mathieu Ngudjolo Chui, “Judgment
on the Appeal of Mr. Germain Katanga against the Oral Decision of Trial Chamber II of 12 June 2009 on the
Admissibility of the Case”, ICC-01/04-01/07 OA 8, 2009. 9. 25.[이하 “Katanga Admissibility Judgment”라고 한다],
para.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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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잠재적 사건’ 이 재판적격성의 평가 대상이 된다든지, 또한 국내절차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은
ICC에서 다루고 있는 것과 ‘동일한 사건’, 즉 ‘동일 인물,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이어야 한다는
기준 등이 ICC 판례에서 제시되었다.
그런데, 실제 ICC에서 다투어진 사건들 중 ‘동일 인물,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 기준을 충족시킨
사례가 거의 없었다. 그로 인해, 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되어 국가의 관할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야기하고 ICC에 더욱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론이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그 적절성에 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9)
이러한 배경 하에, 이하에서는 재판적격성 평가대상으로서의 ‘사건’의 의미를 살펴보고(II), 특히
‘동일 인물,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 기준이 실제 ICC 사건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분석한
다음 이 기준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한다. 그리고 위 기준이 로마규정상 적법한 근거를 갖고 있다는
전제에서, 진정으로 수사나 기소를 행하려는 국가들이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될 것이다(III).

Ⅱ. 재판적격성 평가대상으로서의 ‘사건’의 의미

1. 문제 제기
로마규정상 재판적격성의 평가 대상은 ‘사건’이다.10) 수사를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소추관은 ‘사건’의 재판적격성이 있는지 또는 있게 될지 여부를 고려한다.11)
로마규정에는 재판적격성 평가가 이루어지는 여러 절차적 단계가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단계는
‘사태’12)로 시작하여 한 명 이상의 피의자가 기소를 위해 특정되는 구체적인 ‘사건’13)으로 마무리된다.14)

9) Darryl Robinson에 따르면, 그간 국제형사법 분야에서의 논의 시 제17조의 ‘의사부재나 능력부재’라는 예외사항에만
지나치게 천착했던 경향이 있었고, ‘의사부재나 능력부재’라는 예외가 마치 제17조에 관한 ‘2단계 평가’의 전부인
것으로 여기는 광범위하고 일관된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 그로 인해, 제17조의 해석에 있어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였
고, ICC가 로마규정에서 일탈했다는 부적절한 비판들이 제기되었다고 그는 밝히고 있다. 또한 그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로마규정 제17조가 ‘사건에 관한 국내 절차가 있을 것을 요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음에
도 많은 논평자들이 이를 간과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그 결과 ICC가 새로운 요건들을 ‘고안’했다는 비난이
그들에 의해 제기되었다고 한다. Darryl Robinson, “Three Theories of Complementarity: Charge, Sentence or
Process?”,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Online, Vol. 53(2012), p.173 & note.46.
10) 로마규정 제17조.
11) 로마규정 제53조 제1항 b호.
12) 로마규정상 ‘사태’는 로마규정의 관할권적 범위, 즉 일반적으로 물적, 시간적, 영토적, 인적 관할권에 의하여 정의된
다. International Criminal Court-Pretrial Chamber[이하 “ICC-PTC”라고 한다] I, Situation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ecision on Applications for Participation in the Proceedings of VPRS 1-6”, ICC-01/04, 20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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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당사국이나 안전보장이사회의 사태 회부 또는 소추관의 독자적
수사라는 로마규정 제13조상의 제소장치가 작동된 이후 예비조사를 거쳐 수사개시 결정(제53조)
및 재판적격성에 대한 예비결정 단계(제18조)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사건’으로까지 발전되지 않은
상태이다. 즉 재판적격성에 대한 예비결정 단계까지는 혐의자와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사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
통상적으로 어떠한 ‘사태’가 ‘사건’으로 구체화되는 것은 최소한 ‘체포영장이나 소환장이 발부되
는 시점’(제58조)부터이며, ‘사건의 재판적격성에 대한 이의제기’ 단계(제19조)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재판적격성 평가가 이루어진다.15)
그런데 ‘사태’에서 구체적인 ‘사건’으로 아직 성숙되지 않았음에도 재판적격성 평가 대상을 여전히
‘사건’이라고 보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이하에서는 ICC에서의 절차단계에서
재판적격성의 평가대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ICC 판례가 제시한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 재판적격성 평가 대상
ICC는 절차단계별로 재판적격성의 평가 대상인 ‘사건’에 대해 탄력적인 해석방식을 채택해 왔다.
한편으로, ICC 전심재판부는 수사 개시 여부 결정 단계와 재판적격성에 대한 예비결정 단계에서의
17., para.65. 예를 들어, 우간다 사태는 ‘2002년 7월 1일 이후 주로 북우간다지역에서 반군 LRA와 정부군 사이에서
발생한 무력충돌 과정에서 자행된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혐의’와 같이 정의된다. 참고로 로마규정은
4가지 유형의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제5조-제8조의2는 ICC의 물적(ratione materiae) 관할권, 즉 ICC 관할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간적(ratione temporis) 관할권은 제11조, 인적(ratione personae) 관할권은 제12조와 제26조,
그리고 영토적 내지 장소적(ratione loci) 관할권은 제12조와 제13조 b호에 규정되어 있다. ICC-PTC II,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Kenya, “Decision Pursuant to Article 15 of the Rome Statute on the Authorization of an Investigation
into the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Kenya”, ICC-01/09, 2010. 3. 31.[이하 “케냐 수사허가 결정”이라고 한다],
paras.38-39.
13) ‘사건은 ‘한 개 이상의 ICC 관할범죄가 한 명 이상의 특정 피의자들에 의해 범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범죄사건들’을 의미한다. 원문은 “specific incidents during which one or more crim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seem to have been committed by one or more identified suspects”이다. ICC-PTC I, Situation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ecision on Applications for Participation in the Proceedings of VPRS 1-6”, ICC-01/04,
2006. 1. 17., para.65. Saif Al-Islam Gaddafi 사건의 상소심재판부는 ‘범죄사건(incident)’을 ‘a historical event, defined
in time and place, in the course of which crim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were allegedly committed by
one or more direct perpetrators’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 재판부에 의하면, 범죄사건의 정확한
범위는 추상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범죄의 맥락 및 피의자의 전반적인 혐의를 포함한 ‘사건의 모든 정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한다. ICC-AC, Situation in Libya, The Prosecutor v. Saif Al-Islam Gaddafi & Abdullah
Al-Senussi, “Judgment on the appeal of Libya against the decision of Pre-Trial Chamber I of 31 May 2013 entitled
“Decision on the admissibility of the case against Saif Al-Islam Gaddafi””, ICC-01/11-01/11 OA 4, 2014. 5. 21.[이하
“Gaddafi Admissibility Judgment”라고 한다], para.62.
14) 케냐 수사허가 결정, para.41.
15) ICC-AC, Situation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Judgment on the Prosecutor's appeal against the decision
of Pre-Trial Chamber I entitled “Decision on the Prosecutor's Application for Warrants of Arrest, Article 58””,
ICC-01/04, 2006. 7. 13., para.52; ICC-PTC I, Situation in Darfur, Sudan, The Prosecutor v. Ahmad Muhammad
Harun(“Ahmad Harun”) and Ali Muhammad Ali Abd-Al-Rahman(“Ali Kushayb”), “Decision on the Prosecution
Application under Article 58(7) of the Statute”, ICC-02/05-01/07, 2007. 4. 27.[이하 “Ahmad Harun & Ali Kushayb
Decision”이라고 한다], para.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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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적격성 평가가 특정 ‘사건’이 아닌 전체적인 ‘사태’와 연관된다고 하면서도,16) 수사 개시 여부
결정 단계에서의 재판적격성 평가는 ‘잠재적 사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반면 체포영장이나 소환장이 발부된 이후의 재판적격성에 대한 이의제기 단계에서는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와 ICC가 ‘동일한 사건’, 즉 ‘동일 인물,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를 다루고
있는지 여부가 재판적격성의 평가 대상이 된다.

(1) ‘잠재적 사건’
케냐 사태에 대한 수사허가 결정에서, 전심재판부는 수사 개시 여부 결정 단계에서의 재판적격성
의 평가는 ‘잠재적 사건들(potential cases)’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고 판시하였다.
전심재판부에 따르면, 로마규정 기초자들은 합의 도출의 어려움을 이유로 재판적격성 관련 조문들
의 본질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를 꺼려하여 로마규정 제17조를 포함한 재판적격성에 관련된 모든
조문들에 ‘사건’이라는 용어를 변경 없이 유지시켰다고 한다.17) 또한 전심재판부에 따르면, 위의
기초자들은 ‘사건’이라는 용어를 유지시키는 대신 ICC가 상이한 절차적 단계에 따라 ‘사건’의 의미
를 조화롭게 해석할 여지를 남겨두었다고 한다.18) 따라서 전심재판부는 수사 개시 여부 결정 단계에
서의 재판적격성의 평가 대상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잘못 사용된 것이 아니며, 적용되는
상황에 따라서 ‘사건’이라는 용어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19) 그러므로 전심재판
부는 수사 개시 이전에는 피의자 특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건 단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의 재판적격성 평가는 사실상 어느 하나의 사태 내에 있는 하나 이상의 ‘잠재적 사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고 판시하였다.20)
또한 전심재판부는 사태 단계에서의 재판적격성 평가 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따라서, 사태단계에서 재판적격성 평가는 다음과 같이 “잠재적인 사건”을 규정하는 일정한
기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i) 장래에 사건화 될 경우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관련자 집단에 대한 평가, (ii) 장래에 사건화 될 경우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ICC 관할범
죄 혐의에 대한 평가. 장래에 사건화 될 가능성이 있는 범죄사건과 관련자 집단에 대한 소추관의
선별은 그 성격상 예비적인 것이며 향후의 재판적격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1)

종합하면, 전심재판부는 수사 개시 여부 결정 단계에서 ‘잠재적인 사건’의 개념이라는 맥락 내에서

16) Ahmad Harun & Ali Kushayb Decision, para.18; 케냐 수사허가 결정, para.45.
17) 케냐 수사허가 결정, para.47. 한편, 관련 로마규정 준비문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Decisions taken by the Preparatory
Committee at its Session held in New York 4 to 15 August, 1997 (UN Doc. A./AC.249/1997/L.8/Rev.1), p.10; Report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1998 (UN Doc.
A/CONF.183/2/Add.1), p.48 참조.
18) 케냐 수사허가 결정, para.47.
19) Ibid., para.48.
20) Ibid. 다만 이 단계에서의 재판적격성 평가가 ‘추상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소추관은 잠재적인 사건(들)의
범죄자나 범죄사건에 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Ibid., para.49.
21) Ibid., para.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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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즉 ‘재판적격성의 평가는 관련 국가 또는 국가들이 향후 ICC의 수사대상
이 될 가능성이 있는 범죄사건들의 관련자 집단과 범죄혐의들’에 대해서 국내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또는 진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그 결과 국내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거나 진행되지 않았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사건의 중대성이 있는
경우 ‘재판적격성이 있게 될 것’이다.22)
일례로 케냐 사태23)와 코트디부아르 사태24)에서의 전심재판부 역시 모두 관련 ‘국내절차의 부재’
를 이유로 ‘사건의 재판적격성이 있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결론은 어렵지 않게
예상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소추관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ICC가 다루게 될 ‘잠재적 사건들’
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25)

22) Ibid., para.52.
23) 케냐 사태는 소추관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권한을 행사한 첫 번째 사례이다. 케냐 사태와 관련하여, 2009.
11. 26. 소추관은 전심재판부에 2007년 선거 이후의 폭력 사태에 대한 수사 허가를 로마규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ICC-PTC II,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Kenya, “Request for authorisation of an investigation
pursuant to Article 15,” ICC-01/09-3, 2009. 11. 26. 소추관은 케냐 정부가 인도에 반한 범죄 혐의에 대해 어떠한
국내적 기소도 행하지 않았으며 그러할 가능성도 없었다는 점, 그리고 가장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국내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잠재적 사건들에 대한 재판적격성이 있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케냐
수사허가 결정, para.183.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추관의 의견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케냐에서 선거
이후 폭력 사태에 대한 일련의 국내적 수사와 기소가 있었지만 폭력 사태에 대해 가장 책임이 있는 케냐의
ODM(Orange Democratic Movement)과 PNU(Party of National Unity)와 연관된 고위급 정치지도자와 인도에 반한
범죄 혐의에 대한 국내적 수사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사건이 제17조에 따라 재판적격성이 있게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Ibid., paras.185, 187.
24) 코트디부아르 사태와 관련하여, 2011. 6. 23. 소추관은 전심재판부 III에 2010년 11월 28일부터 지속된 코트디부아르
대통령 선거 이후의 폭력 사태에 대한 수사 허가를 로마규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전심재판부
는 소추관의 관련 주장 내용을 수사 개시 허가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즉 소추관은 (i) 대통령선거 이후의 폭력
사태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가장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 코트디부아르에서의 국내적 수사나 기소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 (ii)코트디부아르 담당 검사가 수행하고 있는 절차는 경제범죄, 국가안보 관련 범죄, 그리고 제노사이드
와 민간인 주민에 대한 범죄나 살해 등 소위 ‘유혈범죄’인데, 경제범죄는 ICC 관할범죄가 아니고, 국가안보 관련
범죄로 기소되고 체포된 자들은 소추관의 요청서에 열거되어 있는 자들이 아니며, 유혈범죄에 대한 수사는 ICC
관할범죄에 해당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에 대해 가장 책임 있는 자들로 보이는 자들까지 미치지 않는 점, (iii) 코트디부
아르 군검찰이 행한 수사 및 절차와 관련된 개인들은 ICC 관할범죄에 대해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으며, pro-Ouattara 軍에 의해 자행된 범죄혐의에 대해 군검찰이 당시 수사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 (iv) 코트디부아르
서부지역에서의 선거 이후 폭력 사태 과정에서 자행된 범죄혐의를 수사하고 있던 Daloa 지역의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의 전반적인 기소 전략에 대한 추후의 지시를 받기 전까지 관련자를 기소하거나 체포영장을 청구할 의사가
없으며, 가장 중대한 범죄에 대해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이 ICC에서 기소될 것이라고 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결국, 전심재판부는 선거 이후 폭력 사태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가장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개인들에 대한
국내절차의 부재를 인정하였고, 코트디부아르 사태 내의 ‘잠재적 사건들’이 ‘재판적격성이 있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
였다. ICC-PTC III,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Côte d'Ivoire, “Corrigendum to “Decision Pursuant to Article 15
of the Rome Statute on the Authorisation of an Investigation into the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Côte d'Ivoire””,
ICC-02/11, 2011. 11. 15., paras.195-200, 206.
25) 다만, 소추관의 수사개시 결정 ‘이후의’ 단계에서는 ICC가 다루고 있는 잠재적인 사건들이 무엇인지 관련 국가들이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소추관의 수사개시 결정 이후, 소추관은 모든 당사국과 해당 범죄에 대해 통상적으
로 관할권을 행사할 국가에게 그러한 결정 사항을 통지해야 하기 때문이다(로마규정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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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 인물,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 기준
수사 개시 여부 결정 단계와 달리, 체포영장이나 소환장 발부 이후의 ‘사건의 재판적격성에 대한
이의제기’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재판적격성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사건’이라는 용어의 규범적 의미는 무엇인가? 먼저 ICC가 사건의 재판적격성이 없다고 결정내리기
위해서는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의 국내절차가 ICC에서 다루고 있는 것과 ‘동일한
사건’, 즉 ‘동일 인물, 동일 행위’를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26) Thomas Lubanga Dyilo 사건의
전심재판부가 이 같은 기준을 제시한 이후 이 기준은 ICC 사건에서 계속 적용되어 왔다.27)
그런데 과거 케냐 사태에서, 케냐 정부는 ‘동일 인물’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즉
국내절차가 ICC에 의해 수사 중인 자와 동일한 ‘지위’의 자들에 대하여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도 ICC가 사건의 재판적격성이 없다고 결정해야 한다는 항변이 제기되었다.28)
그렇지만, ICC의 담당 상소심재판부는 이러한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환장이 발부된 이후의
절차적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피의자들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동일한’ 피의자들이 실질적으
로 동일한 행위에 대해 ICC와 해당 국가에 의해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어야 이 기준이 충족된다는
이유에서였다.29) 그런데 이 판결에서 ‘동일 인물, 동일 행위’ 기준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 즉 ‘동일
행위’ 기준에 ‘실질적으로(substantially)’라는 용어가 추가되었다.30) 그렇지만 이 사건의 상소심재판
부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시점에 리비아 사태의 Saif Al-Islam Gaddafi 사건의 상소심재판
부에 의해서 해결되었다. 즉 이 재판부는 ‘개별사건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소추관과 국가가 각기
수사하고 있는 범죄사건들(incidents) 상호 간의 중첩 정도에 따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인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31) 그러한 범죄사건들에 기재된 행위가 피의자에 대한 사건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범죄사건들의 중첩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32)
26) ICC-PTC I, Situation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The Prosecutor v. Thomas Lubanga Dyilo, “Decision
on the Prosecutor's Application for a warrant of arrest, Article 58”, ICC-01/04-1/06, 2006. 2. 10.[이하 “Lubanga
Article 58 Decision”이라고 한다], para.31.
27) 관련 판례는 ICC-PTC I, Situation in Libya, The Prosecutor v. Saif Al-Islam Gaddafi & Abdullah Al-Senussi, “Decision
on the admissibility of the case against Saif Al-Islam Gaddafi”, ICC-01/11-01/11, 2013. 5. 31.[이하 “Gaddafi
Admissibility Decision”이라고 한다], p.31, note 125 참조.
28) ICC-AC,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Kenya, The Prosecutor v. William Samoei Ruto, Henry kiprono kosgey and
Joshua Arap Sang, “Judgment on the appeal of the Republic of Kenya against the decision of Pre-Trial Chamber
II of 30 May 2011 entitled “Decision on the Application by the Government of Kenya Challenging the Admissibility
of the Case Pursuant to Article 19(2)(b) of the Statute””, ICC-01/09-01/11 OA, 2011. 8. 30.[이하 “Ruto et al.
Admissibility Judgment”라고 한다], para.27; ICC-AC,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Kenya, The Prosecutor v. Francis
Kirimi Muthaura, Uhuru muigai kenyatta and Mohammed Hussein Ali, “Judgment on the appeal of the Republic
of Kenya against the decision of Pre-Trial Chamber II of 30 May 2011 entitled “Decision on the Application by
the Government of Kenya Challenging the Admissibility of the Case Pursuant to Article 19(2)(b) of the Statute””,
ICC-01/09-02/11 OA, 2011. 8. 30.[이하 “Muthaura et al. Admissibility Judgment”라고 한다], para.26.
29) Ruto et al. Admissibility Judgment, para.42; Muthaura et al. Admissibility Judgment, para.41.
30) Muthaura et al. Admissibility Judgment, para.39.
31) Gaddafi Admissibility Judgment, para.72.
32) Ibid., para.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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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인 범죄사건들이 상당 부분 중첩된다면, 해당 국가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를 수사하
고 있음이 분명할 것이다. 그러한 중첩이 더 작더라도,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그 국가가 여전히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를 수사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소추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의
극히 일부만 수사하고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그 국가가 수사하고 있는 범죄사건들이 실제
소추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핵심을 형성할 수 있고, 또는 사건의 가장 중대한 측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전체 사건과 비교했을 때 그러한 범죄사건들은 매우 사소한 부분일
수 있다.”33)

여기서 ‘범죄사건들’이 동일한 것인지의 여부는 ‘시간, 장소, 범죄자와 피해자의 동일성을 근거로
판단된다.34) 예컨대, 하나의 범죄사건이 ‘2019년 3월 23일 A 주택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이라고
한다면, 다른 일시․장소에서 발생한 절도사건, 즉 ‘2019년 3월 30일 B 주택에서 발생한 절도사건’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5)
상소심재판부의 접근방식은 ‘범죄사건’이 ‘동일한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중심요소
이자 국가 수사와 ICC의 수사 사이에 신뢰할 수 있고 현실적인 비교가 가능한 유일한 근거라는
점에서, ‘동일한 행위’ 기준에 대한 명확성을 제고했다고 볼 수 있다.36) 이러한 범죄사건 중심적
접근방법에 따르면, ICC가 검토해야 할 사항은 ‘혐의자의 행위’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혐의자에게
귀속되는 범죄사건들에서 발생한 행위’까지 아우르게 된다.37) 예를 들어, 어떠한 혐의자가 어떠한
행위를 물리적으로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ICC는 혐의자 자체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러한 혐의자
에게 귀속되는 ‘범죄사건들 내에서 발생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다른 범죄자들이 범한 행위’까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38)
한편, 상소심재판부가 제시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 기준은 ICC가 다루고 있는 관할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타협점 내지 융통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ICC가 다루고
있는 ‘사태’ 내에는 대규모 잔학범죄 행위에 책임 있는 자들과 그들이 범한 범죄사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ICC와 국내적 수준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들이 범죄사건별로
‘완전히’ 일치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39)

33) Ibid., para.72.
34) Ibid.
35) Rod Rastan, “Situation and case: defining the parameters”, in Carsten Stahn & Mohamed M. El Zeidy(eds.),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Complementarity － From Theory to Prac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p.440.
36) Marta Bo, “The Situation in Libya and the ICC’s Understanding of Complementarity in the Context of UNSC-Referred
Cases”, Criminal Law Forum, Vol. 25(2014), p.526. 또한, Rod Rastan에 따르면, 로마규정 제17조의 ‘사건’은 ‘동일
인물’을 전제로 ‘범죄사건 중심적 행위’(incident-specific conduct)를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 근거로 로마규정
제17조 제1항 c호 및 제20조 제3항의 해석, 제90조 제1항~제6항 등에서 찾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od
Rastan, supra note 35, pp.437-445 참조.
37) Gaddafi Admissibility Judgment, para.62.
38) Rod Rastan, “What is ‘Substantially the Same Conduct’? - Unpacking the ICC’s ‘First Limb’ Complementarity
Jurisprudence”,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 15, Issue 1(2017), pp.12-13.
39) Rod Rastan, supra note 35, p.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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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동일 인물,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 기준의 적용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가 ‘동일 인물,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 국가는 실제 자신의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 결과, ICC는 사건의
재판적격성이 있다고 결정함으로써 자신의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ICC의 관련 사건들에서 위 기준을 충족시킨 사례가 거의 없음을 이유로 그 기준 설정의 적절성
여부를 문제 삼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 기준이 실제 ICC 관련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분석한 후 이 기준에 대한 비판론을 살펴보고, 이 기준의 법적 근거와 적절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
‘사건에 대해 진정으로 수사하거나 기소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국가들’이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시한다.

1. ICC 사건 분석
재판적격성 문제에 대해 ICC가 다루었던 사건들 중 Thomas Lubanga Dyilo 사건, Ahmad Harun
& Ali Kushayb 사건, Saif Al-Islam Gaddafi 사건, Ms Simone Gbagbo 사건 등 대부분의 사건들은
‘동일 인물,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위 기준을 충족시킨 사례는
Abdullah Al-Senussi 사건이 대표적이다.
먼저 Thomas Lubanga Dyilo 사건40)에서 콩고민주공화국 당국은 자국의 군형법 제164조의 제노사
이드 혐의와 제166조～제169조의 인도에 반한 죄, 그리고 살해, 불법구금과 고문 등의 혐의로
2005년 3월 Thomas Lubanga Dyilo에 대해 2건의 체포영장을 발부하였고, 같은 달 그는 Kinshasa
소재 교정시설에 구금되었다.41) 이에 대해, 전심재판부는 콩고민주공화국 당국이 발부한 체포영장
들에는 소추관이 체포영장신청서에서 밝힌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주목하였다. 즉 2002년
7월부터 2003년 12월 사이에 15세 미만의 아동들을 콩고애국해방전선에 모병 및 징집하여 적대행위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 혐의에 대한 내용이 콩고민주공화국 당국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42) 따라서, 콩고민주공화국이 ICC에서 다루고 있는 구체적인 사건과

40) 2000년 9월 15일 창설된 콩고애국연합(The Union des Patriotes Congolais)의 의장인 Thomas Lubanga Dyilo는 산하
군부인 콩고애국해방전선(Patriotic Force for the Liberation of Congo)과 함께 2002년 9월 콩고민주공화국 내 Ituri
지역을 장악하였다. ICC는 2006년 2월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에 대한 혐의는 2003년 8월 13일까지
비국제적 무력충돌 과정에서 15세 미만의 아동을 징집하고 모집하여 이들을 적대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용한 것이었다(로마규정 제8조 제2항 e-vii호). 이후 2006년 3월 콩고민주공화국 당국이 그를 ICC로 인계하였고,
그는 2012년 3월 유죄판결과 함께 14년형을 선고받은 후 2015년 12월 콩고민주공화국의 구금시설로 이송되었다.
또한 그는 2017년 피해자들에 대해 미화 1천만 달러를 집단배상하라는 ICC의 명령도 받은 바 있다. ICC, Case
Information Sheet: Situation in DRC - The Prosecutor v. Thomas Lubanga Dyilo, ICC-01/04-01/06.
41) Lubanga Article 58 Decision, para.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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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전심재판부는 판단했다.43)
Ahmad Harun & Ali Kushayb 사건44)에서 소추관측은 Ali Kushayb가 수단 다르푸르에서 발생한
일련의 범죄사건으로 수단 당국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재판적격성
문제를 제기했다. 수단 사법조사위원회(Judicial Investigations Committee)에 따르면, Ali Kushayb가
2005년 4월 수단 당국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라 2006년 11월 28일 체포되었고, 그에 대한 사건
수사는 남다르푸르와 서다르푸르 지역에서 발생한 5건의 별개 사건들에 대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소추관측은 수단 당국이 수사 중인 인물이 Ali Kushayb가 맞지만 수사 대상 행위가
ICC의 그것과 ‘동일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즉 소추관측은 ICC에 회부된
수단 다르푸르 사태와 관련한 수사가 수단 당국에 의해 진행 중이거나 기소가 개시되었다는 어떠한
징표도 없다고 보았다. 전심재판부 역시 관련 증거 및 정보를 근거로 ‘동일 인물,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보아 ‘사건의 재판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45)
Saif Al-Islam Gaddafi 사건46)에서 리비아 정부는 로마규정에 반영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자국의
사법제도를 통해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는 다수의 살인과 박해를 범한 혐의’를 받고 있는 Gaddafi
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건의 재판적격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47) 또한 재판적격성
심리에 대한 구두답변에서, 리비아 대표는 Gaddafi에 대한 수사는 ICC가 발부한 체포영장에 포함된
것과 정확히 동일한 범죄사건 및 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며,48) 실제 ICC 소추관이 행한 수사보다
시간적․물적으로 훨씬 광범위한 중요 증거를 입수했다고 밝혔다.49) 또한 리비아 정부는 추가의견서
에서 Gaddafi가 4주 이내에 리비아 중죄기소부(Chambre d'Accusation)에 이송되어 약 3개월간 재판

42) Ibid., paras.37-38.
43) Ibid., para.39.
44) Ahmad Harun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수단정부의 내무부장관이자 對반군작전의 책임자였다. 그리고 Ali Kushayb
는 Wadi Salih 지역의 원로부족장이자 2003년 8월부터 2004년 3월까지 Janjaweed 민병대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PDF(Popular Defence Forces)의 구성원이었다. ICC는 2007년 4월 이들에 대해 인도에 반한 죄와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2010년 5월 전심재판부 I은 수단정
부의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다. ICC, Case Information Sheet: Situation
in Darfur, Sudan - The Prosecutor v. Ahmad Muhammad Harun(“Ahmad Harun”) and Ali Muhammad Ali
Abd-Al-Rahman(“Ali Kushayb”), ICC-02/05-01/07.
45) 이상 내용은 Ahmad Harun & Ali Kushayb Decision, paras.18-25 참조.
46) Saif Al-Islam Gaddafi는 과거 리비아의 실권자 Muammar Gaddafi의 아들이자 사실상 리비아의 총리로서 2011년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리비아 전역에 걸쳐 자행된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6월 ICC는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다. 2012년 5월 리비아 정부에 의해, 그리고 2018년
6월 Saif Al-Islam Gaddafi측에 의해 사건의 재판적격성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ICC에 의해 모두 기각되었다.
ICC, Case Information Sheet: Situation in Libya - The Prosecutor v. Saif Al-Islam Gaddafi, ICC-01/11-01/11.
47) ICC-PTC I, Situation in Libya, The Prosecutor v. Saif Al-Islam Gaddafi & Abdullah Al-Senussi, “Application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Libya pursuant to Article 19 of the ICC Statute”, ICC-01/11-01/11-130-Red, 2012.
5. 1.[이하 “Saif Al-Islam Gaddafi & Abdullah Al-Senussi Article 19 Application”이라고 한다], para.1.
48) ICC 체포영장에 적시된 Gaddafi의 혐의는 ‘Gaddafi가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국가기관 및 보안군을 이용하여 2011년
2월에 시작된 Muammar Gaddafi 정권에 반대하는 민간인들의 시위를 치명적인 무력의 사용을 포함한 여하한 수단을
통해 제지하고 진압했다는 점, 그리고 특히 2011년 2월 15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Benghazi, Misrata, Tripoli를
포함한 리비아 전역에서 자신의 휘하에 있는 보안군을 통해 수백 명의 정권 반대 민간인 시위자들을 살해하고
박해한 행위’이다. Gaddafi Admissibility Decision, para.83.
49) Ibid., para.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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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를 위한 일정한 절차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점과 Gaddafi에 대한 심문 및 증인과의 대질조사를
행한 사실이 있었음을 밝혔다.50) 이에 대해, 상소심재판부는 리비아 정부가 ICC에서의 절차에서
다루고 있는 Gaddafi의 행위와 관련될 수도 있는 ‘離散的 측면들(discrete aspects)’51)에 대해 일련의
수사적 조치들을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리비아의 수사적 조치가 ICC에서의
절차에서 다루고 있는 것과 ‘동일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52) 또한 상소심
재판부는 동일한 사건(‘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이 수사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수사되고 있는 것과 소추관이 수사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사건
수사의 범위, 즉 무엇이 수사되고 있는지가 분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53) 따라서 상소심재판부에
의하면, 국가가 자신이 행한 사건 수사의 범위를 ICC에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국가 당국에
의해 동일한 사건이 수사되고 있는지 여부’를 ICC가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한다.54)
그 밖에 Ms Simone Gbagbo 사건55)에서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Ms Simone Gbagbo에 대한 국내절차
가 2012년 2월 6일 개시되었는데, 해당 절차에는 2010년 11월 28일 2차 대통령선거 이후에 그녀가
범한 범죄혐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ICC에서 다루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56)
이 사건의 전심재판부에 따르면, 코트디부아르의 국내적 절차와 관련하여 재판부가 입수한 유일한
정보는 ‘2010-2011년 선거 이후 폭력 사태 기간 동안 Abidjan지역에서 Ms Simone Gbagbo와 기타
사람들이 범한 것으로 알려진 개인에 대한 범죄와 관련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점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전심재판부는 코트디부아르 당국이 2012년 2월 6일 이후 수사한 것으로 알려진 사항,
즉 그녀에 대한 혐의사실과 범죄행위가 불분명하고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다.57) 또한 전심재판부는
Saif Al-Islam Gaddafi 사건의 상소심재판부의 판결내용58)을 인용하면서 ‘사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국가는 국내절차가 여전히 수사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지라도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50)
51)
52)
53)
54)
55)

Ibid., paras.36-38.
이러한 측면들은 민병대와 군대의 동원이나 舊Gaddafi 정권에 반대하는 저널리스트나 활동가들의 체포 등을 포함한다.
Gaddafi Admissibility Judgment, para.77.
Ibid., para.83.
Ibid., para.84.
Ms Simone Gbagbo는 2010년 12월 16일부터 2011년 4월 12일 사이에 코트디부아르에서 발생한 선거 이후 폭력
사태에서 4건의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한 혐의를 받고 있다. ICC는 2012년 2월 그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지만,
그녀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 2013년 10월 코트디부아르는 사건의 재판적격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국내적
수준에서 동일 인물과 동일 범죄에 대한 사건이 기소 중이라는 이유였다. 2014년 12월 11일 전심재판부 I은 코트디부
아르의 이의제기를 기각하면서, 코트디부아르가 Ms Simone Gbagbo를 ICC로 인계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켰다.
이에 대해 코트디부아르는 2014년 12월 17일 상소했지만, 2015년 5월 27일 상소심재판부는 원심재판부의 결정에
사실의 오인이나 법령위반이 없다고 보아 상소를 기각했다. ICC, Case Information Sheet: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Côte d'Ivoire - The Prosecutor v. Ms Simone Gbagbo, ICC-02/11-01/12.
56) ICC-PTC I,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Côte d'Ivoire, The Prosecutor v. Simone Gbagbo, “Decision on Côte d'Ivoire's
challenge to the admissibility of the case against Simone Gbagbo”, ICC-02/11-01/12, 2014. 12. 11.[이하 “Gbagbo
Admissibility Decision”이라고 한다], para.13.
57) Ibid., para.71. 한편, ICC의 수사 대상인 Ms Simone Gbagbo에 대한 범죄혐의는 ‘Mr Gbagbo와 그의 내각, 그리고
FDS(The Ivorian Defence and Security Forces)와 공동으로 (i) 2010년 12월 16일 RTI(Radiodiffusion Télévision
Ivoirienne)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ii) 2011년 3월 3일 Abobo 지역에서 여성들의 행진과 관련하여, (iii) 2011년 3월
17일 Abobo 시장 폭격과 관련하여, 그리고 (iv) 2011년 4월 12일 Yopougon 학살과 관련하여 자행된 살해, 강간
및 기타 형태의 성폭력, 그리고 비인도적 행위와 박해를 실행한 것이다. Ibid., para.44.
58) Gaddafi Admissibility Judgment, paras.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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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대상(또는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그러한 수사의 윤곽이나 범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가 이를 명확히 제시할 수 없다면 ICC와 관할권의 경합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코트디부아르 당국이 ICC에서의 절차에서 다루고 있는 것과 ‘동일한 행위’에 대해
수사하고 있거나 기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심재판부는 판단하였다.59) 이 사건의 상소심재
판부도 코트디부아르의 사법당국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이며, 진전있는 수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
다’는 전심재판부의 판단에 동조하였다.60) 또한 상소심재판부는 과거 William Samoei Ruto et al.
사건과 Francis Kirimi Muthaura et al. 사건의 각 상소심 판결의 내용61)과 원심인 전심재판부의
관련 결정내용62)을 인용하면서, 코트디부아르가 행한 수사상 조치들이 소수에 불과하고 이질적이라
는 전심재판부의 결정이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63)
위의 사건들과 달리 Abdullah Al-Senussi 사건64)은 ‘동일 인물,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 기준을
충족시킨 사례이다. 이 사건에서 리비아 정부는 자국의 사법제도를 통해 ‘국가정책과 결부되어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는 다수의 살인과 박해를 범한 혐의’를 받고 있는 Al-Senussi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건의 재판적격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65) 더 구체적으로, 리비아는 (ⅰ)
ICC가 발부한 체포영장에 적시된 것과 동일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현재 리비아 당국에 의해 진행되
고 있으며, (ⅱ) 리비아 당국이 진정으로 사건을 수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주장하였다.66) Al-Senussi의 혐의는 Gaddafi와 마찬가지로 Muammar Gaddafi 정권에

59) Gbagbo Admissibility Decision, paras.78-79.
60) ICC-AC,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Côte d'Ivoire, The Prosecutor v. Simone Gbagbo, “Judgment on the appeal
of Côte d'Ivoire against the decision of Pre-Trial Chamber I of 11 December 2014 entitled “Decision on Côte d'Ivoire's
Challenge to the admissibility of the case against Simone Gbagbo””, ICC-02/11-01/12 OA, 2015. 5. 27.[이하 “Gbagbo
Admissibility Judgment”라고 한다], paras.119-122.
61) 즉 로마규정 제17조 제1항 a호의 “사건이 수사되고 있다”는 구절은 해당자가 주장된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들”을 요구한다. 이러한 수사적 조치들에는 “증인이나 피의자 인터뷰, 서증의
수집, 또는 포렌식 분석의 수행”이 포함된다. Ruto et al. Admissibility Judgment, para.41. 사건의 재판적격성에
이의를 제기한 국가는 “사건의 재판적격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Ibid., para.62. 입증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해당 국가는 ICC에게 실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증거가치를
지닌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Ibid. Muthaura et al. Admissibility Judgment, para.61. 한편, 지난 2019년 4월 5일자
Saif Al-Islam Gaddafi 사건의 재판적격성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에서 전심재판부는 재판적격성에 이의를
제기한 개인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증거를 제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ICC-PTC I, Situation in Libya, The Prosecutor v. Saif Al-Islam Gaddafi, “Decision on the ‘Admissibility Challenge
by Dr. Saif Al-Islam Gaddafi pursuant to Articles 17(1)(c), 19 and 20(3) of the Rome Statute’”, ICC-01/11-01/11-662,
2019. 4. 5., paras.32-33.
62) 즉 코트디부아르 사법당국이 Ms Simone Gbagbo에 대해 2012년 2월 6일 1차 공소를 제기한 이후 32개월간 단지
4개의 절차적 조치만 취해졌고, 2013년 1월 23일부터 2014년 10월 10일까지 이루어진 수사상 조치는 ‘Ms Simone
Gbagbo에 대한 심문’뿐이었다. 또한 Ms Simone Gbagbo에 대한 절차에서, 사건담당 판사는 증인의 증언 수집,
피의자와 증인의 대질조사 명령, 또는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포렌식 또는 다른 감정 명령과 같은 어떠한
수사적 조치에 대해서도 명령을 발하지 않았다. Gbagbo Admissibility Decision, paras.66, 67, 69.
63) Gbagbo Admissibility Judgment, para.131.
64) 리비아 정보기관의 수장이었던 Al-Senussi는 2011년 2월 15일부터 20일까지 리비아 Benghazi 지역에서 인도에
반한 죄를 구성하는 살해 및 박해 등을 범한 혐의를 받았다. 2011년 6월 ICC는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이후 그에 대한 절차는 사건의 재판적격성이 없다는 전심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상소심재판부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2014년 7월 종료되었다.
65) Saif Al-Islam Gaddafi & Abdullah Al-Senussi Article 19 Application, para.1.
66) ICC-PTC I, Situation in Libya, The Prosecutor v. Saif Al-Islam Gaddafi & Abdullah Al-Senussi, “Decision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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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인도에 반하는 죄를 구성하는 살해 및 박해 행위였다. 이에 대해, 전심재판부는
Al-Senussi의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리비아가 가시적이고, 구체적이며, 진전있는 수사적 조치를 취했
다고 보았다.67) 또한 전심재판부는 모든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들이 제시한 증거를 토대로 리비아
당국이 ICC에서의 절차에서 다루고 있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에 대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았다.68) 이 같은 전심재판부의 결정은 같은 리비아 사태 내의 Saif Al-Islam Gaddafi
사건의 전심재판부가 내린 결론과 상반되는데, 상소심재판부는 양 사건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어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고 보았다. 첫째, Gaddafi에 대한 사건은 리비아 전역에서 발생한
범죄혐의에 대한 것인 반면, Al-Senussi 사건은 Benghazi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혐의에 국한된다.
둘째, 리비아는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Saif Al-Islam Gaddafi 사건보다
현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증거를 제출했다. 셋째, 상소심재판부는 Saif Al-Islam Gaddafi
사건과 현 사건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중앙정부가 이들을 구금하고 있는지 여부’로 보았다. Gaddafi
는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체포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Al-Senussi는 리비아 중앙정부에 의해 구금된
상태였다.69)
위에서 제시한 ICC 관련 사건들 중 ‘동일 인물,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 기준을 통과한 것은
Abdullah Al-Senussi 사건이 유일하다. 같은 리비아 사태 내의 Saif Al-Islam Gaddafi 사건의 경우,
리비아의 신정부가 Gaddafi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Abdullah Al-Senussi 사건과
달리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결국 ICC가 관할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Payam Akhavan은 두 사건의 결과의 차이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수사를 진전시킬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지 여부’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에서 정권을 잡은
리비아의 신정부가 안보리의 사태 회부 이후 Al-Senussi와 달리 Gaddafi를 수사할 시간적 여유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이다.70) 물론, Abdullah Al-Senussi 사건의 상소심재판부가 두 사건이 상이한

admissibility of the case against Abdullah Al-Senussi”, ICC-01/11-01/11, 2013. 10. 11., para.22. 특히 리비아는
Al-Senussi를 수사나 기소로부터 보호하지 않았고, Al-Senussi는 리비아 정부 당국의 통제 하에 있는 구금시설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으며, 리비아 내에서 필요한 증거 및 증언을 확보하거나 이용할 수 있고,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수사를 통해 그러한 증거 및 증언이 수집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67) 특히, 전심재판부는 리비아가 아래의 관련 사실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수사적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사실적인 측면이 체포영장에 적시된 행위 등 ICC에서의 절차에서 주장되는 Al-Senussi의 행위의 내용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Gaddafi 정권에 대한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당시 정부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계획한 정책의 존재, (ii) 민병대의 동원 및 무장, 용병의 모집, 시위대 살해 선동, 민간인 시위의 진압을
위해 보안군 등에 대한 물자 제공, 이러한 활동에 대한 Al-Senussi의 역할과 그의 공모 혐의, (iii) Al-Senussi의 보안군
에 대한 명령, 그리고 혁명 발발 즉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Benghazi에 주재, (iv) 보안군이 2011년 2월 15일부터
20일까지 Benghazi지역에서 민간인 시위대를 무수히 공격함으로써 다수의 민간인을 살상하고 심각한 부상을 야기한
행위, Gaddafi 정권에 대한 혁명을 진압하기 위한 全 기간 동안 리비아에서 행하여진 유사한 공격행위, (v) 2011년
2월 15일부터 20일까지 Benghazi에서 발생한 민간인 시위대들에 대한 발포에 Al-Senussi가 직접 관여한 행위, (vi)
Gaddafi 정권에 반대하는 저널리스트, 활동가, 민간인 시위대의 체포와 이러한 사건의 일부에 대한 Al-Senussi의
역할 및 공모 혐의, (vii) 2011년 2월 15일부터 20일까지 Benghazi에서 민간인 반체제인사들의 구금과 고문 행위
등. Ibid., paras.162, 164.
68) Ibid., para.167.
69) ICC-AC, Situation in Libya, The Prosecutor v. Saif Al-Islam Gaddafi & Abdullah Al-Senussi, “Judgment on the appeal
of Mr Abdullah Al-Senussi against the decision of Pre-Trial Chamber I of 11 October 2013 entitled “Decision on
the admissibility of the case against Abdullah Al-Senussi””, ICC-01/11-01/11 OA 6, 2014. 7. 24., paras.94-97,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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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에 다다른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Gaddafi를 수사하여 처벌하고자 했던 리비아의 신정부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관할권 행사가 제약되는 결과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Thomas Lubanga Dyilo 사건의 경우, 콩고민주공화국은 국내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Lubanga
를 자국 법령에 따라 상당히 중대한 범죄유형인 제노사이드, 인도에 반한 죄, 살해, 불법구금, 고문
등의 혐의로 2건의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국내적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그렇지만 ICC는
‘동일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의 재판적격성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콩고민주공화국은
Lubanga를 처벌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 구체적인 국내적인 조치들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ICC의 개입을 막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국가가 ICC의 개입을 막기 위해 허위재판소를 설립하여
절차를 지연시키고자 한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 즉 우간다 사례(고등법원특별재판부), 케냐 사례(특
별재판소 설치 제안, 진실화해위원회가 사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제안, 사법개혁을 통해
국내재판이 진행될 것이라는 제안 등)71)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또한 Thomas Lubanga Dyilo
사건은 실제로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가 사건을 기소할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표명한 Germain
Katanga 사건과도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상황은 ICC를 ‘최후의 보루로서의 재판소’로 보았던
로마규정 기초자들의 의도와 부합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Thomas Lubanga Dyilo
사건이 주는 시사점은 해당 국가의 사법부에 미치는 신뢰 저하, 그리고 해당 국가가 스스로 개혁하려
는 노력이나 매우 복잡한 정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노력하더라도 국제기구가 개입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이다.72)
한편, 사건의 재판적격성에 대한 이의제기 단계에서 ‘동일 인물,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해당 국가는 ICC에게 실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당히 구체적
이고 증거가치를 지닌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국가가 행한 수사적 조치들은 ‘가시적이
고, 구체적이며 진전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국내적인 수사의 범위와 수사의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해야 한다. 그런데 Ms Simone Gbagbo 사건에서 코트디부아르는 전심재판부와 상소심재판부에
위와 같은 사항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가 국내적으로 ‘수사’되
고 있어야 한다는 1단계 평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종합하면, 위의 대부분의 사건들은 다양한 이유에 기하여 ‘동일 인물,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기준은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것인가? 그간 학자와 전문가들
을 중심으로 이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아래에서
는 그러한 비판론의 주요 내용들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70) Payam Akhavan, “Complementarity Conundrums”,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 14, Issue 5(2016),
pp.1051-1052.
71) Chandra Lekha Sriram & Stephen Brown, “Kenya in the Shadow of the ICC: Complementarity, Gravity and Impact”,
International Criminal Law Review, Vol. 12, Issue 2(2012), pp.230-231.
72) Susana Sácouto & Katherine Cleary, “The Katanga Complementarity Decisions: Sound Law but Flawed Policy”, Leid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3, Issue 2(2010), p.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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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 기준에 대한 비판론
Payam Akhavan에 따르면, 위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원의 희소, 불안전
한 안보 상황, 그리고 정치적 혼란기 등 과도기적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다는 점과 ICC에서의
절차 내에서 사건의 재판적격성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등에서 해당 국가가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즉 그는
‘동일 인물,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주장하였다.73)
Claire Brighton 역시 위의 기준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국내관할권에 대한 과도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74) 그에 따르면, ‘동일 인물,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 기준을 적용할
경우 국가의 입장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더욱 어려워
지는 반면, ICC는 재판적격성이 있다고 주장하기가 더욱 수월해 진다고 한다.75) 또한 그에 따르면,
‘동일 인물,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해당 국가는 피의자가 특정될
때까지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압박을 받게 되고, 그 결과 관련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더 나아가, Claire Brighton은 해당 국가가 모든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기소하기보다는 ICC가 염두에 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도 존재하며,
이는 전체론적 정의(holistic justice)의 달성에 방해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76)
또한 Nidal Nabil Jurdi는 ‘ICC가 보충성 제도의 구성요소들을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핵심
국제범죄를 기소할 일차적 의무를 행사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일부 국가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비판을 한 바 있다.77) 그러면서, 그는 ICC의 관련 재판부들이 ‘동일 인물,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 기준에 대한 이의제기국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입증책임을 부담시켰다고 주장하였다.78)
Christopher Totten 등 역시 위의 기준은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기 원하는 국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로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와 ICC의 업무분담 측면에서 ICC에
지나치게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79)
또한 Thomas Obel Hansen에 의하면, ‘동일 인물,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 기준은 자기회부의
상황에서 발전하였는데,80) 자기회부 상황에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과 ICC 관할범죄를 기소할 의사와
73) Payam Akhavan, supra note 70, pp.1049-1054.
74) Claire Brighton, “Avoiding Unwillingness: Addressing the Political Pitfalls Inherent in the Complementarity Regim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ternational Criminal Law Review, Vol. 12, Issue 4(2012), p.636.
75) Ibid.
76) Ibid., pp.636-637.
77) Nidal Nabil Jurdi, “The Complementarity Regim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 Practice: Is it Truly Serving
the Purpose? Some Lessons from Libya”, Leid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0, Issue 1(2017), p.199.
78) Ibid., pp.213-214.
79) Christopher Totten, Hina Asghar & Ayomipo Ojutalayo, “The ICC Kenya Case: Implications and Impact for Proprio
Motu and Complementarity”, Washington University Global Studies Law Review, Vol. 13, Issue 4(2014), p.755.
80) 이 기준은 자기회부 사태였던 콩고민주공화국 사태의 Thomas Lubanga Dyilo 사건에서 처음 정립되었다. 한편,
자기회부(self-referral)란 일반적으로 ICC 관할범죄 발생지국이 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사태를 ICC에 스스로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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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가진 국가가 자신의 관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동일 인물,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
게 되면 후자의 국가 역시 잠재적으로 ICC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81)
그런데 이러한 비판론의 가장 극단점에 위치해 있는 것이 Kevin Jon Heller의 견해가 아닐 듯
싶다. 그는 소위 ‘급진적 보충성(radical complementarity)’ 개념, 즉 국가가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해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국가가 수사하고 있는 행위나 추구하고 있는 기소
전략에 상관없이 ICC는 사건의 재판적격성이 없다고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동일 인물’ 기준과 관련하여,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가 ICC 관할범죄에 대해 가장
책임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소위 ‘피라미드식 기소 전략(pyramidal prosecutorial strategy)’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 인물’ 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한 것이라고 그는 비판하고 있다.82) 또한
‘사태’ 단계에서 ICC 소추부가 개입하기 전에 국내적인 수사를 시작한 국가가 소추부의 수사 대상인
것과 동일한 혐의자들과 행위들을 모두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국가들은 소추부의 수사 대상인
혐의자들과 행위를 파악할 때까지 국내 수사 절차를 미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그는 꼬집고 있다.
또한 그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불처벌에 대처한다는 견지에서 볼 때 바람직한 전략이 아닐뿐더러
‘동일 행위’ 기준을 엄격히 적용시킴으로써 나타나는 역효과라고 주장하고 있다.83)
Kevin Jon Heller는 계속해서 ‘사건’ 단계에서 적용되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 기준이 내포하는
문제점들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그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ⅰ)‘동일 행위’ 기준은 로마규정
제20조 제3항과 제90조 제1항의 문언에 그 근거를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라는 기준은 로마규정
의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84) (ⅱ) 로마규정상 보충성 원칙의 대상과 목적이 ICC 관할범죄
에 대한 처벌을 추구함에 있어서 국가의 주권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임에도, 위의 기준으로 인해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는 소추관이 최종적으로 어떠한 범죄를 기소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예견할 수 밖에 없으므로 국가는 전적으로 소추부의 처분에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점,85) (ⅲ) 증거의
하는 것을 의미한다.
81) Thomas Obel Hansen, “A Critical Review of the ICC’s Recent Practice Concerning Admissibility Challenges and
Complementarity”, Melbourn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3, No. 1(2012), pp.233-234.
8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evin Jon Heller, “Radical Complementarity”,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 14, Issue 3(2016), pp.640-644 참조. ‘피라미드식 기소 전략’은 ICTY에서 활용되었던 것으로 사건에 대해 가장
책임 있는 고위급 인물을 처벌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의 범죄자들을 수사하거나 기소함으로써 그러한
고위급 범죄자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거나, 또는 실질적인 내부 협력을 얻기 위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Ibid.,
p.643; Carla Del Pont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Large-scale Crimes at the International Level – The
Experience of the ICTY”,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 4, Issue 3(2006), p.543.
83) Kevin Jon Heller, supra note 82, pp.644-646. 리비아 Gaddafi 사건의 상소심판결(반대의견)에서 Anita Ušacka 재판관
역시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 기준은 해당 국가와 ICC 상호간을 보충한다기 보다는 국가로 하여금 ICC가 설정한
요건들을 최대한 이행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상호 대립적인 관계로 만들어 버릴 것이며, 이는 결국 국가주권과
국가의 기소당국에게 부여되어 있는 재량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ICC-AC,
Situation in Libya, The Prosecutor v. Saif Al-Islam Gaddafi & Abdullah Al-Senussi, Dissenting Opinion of Judge
Anita Ušacka, ICC-01/11-01/11 OA 4, 2014. 5. 21., paras.52-53.
84) Kevin Jon Heller, supra note 82, p.647.
85) 부연하면, 소추관은 로마규정 제61조 제4항 및 제9항에 따라 공판 개시 전까지 공소사실을 변경할 수 있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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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나 신빙성, 피해자의 이익 보호, 혐의의 중대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당 국가가 동일한 행위가
아닌 이종의 행위에 근거하여 국내적으로 기소할 경우 피의자를 유죄로 처벌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들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86) (iv) 위의 기준으로 인해 해당 국가의 여러 가지 기소전략에
따른 절차 진행이 좌절될 수 있다는 점,87) (ⅴ) 위의 기준으로 인해 국가가 성공적인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러한 국가가 ICC와 협력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므로, 위 기준을 제거함으
로써 더욱 국가 중심적인 보충성 제도를 청설하는 것이 국가의 협력을 제고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88) 그리고 (ⅵ) 기타 분쟁 이후 과도기에 처해 있는 국가의 수사, 기소, 재판 자원이나
ICC의 한정된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위의 기준은 제거되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
특히 ICC가 재판적격성이 있다고 결정한 바 있는 Ms Simone Gbagbo 사건의 피의자가 ICC가
현재까지 선고한 형보다 훨씬 높은 20년의 자유형을 이미 선고받았는데, ICC가 그녀를 기소 또는
재기소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반문하고 있다.89)

3. 동 기준의 법적 근거 및 적절성 검토
그렇다면, ‘동일 인물,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로마규정이나 기타
다른 법체제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가? 그리고 로마규정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이 기준을
유지시키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아니면 이 기준을 배제 내지 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먼저, 이 기준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는 상호 연관되어 있는 로마규정 제17조 제1항 c호와 제20조
제3항의 문구에서 도출될 수 있다. 로마규정 제17조 제1항 c호 및 제20조 제3항에는 같은 규정
제20조 제3항 a호 및 b호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동일한 행위(the same conduct)에 대해 국가의 법원에
서 재판받은 자(a person)를 ICC가 재판할 수 없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ICC가 다루고
있는 구체적인 사건의 본질적인 요소들은 개인과 주장되고 있는 행위이다.90) 그런데, 제17조 제1항
의 각 호들에서 언급되어 있는 ‘사건’은 논리적으로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건’의 개념은 제17조 제1항 a호 및 b호, d호에도 확대될 수 있다.91)

86)
87)
88)
89)

90)
91)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재판적격성에 대한 이의제기 시의 것과는 다른 범죄사건들을 기소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가 성공적인 이의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공판 개시 전까지 지속적으로
소추부가 다루고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할 뿐 아니라 새로운 공소사실이나 범죄사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진전있는 수사상의 조치들도 취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 기준은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 Ibid., pp.648-649.
Ibid., p.650.
Ibid., pp.655-656.
Ibid., pp.657-658.
Ibid., p.658. 2015년 3월 Ms Simone Gbagbo는 코트디부아르 법원으로부터 2010년 선거 이후의 폭력 사태와 관련된
혐의로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dw.com/en/ivorians-divided-over-simone-gbagboconviction/a-18305986 참조(2020. 5. 20. 마지막 방문).
Muthaura et al. Admissibility Judgment, para.39; Rod Rastan, supra note 38, p.5.
Rod Rastan, supra note 38, pp.5-7. 또한 ‘동일한 행위’ 기준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른 사건의 재판적격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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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리는 로마규정 제90조의 관련 조항의 문언를 통해서도 지지될 수 있다.
첫째, 로마규정 제89조에 따라 ICC로부터 인계청구를 접수한 로마규정 당사국은 ‘ICC가 인계를
구하는 자의 범죄의 기초를 구성하는 것과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로마규정 당사국으로부터
범죄인인도 청구를 접수한 경우’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제90조 제1항)(이탤릭체 강조). 즉 ‘ICC가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인계가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재판적격성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는지
여부’와 ‘그 결정이 청구국이 범죄인인도 청구와 관련하여 수행한 수사 또는 기소를 고려했는지
여부’가 그것이다(제90조 제2항 a호)(이탤릭체 강조). 따라서 ‘동일 인물, 동일 행위’에 관한 사건(제90조
제1항)이 재판적격성 결정의 대상이 된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제90조 제2항)(이탤릭체 강조).92)
둘째, ICC로부터 인계청구를 받은 당사국이 다른 국가로부터 ‘ICC가 인계를 구하는 범죄를 구성하
는 행위 이외의 행위’로 동일한 자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받는 경우, 피청구 당사국은 어떠한
청구에 우선권을 줄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재판적격성에
관한 것은 그러한 고려 요소들의 하나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이탤릭체 강조).93) ‘동일 인물, 이종의
행위’에 관한 사건은 재판적격성의 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94)
셋째, ‘동일 인물, 이종의 행위’와 관련된 문제는 로마규정 제9부의 협력제도를 통해 해결될
문제이지 재판적격성과는 관련성이 없다.95) ICC로의 인계 문제를 다루고 있는 로마규정 제89조의
제4항에는 ‘인계청구된 자가 ICC가 인계를 구하는 범죄와 다른 범죄로 피청구국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형을 복역하고 있는 경우, ... 피청구국은 재판소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이탤릭체
대한 이의제기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ICC-PTC I, Situation in Libya, The Prosecutor v.
Saif Al-Islam Gaddafi, “Separate concurring opinion by Judge Marc Perrin de Brichambaut” of ‘Decision on the
‘Admissibility Challenge by Dr. Saif Al-Islam Gaddafi pursuant to Articles 17(1)(c), 19 and 20(3) of the Rome
Statute’”, ICC-01/11-01/11-662-Anx, 2019. 5. 8., para.42 참조.
92) Rod Rastan, supra note 38, p.6.
93) 로마규정 제90조 제7항
7. Where a State Party which receives a request from the Court for the surrender of a person also receives a
request from any State for the extradition of the same person for conduct other than that which constitutes
the crime for which the Court seeks the person's surrender:
(a) The requested State shall, if it is not under an existing international obligation to extradite the person to
the requesting State, give priority to the request from the Court;
(b) The requested State shall, if it is under an existing international obligation to extradite the person to the
requesting State, determine whether to surrender the person to the Court or to extradite the person to the
requesting State. In making its decision, the requested State shall consider all the relevant factor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ose set out in paragraph 6, but shall give special consideration to the relative nature
and gravity of the conduct in question.
로마규정 제90조 제6항
6. [...]In making its decision, the requested State shall consider all the relevant factor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 The respective dates of the requests;
(b) The interests of the requesting State including, where relevant, whether the crime was committed in its territory
and the nationality of the victims and of the person sought; and
(c) The possibility of subsequent surrender between the Court and the requesting State.
94) Rod Rastan, supra note 38, pp.6-7.
95) Carsten Stahn, “One Step Forward, Two Steps Back?: Second Thoughts on a “Sentence-Based” Theory of
Complementarity”,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Online, Vol. 53(2012), p.189; Darryl Robinson, supra note
9, p.174; Rod Rastan, supra note 38, p.7; Marijana Konforta & Maja Munivrana Vajda, supra note 6,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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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즉 ‘이종의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적격성이 아닌 ICC와 피청구국간의 협의를 통해서 사안이
해결되는 구조이다. 로마규정 제94조 제1항에도 ‘요청의 즉각적인 이행이 요청과 관련된 사건
이외의 다른 사건에 대하여 진행 중인 수사나 기소를 방해하게 될 경우, 피요청국은 ICC와 합의한
기간동안 요청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이탤릭체 강조). 즉 ‘이종의
사건’에 관한 문제는 재판적격성과 관련없이 피요청국과 ICC간 협의의 대상임을 로마규정은 분명히
하고 있다.
재판적격성의 문제는 ICC 또는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들 중 어느 곳에서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것인지의 문제, 즉 法廷(forum)의 문제로서 본질적으로 어느 하나의 사건은
이종의 사건을 배제하는 특성을 지닌다.96) 반면, 동일 인물에 대하여 동일한 행위와 이종의 행위가
경합할 경우, 이는 ICC와 관련 국가간 협력의 문제로 양 사건은 순차적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sequencing의 문제).97) 결국, ‘동일 인물, 동일 행위’ 기준의 법적 근거는 로마규정에서 도출된다.
그런데, Kevin Jon Heller는 William Samoei Ruto et al. 사건의 상소심재판부가 제시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라는 기준은 로마규정의 어디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98)
이에 대해, Rod Rastan은 먼저 상소심재판부의 접근방식은 ‘일사부재리 원칙’상 동일성의 해석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의 입장과 대체로 부합된다고 주장한다. 가령 Zolutukhin v. Russia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 제7추가의정서 제4조(일사부재리)와 관련하여 이 조문
이 ‘동일한 사실관계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범죄’를 재차 처벌하거나
재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이탤릭체 강조).99) 이러한 배경하에,
그에 따르면 (행위의) 법적 성격이 동일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100) 일사부재리 원칙을
더욱 적절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피고인에게 전가되는 여하한 행위를 포함)가 ICC
와 국가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 여부를 ICC가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101) 그리고 그는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적용되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 기준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로마규정 제17조 제1항 a호 및 b호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그는 (ⅰ) 제17조 제1항 a호-c호가 공히 보충성 제도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 (ⅱ) ‘사건’이라는
용어는 제17조 제1항 a호-c호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며, 또한 그러한 사건이라는 용어가 각
호별로 상이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102)
96)
97)
98)
99)

Rod Rastan, supra note 38, p.7.
Darryl Robinson, supra note 9, p.175; Rod Rastan, supra note 38, p.7.
Kevin Jon Heller, supra note 82, p.647.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Sergey Zolotukhin v. Russia, Application No. 14939/03, Judgment of 10 February
2009, para.82. 유사한 다른 판례의 내용에 대해서는 Rod Rastan, supra note 38, pp.14-15 참조.
100) 이와 관련하여, Carsten Stahn은 ‘동일 행위’ 기준 자체가 범죄행위의 법적 성질에 있어서 동일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국가들은 융통성을 가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Carsten Stahn, supra note 95, p.189.
101) 그는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 기준을 적용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이중처벌이나
이중재판이 행하여질 위험이 감소될 수 있으며, 또한 기판력, 절차의 확정성, 법적 확실성, 기타 수사・기소・재판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위의 기준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Rod Rastan,
supra note 38, p.19.
102) Ibid., pp.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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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ICC와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가 범죄사건별로 완전히
일치된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할 것을 예견하기란 지극히 어렵다.103) 그리고 ‘동일 행위’ 기준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어떠한 융통성도 부여하지 않을 경우’ ICC와 국가가 관할권 행사에 있어서
경합을 벌일 때마다 해당 국가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104) 이는 결국
보충성 제도의 취지나 목적과 부합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범죄사건의 ‘실질적인’
중첩성 정도에 따라 ‘동일 행위’인지의 여부가 판단될 필요가 있다. 결국 ICC의 상소심재판부가
제시한 ‘실질적으로’라는 추가적인 요건이 로마규정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기준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동일 인물,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 기준이 아닌 다른 유형의 완화된 기준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지니게 된다. 먼저, ‘이종의 인물, 이종의 행위’ 기준을 채택하게 되면,
해당 국가가 ICC에서 다루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인물이나 행위를 대상으로 수사나 기소와 관련한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에도 ICC는 전혀 개입을 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이종의 인물,
동일 행위’ 기준을 받아들이게 될 경우, A라는 범죄자가 동일한 행위로 국내적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B라는 범죄자는 자신에 대한 어떠한 국내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ICC에서의
절차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동일 인물, 이종의 행위’ 기준에 따르게 될 경우,
예컨대 A라는 범죄자가 ICC에서 다루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행위로 국내적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범죄자는 ICC에서의 절차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만약 A라는 범죄자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가 이종의 행위에 대한 절차를 진행했지만 해당 국가의 법원이
그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할 경우 범죄자 A는 결국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나리오들은 “국제적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의 불처벌을 종식”시킨
다는 로마규정의 대상과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105) 그렇다면, ‘동일 인물,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 기준을 제거해야 한다는 급진적인 주장이나 위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
여질 수 없다.

4. 제언 : ICC의 국가 수사 지원 방안
‘동일 인물,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가 ICC에서 다루고 있는 것과 동일한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수사한 후 사건의 재판적격성에
대한 이의를 다시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가 성공할 가능성이 그다지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예컨대, 사건 관련 국가는 대부분 분쟁 이후 과도기적 상황에 처해있으면서
103) Rod Rastan, supra note 35, p.442; Darryl Robinson, supra note 9, p.176.
104) Marijana Konforta & Maja Munivrana Vajda, supra note 6, p.18(‘since interpreting “same conduct” restrictively
would in practice render almost all or at least most of the cases admissible before the ICC’).
105) 로마규정 전문 제4항 및 제5항 참조.

30

●●● 제

1

부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상 보충성 원칙의 적용 | 김선일 ●

정치적 불안과 인적․물적 자원의 결핍에 시달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사건 대상자들이
여전히 해당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 해당 국가가 이들을 처벌할 가능성은 더욱 낮을
것이다. 또한, 해당 국가가 재차 사건의 재판적격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 특히 그러한
이의제기가 또 다시 실패한다면 - 소송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이의제기가
반복될수록 그만큼 절차의 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동일 인물,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 기준도 원칙대로 적용함과 아울러 국내적으로 적극적인
수사나 기소를 하려는 국가들을 위한 더 나은 방안은 없을까?
Nidal Nabil Jurdi는 Thomas Lubanga Dyilo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접근방식을 취했다. 그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 당국과 ICC가 동일한 ‘행위’를 수사하고 있지 않다면, 먼저 양자 사이에
로마규정에 따른 ‘협력협정’을 체결106)한 후 ICC가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범죄사건에 대한 정보를
콩고민주공화국 당국에게 제공하면 된다고 한다. 더 나아가 그는 ICC가 다루고 있는 사건에 관한
정보가 콩고민주공화국 당국에 제공되었더라면 해당 당국이 그러한 사건을 수사한 후 공소장의
내용을 변경하여 기소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107) 그러나 이 견해는 ‘ICC가 실제로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에게 수사나 기소를 개시할 것을 명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Germain
Katanga 사건의 상소심재판부의 입장과 상반된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108) 그렇지만 협력협
정에 수사나 기소를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ICC가 그러한 협정을 통해 해당 국가의
사건처리를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방안 외에 로마규정 제93조 제10항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109) 이
조항상 ICC의 협력이나 지원은 ‘적극적 보충성’110)의 이념이 구현된 것으로 소위 ‘reverse

106) 로마규정 제4조
1. 생략
2. ICC는 모든 당사국의 영역에서는 이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그리고 다른 여하한 국가의 영역에서는 특별협정
에 의하여 자신의 기능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07) Nidal Nabil Jurdi, supra note 77, p.90.
108) “재판부의 견해에 의하면, [...] 로마규정에 따라 ICC가 국내적으로 수사나 기소를 개시할 것을 국가에게 명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 Katanga Admissibility Judgment, para.86.
109) 로마규정 제93조 제10항
(a). 재판소는 요청이 있는 경우, 재판소 관할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또는 요청국의 국내법상 중대한 범죄를 구성하
는 행위에 대하여 수사 또는 재판을 수행하는 당사국에 협력하거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b). (i) (a)호에 따라 수행하는 지원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a. 재판소가 수행하는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얻은 진술, 문서 또는 다른 형태의 증거의 송부
b. 재판소의 명령으로 구금된 자에 대한 신문
(ii) (b)호(i)a에 따른 지원의 경우,
a. 문서 또는 다른 형태의 증거가 국가의 지원으로 획득된 경우, 송부는 그 국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b. 진술, 문서 또는 다른 형태의 증거가 증인 또는 감정인에 의하여 제공된 경우, 송부는 제68조의 규정에
따른다.
(c). 재판소는 규정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이 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이 항에 열거된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110) ‘적극적 보충성(positive complementarity)’의 개념은 ICC가 수동적인 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로 하여금 국제법상
범죄에 대해 책임 있는 자들을 처벌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Christopher K. Hall, “Positive complementarity in action”, in Carsten Stahn & Mohamed M. El Zeidy(eds.),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Complementarity － From Theory to Practice(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pp.1018-1019; Matthew E. Cross & Sarah Williams, “Recent Developments at the ICC: Prosecutor v Germain Kat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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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on’을 의미한다.111) 먼저 a호에 따르면, ICC 관할범죄 또는 요청국의 국내법상 중대한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사 또는 재판을 수행하는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ICC가
이에 협력하거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ICC는 로마규정 비당사국의 지원요청을 일정한
조건 하에 허가할 수 있다(c호). 그밖에 b호에 따르면, ICC의 협력이나 지원 내용에는 해당 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술, 문서 또는 증거의 송부를 포함하고 있다. 다만
제93조 제10항에 따르면, ICC의 협력이나 지원은 로마규정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ICC가 재량으로 이러한 협력이나 지원을 제공할 수는 없다. 또한 소추관이 ICC의
협력이나 지원을 이해당사국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청할 수도 없다.
그런데 ICC가 직권으로 또는 소추관의 요청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협력이나 지원을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면, 로마규정 제93조 제10항
은 더욱 큰 의미와 중대성을 지닐 수 있다. 즉 적극적 보충성의 이념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조항으로
변모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ICC의 재판부와 소추관이 관련 국가의 요청이 없어도
자신들이 처리하고 있는 사건이나 재판에 관한 정보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국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93조 제10항에 추가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ICC가 직접 다루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협력이나 지원은 ‘국내적인 수사나
재판을 진정으로 수행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국가’에만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판단은 담당재
판부의 ‘결정’(decision)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또한 담당재판부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ICC의 협력이나 지원에 일정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특히 담당 재판부는 관련 증인이나 피해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12)
이와 같은 내용이나 취지가 로마규정 제93조 제10항에 반영된다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첫째, 관련 국가 입장에서는 ICC가 다루고 있는 사건에 대한 각종 정보를 입수하기가 용이해진다.
즉 ICC의 수사대상인 사건과 동일한 것을 자국 국내 수사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사건

and Mathieu Ngudjolo Chui － A Boost for ‘Co-operative Complementarity’?”, Human Rights Law Review, Vol.
10, Issue 2(2010), p.339; Ben Batros, “The Judgment on the Katanga Admissibility Appeal: Judicial Restraint at
the ICC”, Leid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3, Issue 2(2010), p.359; M. Christopher Pitts, “Being able to Prosecute
Saif Al-Islam Gaddafi: Applying Article 17(3) of the Rome Statute to Libya”, Emory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27, Issue 2(2013), p.1324.
111) 로마규정 제93조 제10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ICC의 협력이나 지원’을 가리키는 용어가 ‘reverse
cooperation’이다. 로마규정 제9부는 일반적으로 ICC 관할범죄의 수사 및 기소에 있어서 국가가 ICC에 최대한
협력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런데 제93조 제10항에는 이와 반대되는 상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reverse cooperatio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ederica Gioia, “Complementarity and
’reverse cooperation”, in Carsten Stahn & Mohamed M. El Zeidy(eds.),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Complementarity － From Theory to Practice(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pp.807-829 참조.
112) 예컨대, 케냐정부의 제93조 제10항에 따른 지원요청에 대해 담당 전심재판부는 비밀문서 등을 케냐정부에 제공할
경우 피해자와 증인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요청을 거절한 바 있다. ICC-PTC II,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Kenya, “Decision on the Second Request for Assistance Submitted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enya Pursuant to Article 93(1) of the Statute and Rule 194 of the 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ICC-01/09-97, 2012. 7. 12., paras.15-21.

32

●●● 제

1

부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상 보충성 원칙의 적용 | 김선일 ●

관련 각종 자료를 입수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 결과, 해당 국가는 ‘동일 인물,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 기준의 제약을 훨씬 덜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분쟁 이후 과도기적 상황에서 사건 관련
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종국적으로는 선의를 가진 관련 국가가 국내적
수준에서 ICC 관할범죄를 범한 자를 더욱 용이하게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ICC의 입장에서도 ‘국가형사관할권을 보충한다’는 이념을 적극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소송경제적 측면에서도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예컨대, ICC에서의
절차의 초기 단계부터 ‘진정으로’ 수사나 기소를 행하려는 국가들에게 ICC가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
로써 국내절차가 촉진될 수 있다. 그 결과, ICC의 사건 개입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또한 ICC가
협력이나 지원을 제공할 경우, 관련 국가가 사건의 재판적격성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명분이나
사유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ICC가 ‘동일 인물,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 기준을 원칙에 입각하여 적용하더라도 관련
국가가 이를 이유로 쉽게 반발하지 못할 것이다.
종합하면, 보충성 원칙의 이념의 적극적 구현과 국가관할권의 존중, 소송경제의 효율화, 그리고
ICC의 신뢰성과 일관성 제고 측면에서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다.

Ⅴ. 결 론

ICC가 설립된 후 본격적으로 운용되면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분야가 보충성 원칙과
관련한 재판적격성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재판적격성 문제 내의 보충성 원칙은
ICC에서의 절차의 주요 단계에서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기를 희망하는 국가와 ICC 사이에
상당한 갈등을 유발시켰기 때문이다. 그러한 대립의 한 가운데 ‘동일한 사건’의 판단 기준, 즉
‘동일 인물,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 기준이 위치해 있었다. 실제 ICC에서 그간 다루었던 사건들
중에서 이 기준을 통과한 사건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ICC가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여
국가의 일차적 관할권 행사를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던 것도 사실이다.
자연스레 이 기준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자 했던 국가들이나 이
기준에 비판적이었던 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어 왔다. 그렇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일
인물,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 기준은 법적 측면에서나 보충성 제도의 근본 취지나 목적의 측면에
서 그 적절성이 담보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이 배제 내지 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지만, ICC에 회부된 사태이든 아니면 ICC 소추관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사태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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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ICC가 다루고 있는 사건의 관련 국가들은 여전히 분쟁의 한 복판에 있거나 대규모 인권유린
사태에서 이제 막 벗어난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잔학범죄를 범한 자들을 처벌하기를 희망하는 국가들에게 ‘동일 인물,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 기준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상당한 장벽으로 여겨질 수 있다.
따라서, 진정으로 그러한 범죄를 범한 자를 수사하거나 기소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국가들이 위
기준을 더욱 용이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로마규정 제4조 제2항을 활용하여 ICC와 국가 사이에 협력에 관한 특별협정을 체결하거나, 또는
적극적 보충성의 견지에서 로마규정 제93조 제10항을 개정함으로써 더욱 보충성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이상적인 관계를 양자 사이에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도 보충성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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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I. 서론

세계인권선언 제15조는 제2항에서 국제법상 자연인이 가지는 국적 변경의 권리(right to change
nationality, 이하 국적변경권)를 선언하고 있다. 제15조가 선언하고 있는 총 세 가지 국적에 대한
권리(right to nationality) 가운데 국적변경권은 여타의 권리와 이질적인 성질을 띠고 있다.1) 동
조 제1항이 선언하고 있는 국적 취득의 권리와 제2항 같은 문구에서 서술하고 있는 국적의 자의적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법학박사
1) I. Ziemele & G. Schram, “Article 15”, in G. Alfredsson e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 Common
Standard of Achievement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9), p.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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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탈 금지는 국적의 순기능을 전제하는바, 여기서 국적이란 자연인에게 필요한 권리이자 권원으로서
자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보호막을 의미한다.2) 두 권리는 국적에 의하여 파생되는 국민의 권리,
즉 국적에 의한 권리(right of nationality)를 누리기 위하여 자연인이 특정 국가의 국적을 희망하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 이와 달리, 국적변경권의 핵심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모국과의 법적
유대의 단절이며, 여기서 포기의 대상이 되는 국적은 자연인이 그 보유를 원치 않는다는 점에서
보호막이 아닌 질곡에 불과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적은 그 본질상 각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그 취득과 상실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어떠한 자연인이 자국민이 되는가에 관한 사항은 각 국가의 재량과 자율에 따라 결정된다
는 국가자치의 원칙은 국적 분야를 아우르는 국제법의 원칙이 되었다.3) 이러한 맥락에서 국적변경권
은 일견 진보적이고 도전적인 사상을 함축하고 있다 할 것이다.4) L. Schroeter는 국적국으로 하여금
자국민에 대한 적법한 통제 권한을 포기할 것을 국제법상 의무로서 부과한다는 점에서, 국적변경권
은 국가자치의 원칙이라는 전통적 대원칙을 탈피하는 것이라 지적하였다.5) M. McDougal 역시
국적변경권의 규범적 가치는 “어떠한 특정 공동체 내 실질적 지배계층에 의한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자연인에게 부여한다는 점에 있다고 역설한 바 있다.6)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J. Chan은 인간에게 국적을 강제할 수 없다는 논리야말로 지극히 타당하고 합리적인 법리임을
주장하면서 국적변경권이 가지는 당위를 다음과 같이 피력한 바 있다.7)
(국적변경권은) 인간 존엄의 측면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특히 국적을 변경하려는 의사가 거대한
규모에 달한다는 것은, 대개의 사례에서, 인권에 대한 존중을 부여하지 않는 정부 체제에 대한
분개(resentment)를 일반적으로 반영한다. 국적이란 닻을 통하여 사람들을 특정 영토에 고정시킴
으로써 인간의 굴레(human bondage)를 영속시키려는 것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이는 일반적
으로 거주ꞏ이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수반한다.8)

그러나 국적을 결정하는 종국의 권한이 각 국가에 있음을 고려할 때, 상기 학자들의 진보적
견해가 얼마나 현실적인지는 의문이다. 당위의 문제를 떠나, 국적변경권은 오늘날 소수의 조약과
국제문서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 개념과 해석에 관한 논의의 진척은 더딘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2) 서술의 편의를 위하여 이하에서는 국적 취득의 권리를 국적취득권, 국적의 자의적 박탈 금지를 국적유지권이라 서술한다.
3) I. Brownlie, “The Relations of Nationality in Public International Law”, 39 British Year Book of International Law
284 (1963), pp.299-300; P. Weis, Nationality and Statelessness in International Law (2nd ed.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79), p.66.
4) F. Whelan, “Citizenship and the Right to Leave”, 75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36 (1981), p.636.
5) L. Schroeter, “Soviet Jews and Israeli citizenship: The Nationality Amendment Law of 1971”, 2 Soviet Jewish Affairs
25 (1971), p.30.
6) M. McDougal, H. Lasswell, L. Chen, “Nationality and Human Rights: The Protection of the Individual and External
Arenas”, Yale Law Journal Vol.83 (1973), p.929.
7) J. Chan, “The Right to a Nationality as a Human Right: The Current Trend Towards Recognition”, 12 Human Rights
Law Journal 1 (1991), p.4.
8) Ibid.,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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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 국적변경권의 개념, 해석, 및 그 행사에 관한 세부적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제2부는
국적변경권이 출현한 역사적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적
포기(이탈)의 권리(right of renunciation, 이하 국적포기권)와의 비교ꞏ대조를 통하여 그 개념을 개략적
으로 제시한다. 자신의 국적을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란 그 내용이 불분명하고 추상적이
며,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동 권리를 명시하
고 있는 미주인권협약의 관련 조문을 조약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하여, 국적변
경권의 실체적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와 해석에서 도출된 국적변경권의 개념을
바탕으로, 제3부는 국적변경권이 실제 현실에서 행사될 수 있는지에 관한 가능성을 논의하고, 그
행사에 있어서 어떠한 제약과 한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1999년
UN 국제법위원회가 작성하고 UN 총회가 결의로서 채택한 ‘국가승계와 관련한 자연인의 국적
초안(Draft Articles on Nationality of Natural Persons in relation to the Succession of States, 이하
1999년 ILC 초안) 가운데 선행국 국적을 보유한 자연인에게 부여되는 이른바 국적선택권을 분석하
는 한편, 국적변경권의 행사를 확인할 수 있는 일부 사례를 소개한다.9)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본고는 일견 선언적 권리에 머무르는 국적변경권이 외국인에게 자국의 문호를 개방하는 이례적이고
특수한 국내법에 상응하여 실제 행사 가능한 권리로서 변모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II. 국적변경권의 개념과 해석

1. 국적변경권의 역사와 국적포기권과의 관계
인류의 역사에서 국적변경권을 최초로 언급하고 있는 문서는 1895년 만국국제법학회(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가 채택한 케임브리지 선언이다.10) 동 선언은 국적 문제에 관한 5가지 원칙을 천명하고

9) ILC, Draft Articles on Nationality of Natural Persons in relation to the Succession of States with commentaries,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99, Vol. II, part two. [이하 1999년 ILC 초안]; UNGA, Nationality
of Natural Persons in relation to the Succession of States, UN Doc. A/RES/55/153 (30 January 2001).
10) 케임브리지 선언을 다루고 있는 국내 선행연구는 동 문서가 1) 무국적의 방지와 2) 단일국적주의 두 가지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석동현, “국적법의 개정방향”, 서울국제법연구 제4권 제2호 (1997), 5면, 이상순,
“재한화교의 법적지위 문제에 관한 소고”, 아시아법제연구 제6호 (2006), 34-35면. 그러나 케임브리지 선언은
상기 두 가지 원칙 이외에 국적변경권을 포함한 총 다섯 가지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동 선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1. No one should be without nationality. 2. No one can have simultaneously two nationalities. 3. Everyone
must have the right to change their nationality. 4. Renunciation pure and simple is not enough to lose it. 5. Nationality
of origin should not be transmitted indefinitely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established abroad. Quoted in J. Trev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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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 가운데 제3원칙은 “모든 이는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20세기 초 국적 분야의 선구자로 평가되는 E. Zeballos는 국적에 관한 10가지
원칙을 담고 있는 이른바 ‘국적 원칙에 관한 공리’를 제시하였는데, 이 가운데 제4원칙 내지 제6원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모든 이는 그의 국적을 자유로이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
5. 국가는 개인이 국적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6. 국가는 개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사에 반하여 국적을 변경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11)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국적변경권과 국적포기권과의 관계이다. 모국과의 유대를 단절시킬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서술의 편의상 이 둘을 동시에 언급하는 학자
역시 적지 않다.12) 그러나 양자는 엄밀한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국적변경권은
국적포기권을 필연적으로 내포하고 있으나 국적포기권은 그러하지 않다. 국적포기권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가진 여러 국적 가운데 어느 한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바, 이 경우
국적변경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국적변경은 기존 국적의 포기와 더불어 외국 국적의
후천적 취득을 수반한다. 셋째, 따라서 포기와 달리 국적변경은 기존 국적국의 국내법을 통하여
독단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 즉, 국적의 자발적 이탈에 관한 국내법에 따라 그 허용 및 행사 여부가
결정되는 국적포기권과 달리, 새로운 국적의 취득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국적변경권은 일국의
국적법이 규율할 수 없는 또 다른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19세기 미국 구 수정법률 제1999조
는 국적포기권을 천부인권으로 선언하면서, 선천적 국적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새로이
취득한 자국민을 여전히 외국인으로 간주하는 행위를 금지한 바 있다.13) 동 조문과 같이 원국적의
포기와 함께 새로운 국적의 후천적 취득을 동시에 상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적변경권은
비로소 국적포기권의 동의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적변경권과 달리, 국적포기권은 17세기 H, Grotius, E. Vattel과 같은 고전국제법 학자들
에 의하여 이미 하나의 규범으로서 그 당위가 논의되어왔으며, 그 기원은 Socrates, Plato, Cicero와
같은 고대 그리스ꞏ로마의 법철학에서 찾을 수 있다.14)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은 이처럼 유구한
역사에서 국적포기권에 관한 논의가 이미 진행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만국국제법학회와 Zeballos
는 왜 국적포기권이 아닌 국적변경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국제사회에 제시하였는가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단일국적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모든 인간은 오로지 한 국가의 국적만을 보유해야

Japanese Exclusion: a Study of the Policy and the Law (Washington, 1925.), p.21.
11) E. Zeballos, La Nationalité (Paris, 1914), pp.233-235, Quoted in C. Tiburicio, The Human Rights of Aliens Under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1), p.14.
12) See e.g. E. H. Ballin, Citizens’ Rights and the Right to Be a Citizen (Martinus Nijhoff, 2014), p.100.
13) The Revised Statutes of the United States, §1999 (1875), 8 USC §800 (1952).
14)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의 문헌 참조. 김효권, “국제법상 자연인이 가지는 국적포기(이탈)의 권리”, 국제법학
회논총, 제65권 제1호 (2020), 5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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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단일국적주의는 19세기 후반 국제사회를 지배하던 사상이었다. 케임브리지 선언 제2원칙과
국적 원칙에 관한 공리 제3원칙은 그 누구도 두 개의 국적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다고 하여 단일국적
주의를 국제법의 원칙으로 제시한 바 있다.15)
결론적으로, 이들 문서에서 서술하고 있는 국적변경권은 인간에게 국적이 강제될 수 없다는
자연법주의와 단일국적주의라는 서로 다른 이질적 사상 혹은 원칙이 접목됨에 따라 탄생한 결과물이
다. 케임브리지 선언과 국적 원칙에 관한 공리는 한편으로 단일국적주의를 견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소속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를 중시하고 있다.16) 다시
말해,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국적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나, 그러한 선택은 이중국적을 초래하지
않는 국적 ‘변경’의 권리로서 구현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5조 제2항이 변경이라
는 용어를 명시하는 이유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17)

2. 세계인권선언 제15조 및 관련 조약
1.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Everyone has the right to a nationality).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그의 국적을 변경할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No one shall be arbitrarily deprived of his nationality nor denied the right to change
his nationality).18)

세계인권선언 제15조는 국제공동체 차원에서 국적변경권을 최초로 언급한 국제문서이다. 동
조 제2항 영문본은 “자의적(arbitrarily)”이라는 용어의 애매한 위치로 말미암아 해석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였다. 이는 “자의적”이라는 단어가 1) 국적 박탈의 금지만을 제한하여 수식하는지 혹은 2)
국적 변경의 거부를 포함한 모든 조문을 수식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었다.19) 이러한
논란은 세계인권선언 불문본이 후자의 해석을 지지한다는 결론에 따라 사그라들었다.20) 이에 따르면
15) 이러한 단일국적주의는 국제연맹 체제에서 더욱 그 지위가 확고해졌으며, 1930년 국적법 저촉과 관련된 일부 문제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Certain Questions Relating to the Conflict of Nationality Laws of 1930)은 단일국적주의의
수호와 이중국적의 폐지를 협약의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다.
16) 예컨대, Zeballos는 자신이 제시한 국적변경권의 당위를 설파하는 과정에서 Plato, Socrates, Ciecero의 격언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Tiburicio, supra note 11, p.14 이러한 방법론은 Grotius, H. Lauterpacht와 같은 학자들이
국적포기권의 당위를 주장하기 위하여 사용한 그것과 다르지 않다. H. Grotius, On the Law of War and Peace
(Francis W Kelsey trans, Clarendon Press, 1925) vol 2, [trans of: De Jure Belli AC Pacis Libri Tres (first published
1625)]. p.254; H. Lauterpacht, An International Bill of The Rights of Man (Oxford University Press, 1945), pp.130-31.
17) 이는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었던 당시만 하더라도, 단일국적주의는 여전히 국제사회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국제법의
원칙으로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현대국제법 체제에서 단일국적주의는 더 이상 국제법의 원칙이 될
수 없으며, 오늘날 국제법은 단일국적주의 혹은 복수국적의 출현에 대하여 가치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자국의
국적법이 단일국적주의를 채택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 국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문제이며,
그 채택 여부는 국제규범과의 합치 여부와 어떠한 연관성이 없다.
18) 세계인권선언 제15조.
19) N. Bar-Yaacov, Dual Nationality (London, 1961) p.172; S. Legomsky, Dual Nationality and Military Service: Strategy
Number Two, in A. David & K. Hailbronner (eds), Rights and Duties of Dual Nationals (Kluwer, 2003),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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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변경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부될 수 없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며, 세계인권선언은 그러한
권리를 자의적으로 거부하는 국가의 행위를 금지할 뿐이다.21)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15조가 규정하는 세 가지 권리 가운데 국적변경권은 그 유래와
사상적 배경이 다르다.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또 다른 의문은 제15조의 구조이다. 국적을 인식하는
관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 조 제1항은 국적취득권을 단독으로 규정하는 반면, 제2항은 국적변경
권과 국적유지권을 하나의 조문을 통하여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문의 구조는 인권의
유형에 따른 분류에 근거하고 있다 할 것이다. 자연인에게 국적을 부여할 수 있는 주체는 오로지
국가라는 점에서 국적취득권은 다름 아닌 적극적 권리(positive right)이다.22) 다시 말해, 여타의
사회적 권리와 마찬가지로 국적취득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인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이와 달리, 국적유지권과 국적변경권은 국가권력에 의한 간섭 및 침해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일견 소극적 권리(negative right)로 분류될 수 있다.23) 즉, 국적을 유지ꞏ변경하는
행위를 국가가 개입하여 이를 자의적으로 간섭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것이다. 제15조의 조문 구조는
이처럼 국가의 행위를 요구하느냐 혹은 금지하느냐 여부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고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자의적”이라는 용어에서 확인되듯이 제2항이 규정하는 두 권리는 그 행사에 있어서 국가에
의한 적법한 제한이 가능하다.24) 이와 달리, 제1항 국적취득권에 대하여 세계인권선언은 어떠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세계인권선언 제15조가 채택된 이래, 국적변경권은 장애인권리협약,25) 미주인권협약,26) 인권과
근본적 자유에 관한 독립국가연합협약 등에서 명시되고 있다,27) 이외에도 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조
는 외국인과의 혼인에 따라 여성의 국적이 자동적으로 변경되거나 夫의 국적이 강제되는 것을
금지하는바, 이에 따르면 당사국은 혼인에 따른 국적의 선택ꞏ변경에 있어서 개인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진다.28)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조는 혼인에
있어서 여성이 가지는 국적변경권과 그에 상응하는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견해가 존재한
다.29) 또한, 비록 변경이라는 용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국적포기권을 규정하고 있는 1998년
국적에 관한 유럽협약(이하 유럽국적협약) 제8조 역시 국적변경권을 포섭하고 있다는 해석이 존재한

20) Ibid.
21) S. Forlati, “Nationality as a Human Right”, in A. Annoni et al, The Changing Role of Nationality in International
Law, (Routledge, 2013), p.28.
22) J. Bialosky, “Regional Protection of the Right to a Nationality”, Cardozo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4, Vol. 1 (2015), pp.156-157.
23) Ibid.
24) Ibid.
25)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8조 제1항.
26) 인권에 관한 미주협약 제20조 제3항.
27) 인권과 근본적 자유에 관한 독립국가연합협약 제24조 제2항.
28)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1979) 제9조 제1항.
29) C. Batchelor, “Statelessness and the Problem of Resolving Nationality Status”, International Journal of Refugee Law,
Vol. 10 (1998), p.166; A. Peters, “Extraterritorial Naturalizations: Between the Human Right to Nationality, State
Sovereignty and Fair Principles of Jurisdiction”, Germ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53 (2010), p.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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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0) 제8조는 무국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자국민이 신청한 국적 포기를 반드시 허용할
것을 당사국의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의 이행은 국적 포기를 신청한 자가 1)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경우 어느 한 국적의 포기를, 2)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한 자의 경우 국적의
변경을 도출하므로, 국적변경권은 후자의 맥락에서 그 존재가 확인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UN 인권협약을 비롯한 보편적 다자조약 체계가 국적변경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
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국적변경권은 자유권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동
권리를 회의적ꞏ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학자들이 제시하는 주된 근거이다.31) 더욱이, 세계인권선언
제15조에 따른 세 가지 권리 가운데, 유럽국적협약은 국적에 관한 일반원칙을 제시하는 제4조에서
유독 국적변경권만을 제하고 있으며, 국적의 포기에 관한 사항 역시 제4조(일반원칙)가 아닌 제8조
(세부규칙)를 통하여 규정하고 있다.32) 오늘날 국적을 규율하는 국제규범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유럽국적협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간과할 수 없는바, 동 협약 원칙조항에서 국적변경권이 명시적으로
배제되었다는 사실은 국적변경권과 국적취득ꞏ유지권 사이에 어떠한 규범적 차등이 존재한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3. 국적변경권의 해석
1) 해석의 논란
인간이 스스로 국적을 변경할 수 있다는 문언은 그 의미가 애매하고 추상적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국적변경권의 정확한 의미와 그 실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해석이 선결적
으로 요구되며, 여기서 핵심이 되는 개념은 “변경(change)”이라는 용어이다. 변경은 어떠한 것을
다른 무언가로 대체(substitution)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므로, 대체되는 것과 대체하는 것 양자를
전제하고 있다.33)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국적의 변경은 모국 국적의 포기와 외국 국적의 후천적
취득 두 가지 모두를 요구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C. Tiburcio는 다음과 같이 국적변경권을
해석하고 있다.

30) G. de Groot, “The European Convention on Nationality, a Step Towards a Jus Commune in the Field of Nationality
Law”, Maastricht Journal of European and Comparative Law, Vol.7 (2000), p.126.
31) A. Edwards & C. Ferstman, Human Security and Non-Citizens: Law, Policy and International Affai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424.
32) 유럽국적협약 제4조는 협약의 일반원칙으로서 다음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모든 이는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둘째, 무국적은 억제되어야만 한다. 셋째, 누구도 국적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넷째, 당사국의
국민과 외국인 간의 혼인ꞏ이혼에 따른 부부 일방의 국적변경이 타방의 국적에 자동적으로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33) H. C. Black, A Law Dictionary Containing Definitions of the Terms and Phrases of American and English Jurisprudence
(Thomson Reuters, 1995) [change: an alteration; substitution of one tiling for another]; 국립국어원 표준사전 [변경:
다르게 바꾸거나 새롭게 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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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을 변경할 권리는 국적을 상실할 권리와 국적을 취득할 권리라는 두 가지 권리로서 구성된
다. (중략) 일반적으로 후자는 권리로서 인정될 수 없다. 국가들은 자신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인물을 귀화시킬 자유가 있으며, 국적의 후천적 취득과 관련하여 개인이 모든 법률 요건을 충족
시키는 경우라 할지라도, 국가는 그러한 자에게 국적을 부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34)

그는 이처럼 외국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국적변경권을 구성하는 일종의 하부권리(sub-right)로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그가 지적한 바와 같이 외국 국적을 취득할 권리 – 이른바 귀화에 대한
권리(right to be naturalized) - 란 국제법상 존재하지 않으며, 외국인을 귀화시키는 행위가 국제법에
따른 의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한 이치이다.35) 따라서 국적변경권이 귀화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그의 전제는 국적변경권 자체가 실현될 수 없는 권리를 내포한 허구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36)
그러나 국적변경권은 결코 어떠한 자연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선호하는 특정 국가의 국적을 선택ꞏ
취득하는 것을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다.37) 이와 관련하여 R. Plender는 세계인권선언 제14조와의
비교를 통하여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 바 있다.
망명을 요청하고 향유할 권리를 규정한 (세계인권선언) 제14조가 망명의 보장을 의미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15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적에 대한 권리는 특정 국가의 국적을 요구하는
권리와 동일시 될 수 없다. (중략) 이러한 권리는 개인에게 어떠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38)

Plender의 해석은 국가에 의하여 부여되는 국적의 본질을 고려할 때 지당한 것이다. 생각건대,
국적변경권이 귀화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Tiburcio의 해석은 ‘국적의 변경’과 ‘국적변경권’
을 혼동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모국 국적의 포기와 외국 국적의 취득은 국적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이며. 이는 규범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의 문제이다. 그는 이러한 각각의
사실관계(원국적의 포기와 새로운 국적의 취득)를 국적변경권을 구성하는 두 가지 하부권리로서
인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1) 국적 변경이 외국 국적의 취득을 포함한다는 사실과 2) 국적변경권이
외국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포함한다는 해석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자의 명제에서 후자의 해석을 토출하고 있는 듯하다. 국적변경권이 외국 국적을 취득 혹은 요구할

34) Tiburcio, supra note 11, pp.14-15.
35) Weis, supra note 3, p.162; P. Mathew, “Lest We Forget: Australia’s Policy on East Timorese Asylum-Seekers”,
11 International Journal of Refugee Law 1 (1999), pp.21-22.
36) 이러한 그의 해석과 달리 Tiburcio는 국적에 대한 권리를 지지하는 대표적 학자이다.
37) P. Spiro, “A New International Law of Citizenship, 105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05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694 (2011), p.709; K. Hailbronner, “Nationality in Public International Law and European Law”,
in R. Bauböck ed, Acquisition and Loss of Nationality: Comparative Analyses, Policies and Trends in 15 European
Countries, 35 (2006), p.37.
38) R. Plender, “The Right to a Nationality as Reflecte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the Sovereignty of
States in Nationality Matters”, 49 Austrian Journal of Public International Law 43 (1995),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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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논증하면 다음과 같다.

2) 조약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른 미주인권협약 제20조 제3항의 해석
국적변경권의 실체적 내용은 조약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도출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약에 해당하지 않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국적변경권은 동 선언 이외에
적지 않은 조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세계인권선언 제15조 제2항의 문구를
차용ꞏ준용하고 있는 미주인권협약 제20조 제3항은 국적변경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국적 또는 국적을 변경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No one shall
be arbitrarily deprived of his nationality or of the right to change it).39)

따라서 상기 조문은 조약 해석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이하
비엔나협약) 제31조의 적용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40)

(1) “자의적”이라는 용어의 통상적 의미
주지하는 바와 같이 비엔나협약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한 문리해석을 제시하고
있다.41) 이와 관련하여 미주인권협약 제20조 제3항이 1) 국적변경권의 박탈이 아니라 2) 국적변경권
의 “자의적” 박탈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한 해석의 차이를 가져온다. 전자의 해석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이미 국적변경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그러한 권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부하거
나 부인할 수 없다. 이와 달리 협약은 “자의적”이라는 문언을 삽입함으로써 국적변경권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있다. 미주인권협약 체제 내에서 해당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관련
문헌은 존재하지 않는다.42) 그러나 “자의적”이라는 용어는 타당한 사유를 결여하고 있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43)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는 세계인권선언 제15조 교섭기록에 따르면 이는

39) 미주인권협약 제20조 제3항.
40) 비엔나협약은 불소급 원칙을 규정하는 제4조에 따라 동 협약이 발효된 이후에 국가에 의하여 체결되는 조약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미주인권협약은 비엔나협약이 발효된 1980년 이전에 체결된 조약이다. 그러나 비엔나협약에
따른 조약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이 국제관습법으로서 동 협약 발효 이전의 조약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다수의 국제문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비엔나협약 제31조가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가진다는 사실은 다음의 문헌
참조. A. Aust, Modern Treaty Law and Prac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p.8-12.
41) 비엔나협약 제31조 제1항. 동 조문이 규정하는 문리, 목적, 신의칙이라는 3가지 요소는 하나의 규칙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이들 사이에는 어떠한 서열과 우선순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언의 통상적 의미는 당사자의 의도를
가장 잘 반영한 것이라 추정되므로 조약 해석의 “출발점”이 된다 할 것이다. 정인섭, 조약법의 강의(박영사, 2016),
172-173면.
42) F. Giustiniani, “Deprivation of Nationality: In Defence of a Principled Approach”, 31 Questions of International
Law 5 (2016), p.12.
43) Black’s Law Dictionary는 1874년 Treloar v. Bigge 사건을 인용하여 “자의적”이라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Not supported by fair, solid, and substantial cause, and without reason given, H. C. Black, A Law Dictionary
Containing Definitions of the Terms and Phrases of American and English Jurisprudence (Thomson Reuters, 1995),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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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별을 의미한다.44) 또한 세계인권선언 제15조
를 차용하고 있는 또 다른 조약으로서, 국적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아랍인권헌장 제29조는 자의적
이라는 용어를 “법률상 타당한 사유 없이(without a legally valid reason)”라는 문언으로 대체하고
있다.45) 이상을 고려할 때, 미주인권협약 제20조 제3항은 어떠한 개인이 국적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타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임의적 재량에 의하여 그러한 행사를 거부하는
당사국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 해석될 수 있다. 즉, “자의적”이라는 문구는 국적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2) 조약문의 문맥
비엔나협약에 따라 조약 해석의 근거가 되는 문맥은 조약문의 본문과 전문을 포함한다.46)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국제문서는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미주 선언(American Declaration
of the Rights and Duties of Man, 이하 미주인권선언)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미주인권협약과
미주인권선언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첫째, 협약은 그 전문에서 자신이 수호하는 인권보호의
가치와 이념이 미주인권선언을 계승한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1948년 보고타에서 개최된 제9회
범미주회의는 미주인권선언을 채택함과 동시에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를 설립
하였고, 미주기구는 1968년 미주인권협약을 채택하였으므로 미주인권선언은 미주인권협약의 전신
이라 평가될 수 있다. 이에 미주인권재판소와 미주인권위원회는 채택 당시 단순한 선언에 불과하였
던 미주인권선언이 오늘날 하나의 협약으로서 미주기구의 모든 당사국을 구속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바 있다.47) 미주인권재판소가 미주인권협약과 더불어 미주인권선언의 위반 여부를 재판소의 관할로
삼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방증하는 대표적 예이다.48)
둘째, 미주인권협약 제29조는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미주인권선언이 가지는 효과를 배제하거나
제한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미주인권선언의 이행을 협약의 틀
내에서 보장하는 한편, 두 문서의 해석에 있어서 정합성을 추구하고 있다.49)
그런데 자연인의 국적변경권을 규정하는 미주인권선언 제19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모든 인간은 그가 법에 따라 자격을 가지는 국적에 대한 권리와, 만약 그가 그리 원하는 경우,

44) UNGA Third Committee (3rd Session) UN Doc A/C.3/SR.123 (5 November 1948) p.352.
45) Revised Arab Charter on Human Rights of 2004, Art. 29(1) 동 조문의 영문본은 다음과 같다. Every person has
the right to a nationality, and no citizen shall be deprived of his nationality without a legally valid reason.
46) 비엔나협약 제31조 제2항.
47)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Advisory Opinion OC-10/89, Interpretation of the American Declaration
of the Rights and Duties of Man Within the Framework of Article 64 of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July 14, 1989, Ser. A. No. 10 (1989), paras.35-45.
48) 미주인권선언의 위반을 미주인권재판소가 판단하고 있는 대표적 판례는 다음과 같다.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James Terry Roach and Jay Pinkerton v. United States, Case No. 9647 (22 September 1987); Rafael
Ferrer-Mazorra et al. v. United States, Case No. 9903 (4 April 2001).
49) 미주인권협약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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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 국적을 기꺼이 부여하는 다른 국가의 것으로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50)

상기 조문에서 확인되듯이, 추상적 문구를 통하여 국적변경권을 서술하고 있는 협약과 달리,
미주인권선언 제19조는 국적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외국인에게 자국 국적을 “기꺼이
부여하는(willing to grant)” 국가의 존재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미주인권협약 전문과 제29조에
따른 문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협약 제20조 제3항에 따른 국적변경권은 미주인권선언
제19조와 합치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바, 이에 따르면 국적변경권은 모든 자연인에게 일괄적
으로 부여되는 권리가 아니라 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자, 즉 외국법에 따라 자신의 국적을
실제 변경할 수 있는자에게 제한적으로 부여되는 권리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3) 조약의 목적
다음으로 살펴볼 쟁점은 조약의 목적에 따른 해석이다.51)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규정은
미주인권협약 제27조 제2항이다. 이에 따르면 당사국은 어떠한 국가 비상사태에서도 제20조에
따른 권리를 유예할 수 없다.52) 다시 말해, 적어도 미주인권협약 체계 내에서 국적변경권은 이른바
‘유예할 수 없는 권리(non-derogable rights)’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다. 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24호가 언급하듯이, 조약이 어떠한 권리를 유예할 수 없는 권리로서 규정하는 이유는 그러한
권리를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른 것이다.53) 일례로, 미주인권위원회는 1981년 과테말라
국가보고서에서 미주인권협약상 유예할 수 없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예 가능한 권리는
필요에 따라 그 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54)
미주인권협약 체계 내에서 국적변경권이 유예할 수 없는 권리의 지위를 가진다는 사실은, 상기
Tiburcio의 해석이 명백히 불합리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협약 제20조 제3항이 외국 국적을 취득할
권리, 즉 실현 불가한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해석은 동 조문을 사실상 사문화시키고 국적변경권이
가지는 존재 이유(raison d’etre)를 현저히 훼손하는바, 국적에 대한 권리를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협약의 목적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국적변경권이 어떠한 실체가

50) 미주인권선언 제19조.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 XIX Every person has the right to the nationality to which he is
entitled by law and to change it, if he so wishes, for the nationality of any other country that is willing to grant
it to him.
51) 비엔나협약 제31조 제1항. 국내에서 쓰이는 “대상과 목적”이라는 용어는 “object and purpose”를 사전적ꞏ기술적으로
번역한 오역으로 보인다. 본고는 “object”라는 용어를 다른 용어로 대체하지 않고 두 용어를 통칭하여 목적이라
서술한다.
52) 미주인권협약 제27조 제2항.
53)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No. 24 (52), General comment on issues relating to reservations made
upon ratification or accession to the Covenant or the Optional Protocols thereto, or in relation to declarations under
article 41 of the Covenant, U.N. Doc. CCPR/C/21/Rev.1/Add.6 (1994).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의 문헌 참조.
T. Meron, “On a Hierarchy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80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 (1986),
pp.1-23.
54) IACHR, Report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Republic of Guatemala, OR OEA/Ser.L/V/II.53, Doc.21,
Rev.2 (1981), par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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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허울에 불과하다는 일부 학자들의 견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55)

(4) 당사국의 추후 관행
마지막으로 비엔나협약 협약은 문맥과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서 당사국의 추후 관행을
제시하고 있다.56) 먼저, 미주인권협약 당사국 가운데 제20조에 대한 유보를 행사하고 있는 국가는
2020년 기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국적변경권이 유예할 수 없는 권리의 지위를 가진다는 사실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비엔나협약 제19조 C는 조약의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당사국의 유보는
허용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며,57) ILC는 2011년 ‘조약유보에 관한 실행지침’에서 조약의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유보의 대표적 유형으로서 유예할 수 없는 권리를 제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58)
당사국의 관행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미주인권협약 25개 당사국은
귀화에 있어서 다수의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59) 국적변경권이 귀화를 요구할 권리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해석은 이러한 국내 입법에 비추어 다시 한번 도출되고 있다. 만약 국적변경권이
외국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면, 귀화에 관한 요건을 부과하는 이들 당사국의 입법은
협약의 위반을 구성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무엇보다도, 동 협약 당사국들은 자국 국내법에
따라 무국적의 발생이 야기되지 않을 것을 유일한 요건으로, 자국민이 행사하는 국적의 자발적
포기를 허용하고 있다.60) 단일국적을 보유한 자국민의 국적 포기를 불허하는 것은 무국적 방지의
원칙을 규정하는 동 협약 제20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61) 그러나 단일국적의 경우와 달리, 당사국들
은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이를 향후 취득할 것을 증명하는 자가 자국에 국적 포기를 신청하는
경우 어떠한 재량적 판단에 따르지 않고 이를 법률상 허용하고 있다.62) 즉,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민의 국적 포기를 허용하는 방식을 통하여, 당사국들은 협약 제20조 제1항에 따른 무국적
방지의 원칙과 더불어 제3항에 따른 국적변경권의 행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55) 이러한 회의론적 시각에 대하여 다음의 문헌 참조. C. Forcese, “The Capacity to Protect: Diplomatic Protection
of Dual Nationals in the War on Terror”,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7 (2006), pp.382-83.
56) 비엔나협약 제31조 제3항.
57) 비엔나협약 제19조 C.
58) ILC, “Guide to Practice on Reservations to Treaties”,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11, Vol.
II, Part Two, para. 3.1.5.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의 문헌 참조. 김석현,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의 양립성의
의의와 그 평가”, 국제법학회논총 제56권 제1호 (2011), Aust, supra note 40, pp.123-25.
59) 예컨대, 브라질 국적법은 제8조에서 귀화를 위하여 신청인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 브라질 법에 따라 성인이 된 자, 2) 브라질 영주권을 가진 자, 3) 귀화 신청 이전까지 4년 이상 브라질에서 적법하게
거주한자, 4) 읽기와 쓰기에 있어서 포르투갈 언어능력을 습득한 자, 5)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충분한 재산 및 직업의
증명, 6) 품행이 단정한 자, 7) 브라질 형법 상 1년 이상의 전과를 기록하지 아니한 자, 8) 세금을 체납하지 않은 자,
9) 건강한 자. Brazilian Nationality Act 1949 (as amended by Decree Law 961 of October 13, 1969) Art. 8.
60) United State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Investigations Service, Citizenship Laws of the World (2001). 미국
인사관리처가 발표한 동 보고서는 전 세계 국가들의 국적법 규정이 소개되어 있다. 본고는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실제 미주인권협약 25개 당사국의 국내규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해당 보고서를 참조하였다.
61) 미주인권협약 제20조 제1항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62) United State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Investigations Service, Citizenship Laws of the World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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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주인권협약 제20조 제3항이 언급하는 국적변경권이
란 모든 자연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자신이 희망하는 국가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유명무실한 권리도 아니다. 이 권리는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를 권리자로 제한하는바, 그러한 접근성을 가지지 못한 자는 애초에 국적변경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 또한, 그러한 접근성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자의적”이라는 문구로 말미암아 병역ꞏ납세
의무의 불이행과 같은 적법한 사유에 따라 국적을 변경하려는 자의 국적 포기를 제한하는 국적국의
행위는 국적변경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S. Forlati가 지적한 바와 같이, 결국
국적변경권 침해의 문제는 1) 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자가 2) 두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국적을
변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 국가가 법률상 타당한 사유 없이 그러한 변경을 자의적으로
거부ꞏ금지하는 경우에 비로소 제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63)

III. 국적변경권의 행사

1. 국적변경권 행사의 한계
이상의 논의에서 분명해지는 것은 국적변경권은 자칫 그러한 권리가 실제 존재하는가에 관한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 행사에 있어서 많은 제약과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를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 국적에 대한 접근성 부재이다.
국적변경권의 행사 여부는 외국인에게 자국 국적을 부여하는 국가의 존재 여부에 따라 전적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국적변경권이 실제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현저히 낮추고
있다. 국적의 후천적 취득은 자연인에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흔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외국 국적의 후천적 취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귀화이다. 그러나 귀화의
허용 여부는 각 국가의 재량에 따라 전적으로 결정되는 문제이다. 오늘날 귀화는 국가가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특혜로서 간주되고 있으며, 자국의 건국이념으로서 국적포기권과 변경권을 신봉하는
미국 역시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Macintosh 사건에서 “귀화란
의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되거나 철회될 수 있는 특혜이므로, 외국인은 의회가 부과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귀화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64) 오늘날
63) Forlati, supra note 21,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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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포함하여 국가들이 규정하고 있는 귀화의 요건과 기준은 대체로 엄격한 편이다.65)
이에 따라 귀화를 희망하는 자들은 관련 국내법이 제시하는 까다로운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하는바, 개개인의 신청에 따른 귀화는 국적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라 볼 수 없다. 국적변경과
국적변경권은 구분되는 것이며, 귀화는 전자를 가능케 하는 법률행위이지 후자를 도출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법률상 국적(nationality ex lege)의 후천적 취득이다. 이는 어떠한 국가가 재량이
아닌 법률에 따라 외국인에게 국적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경우 발생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처럼 특정 외국인 집단에게 자국 국적을 조건 없이 부여하는 국내법에 상응하여 해당 집단은
그 나라 국민이 될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국적변경권은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례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66)
둘째, 변경 대상의 불명확성이다. 국적변경권을 명시하고 있는 대개의 조약 및 문서들은 세계인권
선언 제15조의 문언을 단순히 차용ꞏ반복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장애인은 “국적을 취득하고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have the right to acquire and change
a nationality)”라고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권리협약 제18조는 그 대표적 예이다.67) 이러한 조문들은
자연인이 어떠한 국가의 국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68)
이른바 추상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일찍이 J. Rezek은 세계인권선언 제15조가 국가들로부터 “만장일
치의 동정을 자아냈으나, 그러한 권리가 누구에 대하여 의도된 것인지를 특정하지 못함에 따라
실효적이지 못한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69) ILC 역시 상기 Rezek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국적에
대한 권리에 상응하는 국가 의무를 특정할 수 없다는 사실은 세계인권선언 제15조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임을 지적한 바 있다.70)
결론적으로, 외국인에게 법률상 국적을 부여하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국적변경권은 일견
선언적 권리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다.71) 이는 서로 다른 두 국가의 국내법 적용, 즉 어느 한

64) United States v. Macintosh, 283 U.S. 605 (1931), p.615.
65) United State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Investigations Service, Citizenship Laws of the World (2001).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입법을 취하고 있다. 우리 국적법에 따른 일반귀화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
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3)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4)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5)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6)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7)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대한민국 국적법 제5조. 이와 달리, 귀화의 승인 여부를
국가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판단하는 국가 역시 존재한다. 예컨대, 통가의 국적법에 따르면 귀화의 승인은 다름
아닌 국왕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Nationality Act of Tonga, Act No. 3 of 2007, Sec. 8.
66) 이러한 사례로는 1950년 이스라엘 귀환법, 2011년 개정된 헝가리 국적법 등이 존재한다. 이 가운데 전자의 사례는
이하에서 후술한다.
67) 장애인권리협약 제18조 제1항.
68) Groot, supra note 30, p.67.
69) J. F. Rezek, Le droit international de la nationalité, in Collected Courses of 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1986-III (Martinus Nijhoff, 1987), p.354. 1999년 ILC 초안 제1항에 관한 주석, 25면에서 재인용.
70) 1999년 ILC 초안 제1항에 관한 주석, 25면.
71) Hailbronner, supra note 37, p.37; W. Riphagen, “From Soft Law to Jus Cogens and Back”, 17 Victori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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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의 포기와 또 다른 국적의 취득을 하나의 권리로서 서술하고 있는 국적변경권의 본질적 한계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적변경권은 인간에게 국적이 강제될 수 없다는 이념과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나, 자연인의 선택에 따라 소속국가를 실제 변경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의 단계,
즉 국적변경의 실현을 보장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장애인권리협약이 장애인의
국적변경권을 규정한다 하여, 이들이 비장애인과 달리 특정 국가의 국적을 취득ꞏ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차등적으로 누릴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에게 자국 국적을 법률상 부여하는 입법 및 관행이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적변경권은 국적포기권과 달리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될 여지가 없다. 일부 학자들은 세계인권선언
제15조의 모든 조항이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가진다 주장하고 있다.72) 이러한 주장에는 동조하기
어렵다. 오늘날 국적포기권의 국제관습법 지위 여부가 논의되는 이유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복수국적자가 신청하는 국적의 자발적 이탈을 자국법상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변경과 달리
포기의 문제는 일국의 국내법에 전속되는 문제이고, 이들 국가의 입법 및 국가실행에 기초하여
국적포기권의 국제관습법 인정 여부는 논의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국적변경권이
국제관습법이 된다는 논리는 국제사회의 대혼란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다수의 국가가
국가실행으로서 외국인에게 자국의 문호를 조건 없이 개방해야 한다는 비현실적 상황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 1999년 ILC 국가승계와 관련한 자연인의 국적 초안
1) 국가승계에서 발생하는 국적의 문제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적변경권을 실체적 권리로 이해하고 그 행사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제시하는 국제문서가 존재하는데, 서론에서 언급한 1999년 ILC 초안이 바로 그것이다.
동 초안은 국적변경권을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최초의 “보편적 성격의 국제문서”이다.73)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1999년 ILC 초안은 그 주제와 쟁점이 국가승계라는
특수한 상황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승계는 조약에 따른 권리ꞏ의무의 이전을 포함하여 국제법의 여러 쟁점을 수반하고 있으며,
국적은 이러한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74) 1999년 ILC 초안은 1990년대 중부ꞏ동부 유럽에서

Wellington Law Review 81 (1987), p.91; M. Adjami & J. Harrington, “The Scope and Content of Article 15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Refugee Survey Quarterly, Vol. 27 (2008), p.104.
72) Chan, supra note 7, p.4.
73) 박기갑, “국가승계가 자연인의 국적에 미치는 영향”, 국제법학회논총, 제46권 제3호, (2001), 55-56면.
74) 이러한 쟁점은 크게 1) 조약분야, 2) 국가재산ꞏ국가문서 및 국가채무분야, 3) 국적분야로 구분되며, 이들 각각은
1) 1978년 조약분야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2) 1983년 국가재산ꞏ국가문서 및 국가채무에 대한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3) 1999년 국가승계와 관련한 자연인의 국적 ILC 초안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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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달아 발생한 국가의 해체ꞏ분열ꞏ분리독립이란 역사적 배경 아래, 주권의 이전이 자연인의 국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문제를 규율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75) 비록 협약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동 초안은 국적의 취득ꞏ상실에 관한 선행국과 승계국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76)
이를 분석하기에 앞서, 국가승계라는 현상과 국적의 취득 및 상실이 어떠한 접점을 가지고 있는지
를 개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주목하게 된 최초의 계기는 제1차 세계대
전에 따른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해체이다. 당시 국제사회에는 국가승계의 영향을 받는 자연인
은 선행국 국적을 상실하고 승계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취득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77)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국적을 자연인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한 국제인권법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그
설득력을 잃은 지 오래다. 1999년 ILC 초안이 작성되기 이전에도 R, Hofmann을 비롯한 학자들은
국가승계의 영향을 받는 자연인은 국적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1) 승계국 국적을
새로이 취득할 권리, 2) 선행국 국적을 유지할 권리, 그리고 3) 국적을 선택할 권리라는 각각의
권리로서 구현되는 것이라 역설한 바 있다.78) 유사한 맥락에서, A. Zimmermann은 국가승계시
국적의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하는 사항으로 1) 무국적의 방지, 2) 가정생활을 유지할
권리(가족의 단일성), 3) 국적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언급하고 있다.79)
1999년 ILC 초안은 이상의 모든 사항을 동 초안에 포섭하는 동시에, 세계인권선언 제15조에
따른 권리를 본문의 여러 조문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80) 관련 조문을 살펴보면 초안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무국적의 방지이며, 다른 하나는 국가승계
시 선행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관련인(persons concerned)”81)에게 이른바 국적선택권(right
to opt for nationality)을 부여하는 것이다.82) 이 가운데 본고의 주제와 관련된 후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5) Adjami, supra note 71, p.100; 박기갑, 앞의 주 74, 52면.
76) 박기갑, 위의 주, 57면.
77) A. Zimmermann, “State Succession in Other Matters than Treaties”, The Max Planck Encyclopedias of International
Law, para.22.
78) R. Hofmann, “Overview of Nationality and Citizenship in International Law”, in S. Leary & T. Tiilikainen (eds)
Citizenship and Nationality Status in the New Europe (London: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Sweet & Maxwell,
1998), pp.5-19; J. Pejicauet, “Citizenship Statelessness in the Former Yugoslavia: the Legal Framework”, in S. Leary
& T. Tiilikainen (eds) Citizenship and Nationality Status in the New Europe (London: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Sweet & Maxwell, 1998), pp.169-186.
79) Zimmermann, supra note 78, para.25.
80) 본문의 논의에서는 제외되고 있으나, 1999년 ILC 초안은 가족의 단일성에 관한 규정 역시 제12조를 통하여 규율하고 있다.
81) 1999년 ILC 초안 제2조 (f) “관련인”이란 국가승계 시점 당시 선행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개인으로서
국가승계가 자신의 국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82) 국가승계에 따른 무국적의 발생을 방지하가 위하여 초안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첫째, 국가승계가 발생할
당시 선행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모든 개인은 국적의 부여방식과 상관없이 선행국 또는 승계국 가운데 적어도
어느 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제1조). 둘째, 관련국은 국가승계에 따른 결과로서 선행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가 무국적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만 한다(제4조). 셋째,
국가승계의 영향이 미치는 영토에 거주하고 있는 관련인은 국가승계 시점에서 승계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
다(제5조). 마지막으로 넷째, 국가승계 시점 이후에 무국적 관련인을 부모로 두고 출생한 아동은 그가 출생한 관련국
의 국적을 취득을 권리를 가진다(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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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승계시 관련인이 가지는 국적선택권
(1) 개념
국적선택권의 개념은 국적의 자의적 결정(arbitrary decisions)을 금지하는 초안 제16조 주석
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제16조는 “관련인들은 국가승계로 인하여 그들이 자격을 가지는
선행국의 국적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거나, 승계국의 국적취득권 또는 어떠한 선택권을 자의적으로
거부당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83) ILC는 주석에서 동 조문은 세계인권선언 제15조
제2항을 반영한 것으로, 1) 선행국 국적을 희망하는 자의 국적유지권과, 2) 승계국 국적을 희망하는
자의 국적선택권을 포함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84)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주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제16조는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중략) 두 번째 요소는 국가승계의 맥락에서 자신의
국적을 변경하는 자연인의 권리를 표현하는 자연인의 선택권에 대한 자의적 거부의 금지이다.85)

또한, ILC는 초안에서 규정하는 “선택(option)”이라는 단어는 복수의 국적 사이에서 어느 한
국적을 고르는 행위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기존 국적의 포기와 새로운 국적의 취득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라 설명하고 있다.86) 이에 따르면 국적선택권은 국가승계의 유형 및 개별 상황에
따라 1) 선행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국적유지권과, 2) 선행국에서 승계국으로 국적을 변경할
수 있는 국적변경권 모두를 포섭하는 개념이다.

(2)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관련인의 의사존중
초안은 여러 조문에서 국적선택권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그 중심이 되는 제11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87)
제11조 (관련인의 의사존중)
1. 관련국가들은 둘 또는 그 이상의 관련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의사를 고려해야만 한다.
2. 각 관련국은 자신과 적절한 연결점을 지니는 관련인이 만일 국가승계의 결과 무국적으로
되어버릴지도 모르는 경우에는 그에게 자신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3. 선택권을 갖는 자들이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였을 때, 그들이 선택한 국적국은 그러한 자들에
대해 자신의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

83)
84)
85)
86)
87)

1999년 ILC 초안 제16조.
위의 주, 제16조에 관한 주석 제1항,
위의 주, 제16조에 관한 주석 제2항,
위의 주, 제11조에 관한 주석 제7항,
1999년 ILC 초안은 제11조, 제16조,

37면.
37면.
34면.
제20조, 제23조, 제26조 등에서 국적선택권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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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택권을 갖는 자들이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였을 때, 그들이 포기한 국적의 국가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자신의 국적을 철회하여야 한다. (후략).88)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선행국 또는 승계국을 의미하는 “관련국가들(states concerned)”89)은 자국
국적을 취득할 자격을 가진 관련인의 의사를 고려해야만 한다. 예컨대, 초안 제5조는 국가승계시
승계국 영토에 거주하는 관련인은 승계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정은 관련인이 선행국 국적의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 번복될 수 있다.90)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고려해야만 한다(shall give consideration)”는 문언의 해석이다. ILC는 초안 주석에서
국적에 대한 개인의 의사는 인권법 발전에 따라 중대한 고려요소가 되었음을 확인하면서도, 국가승
계시 국적의 모든 취득이 그러한 “합의적 기초(consensual basis)”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고려해야만
한다”라는 문구에 따라 국적선택권을 보장할 국가의 “엄격한 의무(strict obligation)”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언급하였다.91) 이러한 지적은 그러나 국가승계와 무관하게 기존 국적을 강제하거나
국적의 변경을 거부할 수 있는 관련국의 절대적 재량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초안은 개별 국가승계
상황을 규율하는 제2부에서, 국적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관련인의 요건과 이를 보장해야 하는
관련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적선택권의 보장을 명시하는 조문으로 제20조 (영토의
일부이전), 제23조 (국가의 분열) 및 제26조 (영토의 분리)가 존재하는바, 초안 주석은 이들 각각의
조문이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의사존중의 원칙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92)

(3) 무국적 방지를 위한 국적선택권의 보장
제11조 제2항에 따라 무국적의 출현이 예견되는 경우, 관련국은 자국과 “적절한 연결점
(appropriate connection)”을 가지는 관련인에게 반드시 국적선택권을 부여해야만 한다(shall grant).
제1항과 달리, 제2항에 따른 국적선택권의 보장은 관련국의 의무로서 국가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93) 이는 동 초안 제4조에 따라 관련국이 부담하는 무국적 방지의 의무와 국적선택권을
규정하는 제11조 간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특히, ILC는 제2항이 명시하는 적절한 연결점이
노테봄 사건에서 제시되고 있는 ‘진정한 유대’보다 더 넓은 범위를 가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94) 이는 진정한 유대 이론을 적용할 경우 국적 취득 요건이 엄격해짐에 따라, 무국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이다.95) 더욱이, 국적을 부여하는 요건으로서
실질적 유대만을 규정할 경우, 국적을 선택ꞏ변경하고자 하는 자연인의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은

88)
89)
90)
91)
92)
93)
94)
95)

1999년 ILC 초안 제11조. 본문에서 인용한 국문번역본의 출처는 박기갑, 위의 주 74, 62면.
1999년 ILC 초안 제2조 (d) “관련국가들”이란 사안에 따라 선행국 또는 승계국을 의미한다.
1999년 ILC 초안, 제5조에 관한 주석 제2항, 29면.
위의 주, 제11조에 관한 주석 제6항 및 제8항, 34면.
위의 주, 제11조에 관한 주석 제8항, 34면.
1999년 ILC 초안, 제11조에 관한 주석 제11항, 34면.
위의 주, 제11조에 관한 주석 제9항, 34면.
위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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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히 낮아진다 할 것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은 진정한 유대보다 더 넓다고 여겨지는 적절한 연결점의 정확한 범위이다.
주석은 적절한 연결점이 거주지ꞏ출생지 등 진정한 유대 이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개인과 국가 간
실질적 결합뿐만 아니라, 관련국 거주 경험 등을 포함한 여러 요소를 유연하게 포함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96) 실제 국가승계 사례에서 적절한 연결점의 범위는 매우 넓다. 이러한 입법은 특히
국가의 창설에 따라 자국민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신생국의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다.97)

(4) 국적선택권의 온전한 실현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은 국적선택권에 상응하는 관련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선택권
을 갖는 자(persons entitled to the right of option)”라는 문구에서 확인되듯이, 이들 조항은 관련국
국내법에 따라 관련인에게 국적선택권이 부여된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 이는 관련인이 1) 선행국
국내법에 따라 국적을 포기할 수 있거나, 2) 승계국 국내법에 따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98) 국적을 결정하는 권한은 종국에는 국가가 가지는 것이다. 제11조 제1항이 국적 선택에
대한 관련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할 의무를 소극적으로 부여하는 이유 역시 이와 같다. 그러나
국적의 선택이 각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이왕 허용되는 것이라면, 관련국은 국적의 취득(제3항)
및 포기(제4항)에 관한 관련인의 의사를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 이는 국가승계시 국적선택권의
행사를 국적 변동의 최종 결과(consequence)로서 실현시켜야 할 관련국의 의무이다.99)
이처럼 초안은 관련국가들의 국내법에 따라 국적의 선택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국적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종국의 권한을 관련인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관련국으로 하여금 그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다. 주석에 따르면 이러한 의무는 1) 관련국 공동으로,
2) 관련국 간 합의된 조약에 따라, 혹은 3) 어느 한 관련국의 독단적 입법으로 이행될 수 있다.100)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주석은 관련국 간 합의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일국의 단독 입법에 따라
국적선택권이 부여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101)

3) 시사점
이상을 요약하면 1999년 ILC 초안은 국가승계시 1) 국적 선택에 관한 관련인 의사의 존중, 2)
무국적 방지를 위한 국적선택권의 부여, 3) 국적선택권을 가진 자가 행사하는 권리의 실현을 선행국
과 승계국의 의무로서 부과하고 있다. 소속국가를 결정할 수 있는 개인의 선택과 의사를 반영하고
96)
97)
98)
99)
100)
101)

위의 주, 제11조에 관한 주석 제10항, 34면.
이에 관한 사례는 후술한다.
1999년 ILC 초안, 제11조에 관한 주석 제12항, 34면.
위의 주, 제11조에 관한 주석 제9항, 34면.
위의 주.
위의 주, 제11조에 관한 주석 제7항 및 제9항,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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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에서, 초안은 국적변경권에 관한 논의의 진일보를 이루었다 할 수 있다. 특히, ILC는
초안 주석에서 이미 복수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인에게 관련국은 국적선택권을 의무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없음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택권이 특히 관련국가들의 중첩되는 관할권에 속하는 관련인에 대한 국적 부여 문제
를 해결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102)

ILC가 언급하는 관할권의 중첩이란 국적에 관한 복수의 선택지를 의미하므로, 결국 초안에서
규정하는 국적선택권은 어떠한 관련인에게 둘 이상의 관련국이 국적을 동시에 부여하는 상황에서,
국적의 최종 결과를 결정짓는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 할 것이다.
여기서 앞선 논의와 연계되어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은 - 일반적인 상황과 달리 - 왜 국가승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적변경권(국적선택권)은 선언적 권리가 아닌 실체적 권리로서 그 실현과 행사가
가시화될 수 있는가이다. 생각건대, 이는 전술한 국적변경권 행사의 한계가 국가승계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다음과 같이 극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외국 국적에 대한 접근성이다. 국가승계는
영토주권의 이전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므로, 선행국 국적을 보유한 관련인은 승계국, 즉 외국의
국적법에 따라 그 나라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할 권한과 자격을 가지게 된다.103) 이는 일반적으로
국가승계시 승계국은 국가의 창설에 따른 인구확보를 목적으로 자국민의 범위를 극대화하는 입법을
취하기 때문이다. 이때 승계국에 의하여 부여되는 국적은 법률상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국적으로서,
까다로운 요건과 권한당국의 재량이 개입되는 귀화와 달리, 개인의 의사와 선택에 따라 그 취득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둘째, 국가승계시 관련인이 변경 가능한 국적은 여타의 국가가 아닌 승계국 국적으로 특정된다.
ILC는 초안 주석에서 권리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를 특정하지 못함에 따라 세계인권선언 제15조의
성격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와 달리 국가승계의 사례에 있어서만큼은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를 승계국으로 특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104) 이러한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국가승계시 선행국의 국적을 보유한 관련인은 자신에게 법률상 국적을 부여하
는 승계국 국내법에 상응하여 자신의 국적을 선행국에서 승계국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더욱이, 일반적인 상황과 달리 국가승계에서 발생하는 국적의 변경은 국가
간 갈등 혹은 주권충돌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국가의 구성요소인 인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연인에게 새로운 국적을 부여하는 행위는 국가승계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자명한 이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9년 ILC 초안은 국적변경권 행사를 저해하는 일련의 한계가 해소될 때 그것이
실제 행사 가능한 권리로서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102) 위의 주, 제11조에 관한 주석 제6항, 34면.
103) 이에 관한 사례는 후술한다.
104) 1999년 ILC 초안, 제1조에 관한 주석 제2항,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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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적변경권 행사의 사례
1) 체코슬로바키아의 분열: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국적법
국적변경권은 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나, 정작 외국인에
게 자국의 문호를 개방하는 국가의 입법례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입법은 존재하는데, 전술한 국가승계의 사례는 국적변경권의 행사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이
다. 이 가운데 1992년 12월 31일 발생한 구 체코슬로바키아의 분열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어떠한 신생국이 얼마나 많은 인구를 확보하는가를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국적의 문제는 국가분열
사례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 가운데 하나이다. 이에 1993년 체코 국적법 제1조 및 같은 해 제정된
슬로바키아 국적법 제2조는 과거 체코슬로바키아 국적을 가진 자에게 자국의 국적을 사실상 조건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105) 구 체코슬로바키아 국적을 가졌던 자연인에게
국적의 변경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국적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들의 지위는 무국적자
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사례는 1999년 ILC 초안 제11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
포섭되는 사례이다. 동 조항은 관련인이 무국적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승계국은 자신과
적절한 연결점을 가지는 자에게 국적선택권을 의무적으로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초안
주석은 이러한 국적선택권의 입법례로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국적법을 적시하고 있다.106)
체코의 제정국적법은 출생, 입양, 부권(paternity), 체코 영토 내 거주, 자발적 선언, 귀화에 따른
국적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107) 이 가운데 주목할 규정은 “선언(declaration)”에 따른 국적 취득을
규정하는 제6조이다. 동 조는 과거 체코슬로바키아 국적을 가졌던 자로서 1992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체코 혹은 슬로바키아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자발적 선언의 형식을 통하여 체코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108) 이에 따르면 1999년 ILC 초안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적절한 연결점’의 의미는 더욱 분명해질 수 있다. 동 사례에서 적절한 연결점이란 체코슬
로바키아 국적의 보유 그 자체를 의미하며, 그 범위는 국가분열에 따라 출현한 모든 관련인을
포섭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유대이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거주지ꞏ출생지ꞏ혈통ꞏ언어 등을 포함
한 일체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체코슬로바키아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체코의
국민이 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그 의사만으로도 당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슬로바키아의 제정국적법 역시 이와 유사하다. 동 범 제3조는 1992년 12월 31일까지 구 체코슬로
바키아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가운데 슬로바키아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서면에 의한 신청에

105) Czech Republic: Act No. 40/1992 on the Acquisition and Loss of Citizenship of the Republic (1 January 1993)
Art.1 (이하 체코 제정국적법); Law of 19th January 1993 on Citizenship of the Slovak Republic (15 February 1993),
Art.2 (이하 슬로바키아 제정국적법).
106) 1999년 ILC 초안, 제11조에 관한 주석 제9항, 34면.
107) 체코 제정국적법 제2조.
108) 체코 제정국적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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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당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109) 이에 따라 관련인은 자신이 과거 선행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만 하면 슬로바키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 이는 귀화를
규정하는 동 법 제7조에 따라 여타의 외국인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귀화 요건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110)
이처럼 자국민의 범위를 극대화하는 두 국가의 국적법에 따라, 구 체코슬로바키아 국적을 가졌던
자는 - 여타의 외국인과 달리 - 체코 혹은 슬로바키아라는 특정 국가의 국적을 선택ꞏ취득할 권리를
가질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체코 혹은 슬로바키아로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국가의 출현에 따라 자신의
국적을 변경하는 행위는 국가승계의 일부 사례에서 어찌 보면 당연하고 보편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2) 이스라엘 귀환법
(1) 1950년 귀환법 및 1952년 이스라엘 국적법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선언문은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자행된 나치 정부의 국적박탈
정책에 따라 무국적자로 전락한 수백만 명의 유대인과 세계 각지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은 모국으로서 그 문호가 개방되어있음을 선언하고 있다.111) 이른바 1950년 귀환법(Law
of Return)은 이러한 건국이념에 따라 제정되었다. 이스라엘은 자국으로 귀환한 유대인을 여느
외국인 이민자와 구분하기 위하여 이들을 “올레(oleh)”라 지칭한다. 동 법 제1조는 모든 유대인이
올레로서 이스라엘에 이주할 권리를 가진다 선언하고 있으며, 제2조는 이스라엘 정착 의사를 표명한
올레에게 국가는 반드시 이민 비자를 발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112) 이스라엘 건국 수상 B. Gurion은
귀환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이 법은 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이 이스라엘에 정착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부여하기 위하여
제시된 것이 아니다. 이 법은 유대인이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그 자에게 내재된(inherent)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다. (중략) 이 권리는 국가에 우선하는 것이며 국가를 창설한 것으로서, 그 기원은
역사적으로 결코 단절된 적이 없었던 유대인과 모국 간 연결고리에서 찾을 수 있다.113)

109) 슬로바키아 제정국적법 제3조 제1항.
110) 슬로바키아 제정국적법 제3조 제2항(b), 제7조. 일반귀화를 규정하는 제7조는 자국 내 5년 이상 거주, 해당 국가의
언어에 대한 이해, 전과기록의 부재 등을 귀화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111) Decla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e of Israel (1948).
112) The State of Israel, Law of Return 5710-1950 (5 July 1950) Sec.1, Sec.2 (이하 이스라엘 귀환법)
113) Knesset of the State of Israel, Divrei Haknesset - Records of the Knesset, Vol.6 (Jerusalem, Government Printer,
20 October 1980), p.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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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50년 귀환법은 유대인이 가진 이주ꞏ이민의 권리와 비자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였을
뿐, 국적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지 않았다. 1952년 이스라엘 제정국적법은 이에 따른 법적 흠결을
치유하고 있는데, 제1조는 이스라엘 국적을 취득하는 방식으로서 “귀환”을 명시하고 있으며,114)
제2조는 1950년 귀환법상 모든 올레는 출생에 따른 선천적 국적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귀환에
따라 이스라엘 국적을 취득한다 규정하고 있다.115) 이에 따라 이스라엘로 귀환한 모든 유대인은
귀환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당해 국가의 국적을 자동적으로 취득한다.116)
주목할 점은 귀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환의 권리는 “이스라엘 정착에 대한 의사(desire to
settle in Israel)”에 따라 그 행사 여부가 전적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이다.117) 의사의 표명은 입국
이전 및 이후에 가능하며, 국적 변경의 의사를 가지고 입국하였으나 귀환 후 3개월 내에 해당
의사를 철회한 자에게는 국적이 부여되지 않는다.118) 또한, 이스라엘 국적법은 선천적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으나 올레의 귀환 요건으로서 기존 국적의 포기 서약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레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스라엘에 귀환하는 방식을 통하여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Schroeter는 귀환의 권리를 규정하는 이스라엘 국내법이 세계인권선언 제15조에
따른 국적변경권의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피력한 바 있다.119) 이스라엘 건국 이래 지금까지
자신의 국적을 자발적으로 변경한 유대인의 수는 약 삼백만 명에 달한다.120)

(2) 국적변경권 침해의 사례: 구 소련 정부의 출국비자 거부 사건
1967년 발발한 제3차 중동전쟁은 소련에 거주하는 유대계 소련인의 애국심을 자극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유대계 혈통에 있다는 자각 아래 이스라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련
이민국에 출국비자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당시 이스라엘과 적대적 외교관계를 가졌던
소련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치를 통하여 이들의 출국을 제한하였다. 첫째, 소련 국적의 박탈이다.
소련 정부는 출국비자를 신청하는 유대계 소련인에게 국적포기각서를 요구하는 한편, 이미 출국비자
를 발급받은 자의 국적을 임의로 박탈하였다.121) 이러한 조치는 이스라엘 출국을 희망하는 소련계
유대인에 국한된 조치로서 소련 국내법상 어떠한 법률적 근거를 수반하지 않는 것이었다.122) 이에
무국적자로 전락한 유대인은 소련 여권의 말소에 따라 입출국의 권리를 사실상 거부당하였다.
둘째, 소련 이민국은 출국비자의 발급 요건으로 유대계 신청인이 이스라엘 국적을 보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국내법은 oleh에게 부여되는 국적취득시점을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The State of Israel, Israel Nationality Law, 5712-1952 (14 July 1953), Sec.1 (이하 이스라엘 제정국적법)
이스라엘 제정국적법 제2조(a)
이스라엘 귀환법 제2조(b).
이스라엘 귀환법 제2조(b).
이스라엘 귀환법 제3조.
Schroeter, supra note 5, p.30.
M. Osinska, Economic Miracles in the European Economies (Springer, 2019), p.107.
Schroeter, supra note 5, p.2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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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로 제한하고 있었다. 즉, 유대계 소련인은 이스라엘 국적을 장래에 취득할 자격을 가지고
있을 뿐 해당 국적을 이미 취득한 것이 아니었므로, 소련 이민국의 이러한 요구는 그들의 이스라엘
입국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소련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유대계 자국민의 이스라엘 국적 취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이에 유대계 소련인들은 자신들에게 출국비자를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운동을 벌였는데, 1971년
단행된 이스라엘 국적법 개정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두고 있다. 개정 국적법에 따르면
이민부장관은 자신의 재량에 따라 그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이스라엘 정착 의사를 표명한
자에게 귀환 ‘이전에’ 자국 국적을 부여할 수 있다.123) 이는 국적을 변경할 의사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적국에 의하여 신체가 구속된 유대계 소련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124)
이 사건은 국적변경권의 침해 사례로 바라볼 수 있다. Forlati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국적변경권은
국적 변경의 절대적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국제법상
불법으로 간주되는 행위는 국가의 ‘자의적’ 간섭이다.125) 자국에 대한 출입국의 권리는 국적에
의하여 파생되는 대표적 권리이다. 소련 정부는 - 여타의 자국민과 달리 - 유대계 자국민이 향유하는
출국의 권리를 법률상 타당한 사유없이 제한함으로써 이들이 장래에 행사 가능한 이스라엘 국적취득
을 거부ꞏ금지하였다. 이는 자국민에게 새로운 국적을 부여하는 외국으로의 이주를 금지함으로써
이들이 가진 국적변경권을 자의적으로 거부한 행위라 할 수 있다. 이에 Schroeter는 유대계 소련인의
출국비자를 거부한 소련의 행위가 1) 세계인권선언 제13조에서 확인되는 거주ꞏ이전의 자유 및
국가를 떠날 수 있는 권리, 2) 국제관례(customary international practice)에 따라 인정되는 국적포기
권, 3) 세계인권선언 제15조에 따른 국적변경권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126)

IV. 결론

세계인권선언 제15조는 국적변경권이라는 일견 생소하고 낯선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 이 권리는
20세기 중반까지 국제사회를 지배하였던 단일국적주의와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천부인권 사상이 접목되어 탄생한 결과물이다. 대개의 용례에서 국적변경권은
흔히 국적포기권과 함께 서술되고 있으나, 양자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이는 변경이라는 용어가

123)
124)
125)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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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te of Israel, Israel Nationality Law, 5712-1952 (Amendment No. 3), Sec.2(e).
Schroeter, supra note 5, p.31.
Forlati, supra note 21, p.27.
Schroeter, supra note 5, pp.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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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 국적의 포기와 더불어 외국 국적의 후천적 취득이라는 두 국가의 국적법 적용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적에 대한 권리 가운데 특히 이 주제가 난해하다고 평가되는 이유는 이처럼
국가자치의 원칙에 따라 서로 다른 국가의 규율을 개별적으로 받는 두 가지 사안이 국적변경권이라
는 하나의 권리로서 서술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비엔나협약 제31조에 따른 조약 해석의 일반원칙을 미주인권협약 제20조 제3항에 적용하
는 방법을 통하여 국적변경권의 실체적 내용을 해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국적변경권은 자신이
선호하는 외국 국적을 선택ꞏ취득할 수 있는 허황한 권리가 아니라,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국제법상 국가는 외국인에게 자국 국적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자신에게 법률상 국적을 후천적으로 부여하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국적변
경권은 행사될 여지가 없다. 또한, 세계인권선언과 국적변경권을 명시하는 관련 조약은 자연인으로
하여금 어느 국가로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것인지에 대하여 침묵하는바, 그러한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어느 국가가 부담하는지 역시 명확하지 않다. 이처럼 권리의 실현과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는 점에서, 국적변경권은 일종의 선언적 권리에 머무르는 것이라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적변경권이 실제 행사될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한다. 국가승계
시 관련인이 가지는 국적선택권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1999년 ILC 초안은 전술한 한계점이
국가승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구 체코슬로
바키아 분열 사례, 이스라엘 귀환법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국적변경권은 특정 외국인 집단에 대하여
자국의 문호를 개방하는 국가의 실정법에 의하여 실체적 권리로서 행사될 수 있다. 체코슬로바키아
의 분열에 따라 선행국 국적을 보유한 관련인은 승계국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졌고, 이들이
변경 가능한 외국 국적은 여타의 외국이 아닌 체코 및 슬로바키아로 특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례 역시 마찬가지이다. 외국 국적을 보유한 유대인은 자발적인 이스라엘 정착에 따라 당해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할 권리를 가지고, 그가 취득할 수 있는 국적은 이스라엘 국적으로 특정되고 있다.
이처럼 선행국 국적의 보유ꞏ혈통과 같은 기준에 따라 외국인에게 귀화가 아닌 법률상 국적을 부여하
는 이례적인 국내법에 상응하여, 구 체코슬로바키아 국민과 유대인은 그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국적을 스스로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들 사례에서 국적변경권
이 행사될 수 있는 까닭은 – 세계인권선언 제15조가 국제관습법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 국가의 적통성 혹은 정통성을 보전한다는 취지 아래 외국인에게 자국의 문호를
개방하는 일국의 특수한 국내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적변경권의 개념, 해석 그리고 그 행사에
관한 설명은 위와 같이 이해될 수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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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전통국제법 하에서는 국가들이 다른 국가의 인권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주권침해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20세기 이후 국제인권조약이 다수 체결되고, 국가들은 점차 다른 국가의 인권문제에 대해
* 이 글은 2020년 3월 21일 대한국제법학회 신진학자대회 발표를 위하여 필자의 Stanford Law School JSD학위 논문
(“Why Human Rights Treaty Bodies Make a Difference: an Empirical Study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s
Monitoring System and Domestic Implementation”)을 요약하여 소개한 글입니다.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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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국제인권조약의 체결로 설립된 국제인권조약기구는 각 회원국가의
조약상 의무이행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다. 대표적인 국제인권조약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 (이하 ‘자유권규약’이라 한다.) 으로 설립된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2)는 각 당사국으로부터 그 국가의 조약상 의무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받고 있다.
국가보고서를 검토한 이후 그에 대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평가와 권고내용을 담은 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s)를 작성한다. 또 당사국들에게 이행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유권규약의
각 조항에 대한 유권적 해석으로 볼 수 있는 일반논평(General Comments)도 발표한다. 자유권규약의
선택의정서를 가입한 당사국들은 개인통보제도를 수락하기도 한다. 이 경우 조약상 권리를 침해받은
개인은 그 국가를 상대로 한 개인통보사건을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3)
하지만 국제인권조약제도가 인권증진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국제조약기구가 인권조약상 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4)5) 국제인권조약
에 가입한 당사국들은 조약상 의무를 이행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국제인권조약기구들은 국제재판소
나 중재재판소와 같은 다른 국제법상 사법기구와는 그 기능이 다르다.6) 특히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 같은 이차규범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대신에 국제인권조약기구
는 이러한 점을 극복하는 방편으로 각 당사국들이 권고의 내용을 추후 이행하는지 여부를 추적감시
하고 있다. 즉, 당사국으로부터 후속조치보고서(Follow-up report)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후속절차
(Follow-up Procedure)를 발전시켜 모니터링제도를 강화하였다.7) 국제인권조약기구는 이러한 모니
터링 제도를 통해 조약기구와 당사국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등을 포함한 다수의 행위자 사이의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8) 이는 조약상 의무의 이행이 의무의 위반자이기
도 한 국가들의 자발적 의지에 좌우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9)
국가들이 국제인권조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내 행위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자유권규약위원회가 당사국의 특정한 법률을 개정하라고 권고한다면, 그 권고가 이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이행의지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국가의 입법부에서 법률개정에 대한 절차가
1)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Dec. 16, 1966, S. Exec. Rep. 102-23, 999 U.N.T.S. 171.
2) 조약의 국문본에는 ‘인권이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나, 이 글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자유권규약위원회’라고
한다.
3) 2020년 2월 현재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에 116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4) S. Subedi, The Effectiveness of the UN Human Rights System: Reform and the Judicialisation of Human Rights
(Abringdon : Taylor & Francis, 2017), p.89.
5) 물론 이에 대한 예외도 존재한다. 유럽인권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와 같은 국제재판소의 판결은 당사국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도 국제인권규범을 침해한 국가를 상대로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
는 그러한 수단을 가지지 않은 조약기구를 중점으로 살펴본다.
6) Subedi, supra note 4, pp.74-75.
7) Bassiouni는 국제인권법이 본질적으로 민법/행정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조약기구는 일반 법원이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제재, 벌금, 배상금 등을 부과할 권한이 없으므로 행정조직과 같은 형태로 운영된다고 한다. M. C. Bassiouni,
“A Critical Introduction Assessment of the UN Human Rights Mechanisms”, in M. C. Bassiouni & W. Schabas(ed.),
New challenges for the UN human rights machinery : what future for the UN treaty body system and the Human
Rights Council procedures? (Cambridge : Intersentia, 2011), pp.2-3.
8) Subedi, supra note 4, pp.79-80.
9) Bassiouni, supra note 7,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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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되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경우에는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기도 할 것이다. 국내에서 인권을 증진시키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들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시민사회는
국제인권조약기구의 의견을 국내사회에서 이용하기도 하고, 또 국내에서 그 움직임이 미진한 경우
그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국제인권조약기구에 제출하기도 한다. 즉, 국제인권조약상 권고의 이행은
다양한 국내법체계상 요인과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들이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를 이행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을까? 국제인권조약기구에서 당사국의 의무이
행을 추적감시하는 모니터링제도는 어떠한 방식으로 국내에서 인권변화를 도모하는 데 쓰이고
있을까? 이 글은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를 당사국들이 어떻게 이행했는지 자유권규약위원회의
모니터링제도의 자료를 경험연구의 방법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답을 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국제인권조약의 효과에 관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와의 다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와 이행을 후속조치절차 데이터를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경험 연구이다. 국제인권조약의 효과에 대해서 대부분의 양적 연구
논문들은 조약 가입 자체의 효과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이 연구는 연성법인 조약기구 권고와
그 이행을 분석하여 조약이행의 ‘과정’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의 개체단위
(observation unit)는 국가-연도(country-year)인데 반해, 이 연구에서의 개체단위는 하나의 인권문제
(issue)이다. 선행연구에서는 특정한 시점에서의 인권 수준이 연구대상이었다면, 이 연구에서는
침해된 권리, 권고의 내용 등 각 인권문제에 대한 특성을 반영한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인권보호의 절대적 수준을 수치로 표현한 지표를 사용했다면,
이 연구에서는 각 당사국에서 권고를 받은 이후 그 권고의 내용이 이행되었는지 변화의 내용을
종속변수로 활용하고 있다.
이 발표문은 필자의 박사논문의 주요부분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서론 이후 II에서는 자유권규
약위원회 정기보고제도 후속조치절차와 이 연구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설명한다. III에서는 1단계
연구결과로 수집된 데이터로 나타난 국가들의 권고이행 현황을 간략하게 보겠다. IV에서는 2단계
연구결과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 중에서 한국과 일본에서 주요 권고가 어떻게 이행되었는지
사례를 연구한 것이다. V에서는 사례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설계된 로지스틱 회귀분석모형에 따른
연구결과이다. VI에서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으로 이 발표문을 끝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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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유권규약위원회 정기보고제도 후속조치절차

1. 자유권규약위원회 정기보고제도 후속조치절차의 운영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정기보고제도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2001년에 “후속조치절차(follow-up
procedure)”를 도입하였다.10)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01년 3월부터 최종견해의 마지막 부분에 몇몇
개의 특정 인권문제를 우선조치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정보를 제공하라고 명시하였다.11)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02년부터 이러한 후속조
치절차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임명하였다.12) 그리고 2003년부터 연례보고서에 “최종견해의 후속조
치(Follow-up to concluding observations)” 라는 챕터를 포함시키고 있다.13) 또한 조약기구의 연합위
원회는 2003년에 모든 조약기구들은 이러한 후속조치절차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
고, 2009년에는 다시 후속조치절차가 정기보고제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재확인했다.14)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다른 문제보다 우선적으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인권문제들을 후속조치절
차 대상으로 선정하는데,15) 현실적으로 이행가능한 권고들을 선정한다.16) 최소 2개에서 최대 4개의
권고가 선정되는데, 특히 다음의 두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1) 권고가 채택된 후 1년 이내에 이행
가능한 것; 2) 상황의 심각성 또는 응급성으로 인해 시급한 관심이 필요한 것이다.17)
국가들은 1년 이내에 후속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국가인권기구, 시민단체 등 다른 이해관계인도18)
10) 자유권규약위원회는 1990년에 개인통보사건에 대한 후속조치절차를 도입하였다. 1994년 이후부터는 개인통보견해
에 대한 후속조치들이 자유권규약위원회 연례보고서의 별도의 챕터로 그 내용이 포함되고 있다. M. Schmidt,
“Follow-Up Activities by UN Human Rights Treaty Bodies and Special Procedures Mechanisms of the Human Rights
Council–Recent Developments”, in G. Alfredsson, J. Grimheden, B. Ramcharan & A. Zayas(ed.), International Human
Rights Monitoring Mechanisms (Hague : Brill, 2009), pp.26-27.
11)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port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UN Doc. A/58/40, Vol. 1, (1 November
2003), p.127.
12)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port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UN Doc. A/57/40, Vol.1, (30 October
2002), p.25 and p.153. Schmidt, supra note 10, p.29 참조.
13) Schmidt, supra note 10, p.31;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port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UN Doc.
A/58/40, Vol.1, (1 November 2003), para.54, pp.126-130.
14) Human Rights Committee, Note by the Human Rights Committee on the Procedure for the Follow-Up to Concluding
Observations, UN Doc. CCPR/C/108/2, (21 October 2013), p.1, para.1; N. Maeda, “Forty Years’ Practice of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for Implementation of the Covenant: A Universal Model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Japanese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60, 2017, p.229.
15) M. O'Flaherty,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f United Nations human rights treaty bodies”, Human Rights Law
Review, vol.6, No.1, 2006, p.45.
16) Id. p.47. Schmidt, supra note 10, p.30.
17) 이러한 경우는 보통 개입하지 않으면 조약상 의무이행이 현저히 곤란해져,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이거나 해당 인권문제가오랜 기간 동안 문제되었는데도 당사국에 의해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
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Human Rights Committee, supra note 14, p.2. 특정한 문제를 우선조치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자유권규약위원회의rule 71, paragraph 5, of the Rules of Procedure에 있다.
18) 유엔 Database시스템은 제출되는 보고서를 정부,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단체로 구분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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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19) 이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언제든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국가의
후속보고서에 대해서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커멘트를
할 수 있다.20) 국가들과 이해관계인 모두 보고서는 3,000 단어 이내로 작성되어야 한다. 자유권규약
위원회는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하여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후속조치절차보고서를 채택한다. 2011년
에는 그 이행평가를 다음의 기준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다.21) 후속보고서의 평가 이후 자유권규약
위원회는 다시 권고를 하고 국가는 다시 후속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자유권규약위원회가 다시
평가한다. 국가의 후속보고서 제출과 자유권규약위원회의 평가는 최대 3차까지 즉, 3라운드까지
반복될 수 있었는데, 2018년 10월 이후부터는 이러한 라운드 수를 1차로 확정하였다.

22)

평가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1] 후속조치절차의 평가기준
Assessment of replies
Reply/action satisfactory
A

Reply largely satisfactory

Reply/action partially satisfactory
B1

Substantive action taken, but additional information required

B2

Initial action taken, but additional information required

Reply/action not satisfactory
C1

Reply received but actions taken do not implement the recommendation

C2

Reply received but not relevant to the recommendation

No cooperation with the Committee
No reply to one or more of the follow-up recommendations or part of a follow-up
D1
recommendation
D2
No reply received after reminder(s)
The measures taken are contrary to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E

The reply indicates that the measures taken go against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후속조치절차는 다음의 상황이 있을 때 종료된다. 첫 번째, 권고의 이행이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A를 받은 경우이다. 두 번째, 6개월 이내에 다음 회사의 정기보고서 제출이나 list of issues 채택이
예정되어 있을 때이다. 세 번째, 국가가 세 번째 후속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절차가 종료된다.23)

제출하는 보고서는 NGO뿐만 아니라 로스쿨 클리닉, 변호사협회, 개인 등이 제출하는 보고서도 포함되어 있다.
19) The Centre for Civil and Political Rights (CCPR)와 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 같은 국제단체는 국내
NGO들이 자유권규약위원회 후속조치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P. Lynch & B. Schokman, “Taking
Human Rights from the Grassroots to Geneva... and Back: Strengthe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UN Treaty Bodies
and NGOs”, in M. C. Bassiouni & W. Chabas(ed.) New Challenges for the UN Human Rights Machinery: What
Future for the UN Treaty Body System and the Human Rights Council Procedures? (Cambridge : Intersentia, 2011),
p.179.
20) Lynch와 Stockman 조약기구가 국제 NGO뿐만 아니라 국내에 기반을 둔 NGO들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 Lynch & Schokman, supra note 19, p.179.
21) Human Rights Committee, supra note 14, p.5.
22) Maeda, supra note 14, p.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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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연구를 취해 수집된 데이터 설명
본 연구를 위해 필자는 수집할 수 있는 최대범위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후속조치절차의 이행평
가 데이터가 수집되기 시작한 2006년 7월 87차 회의부터 2015년 7월 114차 회의에서 채택된 우선조
치대상 권고들을 수집하였고,24) 2018년 4월 122차 회의로 후속조치절차가 모두 종료된 것을 대상으
로 하였다. 이 기간 동안 19개국이 2번(cycle)의 정기보고서 제출과 후속조치절차 평가를 마쳤다.
데이터가 수집된 국가의 수는 103개국이고, 이렇게 수집된 인권문제의 개체 수는 393개이다.
총 393개의 인권문제에 대해 국가보고서, 시민단체 보고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최종견해, 국가의
후속보고서, 자유권규약위원회가 당사국에게 보낸 편지, 시민단체와 국가인권기구가 제출한 후속조
치 보고서, 특별보고관의 후속조치절차보고서 등을 수집하였다. 모든 자료는 UN treaty database에
공개되어 있다.
[표2]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각 회의에 검토된 국가보고서25)
회의

시기

국가

진행 중

종료

87

Jul 2006

Central African Republic, Kosovo, USA

0

3

88

Nov 2006

Bosnia and Herzegovina, Honduras, Republic of Korea,
Ukraine

0

4

89

Mar 2007

Barbados, Chile, Madagascar

0

3

90

Jul 2007

Czech Republic, Sudan, Zambia

0

3

91

Nov 2007

Algeria, Austria, Costa Rica, Georgia, Libya

0

5

92

Mar 2008

Botswana, Panama, Macedonia, Tunisia

0

4

93

Jul 2008

France, Ireland, San Marino, UK

0

4

94

Oct 2008

Denmark, Japan, Monaco, Nicaragua, Spain

0

5

95

Mar 2009

Australia, Rwanda, Sweden

0

3

96

Jul 2009

Azerbaijan, Chad, Netherlands, Tanzania

0

4

97

Oct 2009

Croatia, Ecuador, Moldova, Russian Federation,
Switzerland

0

5

98

Mar 2010

Argentina, Mexico, New Zealand, Uzbekistan

0

4

99

Jul 2010

Cameroon, Colombia, Estonia, Israel

0

4

23) Human Rights Committee, supra note 14, p.7.
24)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위와 같은 평가체계를 2012년 104차 회의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2013년 108차 회의부터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 2012년부터 사용하였으나, 87차 회의 이후의 후속조치에 대한 평가가 104차 회의의 보고서
부록에 담겨있다. Human Rights Committe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for follow-up on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CCPR/C/104/2, (April 27, 2012); Human Rights Committee, supra note 14; V.
Ploton, “The Implementation of UN Treaty Body Recommendations”, SUR-International Journal on Human Rights,
vol.25, 2017, p.221; A. von Staden, “Monitoring Second-Order Compliance: The Follow-Up Procedures of the UN
Human Rights Treaty Bodies”, Czec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9, 2018, p.337.
25) 괄호 안의 국가들은 2018년 4월 현재 기준으로 후속조치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진행 중인 국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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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Oct 2010

Belgium, El Salvador, Hungary, Jordan, Poland

0

5

101

Mar 2011

Mongolia, Serbia, Slovakia, Togo

0

4

102

Jul 2011

Bulgaria, Ethiopia, Kazakhstan

0

3

103

Oct 2011

Iran, Jamaica, Kuwait, Norway

0

4

104

Mar 2012

Dominican Republic, Guatemala, Turkmenistan, Yemen

0

4

105

Jul 2012

Armenia, Iceland, Kenya, Lithuania, Maldives

0

5

106

Oct 2012

Bosnia and Herzegovina, Germany, Philippines,
Portugal, Turkey

0

5

107

Mar 2013

Angola, Hong Kong, Macau, Paraguay, Peru

0

5

108

Jul 2013

Albania, Czech Republic, Finland, Indonesia, Tajikistan,
Ukraine

0

6

109

Oct 2013

Bolivia, Djibouti, Mauritania, Mozambique, Uruguay

0

5

110

Mar 2014

Chad, Kyrgyzstan, Latvia, Nepal, Sierra Leone, USA

0

6

111

Jul 2014

Chile, Georgia, Ireland, Japan, Malawi, Sudan

0

6

112

Oct 2014

(Burundi), (Haiti), Israel, (Malta), (Montenegro), Sri
Lanka

4

2

113

Mar 2015

(Cambodia), Cote d’Ivoire, Croatia, Cyprus, Monaco,
Russian Federation

1

5

114

Jul 2015

(Canada), France, Spain, Macedonia, UK, Uzbekistan,
Venezuela

1

6

Total number of countries (without recurring states) : 103
Total number of countries (with recurring states)
: 122
Total number of issues: 393

Ⅲ. 1단계: 국제인권권고의 이행 현황

위와 같이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의 내용과 그 이행평가에 따라 다양한
변수를 코딩하였다. 수집된 변수는 자유권규약의 침해된 조항, 피해자 집단, 침해된 권리의 성격,
권고한 조치의 내용 등과 같이 권고의 실체적 내용과 관련된 것이 주된 대상이었다. 후속보고서
제출시기(기한 내 제출 여부), 시민단체 및 국가인권기구 참여 여부, 국가의 보고서 제출과 이행평가
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라운드 횟수 등 후속조치절차의 진행과 관련된 변수도 있었다. 또한 해당
국가의 당해년도 인구, 일인당 GDP, 지역, 무력분쟁여부, 민주주의 수준 등 국가의 특성에 관련된
변수도 수집하였다. 각 변수에 따라 권고의 이행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발표문에
서는 침해된 권리의 성격과 권고조치의 내용 이 두 변수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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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침해된 권리의 내용
당사국들은 침해된 권리의 내용에 따라 권고를 이행하는 수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침해된
권리는 Universal Human Rights Index를 참조하여 분류하였다. 아래의 그림은 침해된 권리의 성격에
따라 분류한 이행평가의 평균을 보여준다. 전체 이행평가의 평균이 3.49인데 생명권의 경우 3.10,
표현의 자유는 3.16으로 평균보다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이동의 자유는 3.72,
차별금지는 3.70으로 평균보다 높았다.
[표3] 침해된 권리에 따른 이행평가의 평균

표현의 자유와 같은 정치적 권리가 국제적 관심과 압력을 받기 쉽지만,26) 오히려 다른 권리보다
더 잘 이행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개인통보견해의 이행에 관한 선행연구
중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시민권이 더욱 개선되었다는 것과 배치된
다.27)28) 한편, 개인통보견해 데이터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고문, 강제실종은 국제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잘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29) 이 데이터에서는 강제실종과 고문의 이행의
정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국가들은 고문과 같이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권고를 강제실종과
같이 생명권이 관련된 권고보다 더 잘 이행하였다.
26) E. Hafner-Burton, “Sticks and stones: Naming and shaming the human rights enforcement problem”,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62, No.4, 2008, p. 707. (“Governments put in the global spotlight for violations often adopt better
protections for political rights afterward, but they rarely stop or appear to lessen acts of terror. Worse, terror sometimes
increases after publicity.”)
27) W. Cole, “Institutionalizing shame: The effect of Human Rights Committee rulings on abuse, 1981–2007”, Social
science research, vol.41, No.3, 2012, pp. 546-548.
28) D. Baluarte & C. Vos, From Judgment to Justice: Implementing International and Regional Human Rights Decisions
(New York : Open Society Foundations, 2010), pp.126-127.
29) Cole, supra note 27, pp.546-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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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고한 조치의 내용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인권문제에 대해 다양한 내용의 조치를 권고하고 있고, 대개 하나의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의 조치를 상황에 맞게 적절히 권고하고 있다. 해당 조치를 권고한 경우와 아닌
경우로 각각 더미(dummy variable)로 수집한 변수에 대해 살펴보면 조치의 내용에 따라 이행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유권규약위원회가 특정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의 법제도
변경을 권고하는 경우, 국가들이 그 권고를 이행하는 정도 평균보다 낮았다. 이 경우 이행평가의
평균은 3.11로 전체 평균인 3.49보다 낮았다. 이 결과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개인통보사건에서
피해자 구제조치로 제도적 변경(structural reform)을 명시한 경우 국가들이 이행하는 정도가 낮았다
는 선행연구와 같은 취지이다.30)
[표4] 권고조치의 내용에 따른 이행평가의 평균

한편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교도소, 난민시설 등 수용시설의 환경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한 경우에는
국가들이 그 내용을 이행할 확률이 높았다. 이 경우 이행평가의 평균은 3.97로 전체평균보다 높았다.
이는 시설을 개선하는 조치는 해당 국가의 정부의 의지에 따라 비교적 쉽게 이행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의 입법 등의 절차가 요구되는 법률개정과는 달리, 시설개선은
입법부나 국내법체계의 다른 행위자의 협조 등의 절차가 덜 요구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30) Baluarte & Vos, supra note 28, pp.12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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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단계: 한국과 일본의 사례 연구

1단계에서는 각 당사국들의 권고이행을 데이터로 평면적으로 이해하였다면, 2단계에서는 국내법체
계에서 국제인권권고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이행되는지 깊이 있게 알아보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데이터 수집기간인 2006년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우선조치대
상으로 선정되었던 인권문제의 국내이행을 살펴보았다. 여기에 해당하는 인권문제는 다음과 같다.
[표5] 한국과 일본의 우선조치대상 선정이슈
회차

한국

일본

첫 번째

2006년 제3차 정기보고
- 외국인노동자
- 구금시설 처우
- 국가보안법

2008년 제5차 정기보고
- 사형제도
- 경찰 구금시설
- 경찰 피의자신문
- 독방제도

두 번째

2015년 제4차 정기보고
- 성정체성을 이유로한 차별
- 양심적 병역거부
- 평화적 집회

2014년 제6차 정기보고
- 사형제도
- 위안부 성노예
- (외국인) 기능실습생제도
- 대용감옥과 강제된 자백

위 문제들이 국내에서 어떻게 이행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두 국가에서 총 34명을 대상으로
32번의 반구조화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한국에 대해서는 14명, 일본에
대해서는 20명과 인터뷰를 하였다. 인터뷰대상자는 위 인권문제 등과 관련하여 직업적 경험이
있는 변호사, 시민단체 활동가, 국제인권법 교수, 판사, 법무부 실무가 등이었고, 한국의 경우 헌법재
판소 재판관과 연구관, 국가인권위원회 실무가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위 문제와 관련하여 UN에
제출된 모든 보고서 124개와 신문기사 등의 자료도 조사하였다. 이 발표문에서는 지면관계상 각
문제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1. 일본의 국제권고이행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선조치대상으로 선정한 인권문제들은 모두 일본 국내에서 이미 매우 논의
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문제들이다. 특히 사형제도와 대용감옥제도는 매우 오랫동안 국제사회로부
터 압력을 받아온 문제이다. 그런데도 일본은 매우 완강하게 사형제도와 대용감옥제도 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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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권고를 이행하는 것을 거부해온 반면, 경찰의 피의자신문, 외국인 기능실습생제도와 구금환경
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권고를 받아들이고 개선하기도 했다. 이렇게 인권권고가 일부분이나마
받아들여진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정부 주도로 오랜 기간 동안 시범운영을 거친 후 관련 법을
개정하여 개선되어 온 것이다. 비록 이러한 입법적 개선이 해당 이슈의 구조적인 문제 자체를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변화는 적어도 구금시설과 외국인 기능실습생제도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에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러한 변화에 일본 사법부의 역할은
미미하였다.
흥미롭게도 연구기간 중에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일본에서는 드물게) 정권이 교체되었던
시기가 있었으나, 이러한 정권교체는 국제인권권고가 이행되는 데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
일본 민주당이 집권당이었을 때, 일본 정부는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사형제도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집권시기에 잠시 20개월 동안 사형집행
이 없었던 모라토리엄이 있었다. 또한 2010년 법무부장관은 기자회견을 발표하여 국내에 정부와
독립된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고31), 국제인권조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하여 유엔 인권조약제도의
개인통보제도를 수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다.32)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인터뷰이들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몇몇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일본정부
내 관료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이라고 하였다.33) 어떤 사람은 당시 법무부장관이 시민사회
의 오랜 염원이었던 국가인권기구설립과 개인통보제도수락을 발표하는데도, 언론과 일반인들이
전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하기도 했다.34)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도 일본에게 위
두가지 문제는 항상 지적하고 필수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2012년 아베 신조가 이끄는 자민당이
집권한 이후 자민당에서 위 두가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은 전혀 없어 보인다.

2. 한국의 국제권고이행
한국에서 가장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사례는 양심적 병역거부이다. 개인통보사건에서의 자유권규
약위원회 견해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내 사법부 내에서의 논의를 촉진시켰다. 한국의 사법부는
과거처럼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기서 논의를 끝내지는 않았고, 국제인권기준의 의미에
대해 논하였다. 국제인권법은 하급심법원이 기존 대법원판례를 맞설 수 있게 하는 든든한 힘이

31)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법률안을 제출된 바 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A. Ejima, “A Possibility
of the Multi-layered Human Rights Implementation System Underpinned by the Simultaneous Codification of the
Constitution of Japan and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in Codification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Springer, 2014), p.305.
32) Kitamura, “Japan's response to the state reporting system under the UN human rights treaties: A critical analysis
from the point of the subsidiarity principle at a global level”, Journal für Rechtspolitik, vol.23, No.1, 2015, p.87.
33) Interview with J08, J09, J13.
34) Interview with J08.

75

● 2020년 신진학자학술대회 국제법의 새로운 쟁점을 찾아서

되어주기도 했다. 최종적인 변화는 2018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졌고,
사법부의 결단은 국내법체계상 입법부와 정부에서의 법적 장애물들을 없애주었다. 자유권규약위원
회의 개인통보견해 및 국제인권법이 국내법에서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법부의 역할은 다른 인권문제에서도 두드러졌다. 평화적 집회, 외국인 노동자와 구금시설문제에
대해서 사법부는 중요한 결정을 많이 내었다. 한국 사법부의 역할은 특히 정부나 입법부가 현체제를
바꿀 동기가 전혀 없는 경우에 더욱 두드러졌다.35) 강한 사법자제를 보인 일본처럼 한국의 사법부도
과거에는 종종 사법자제를 보이는 결정을 하기도 하였으나, 한국의 두 최고재판소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인권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의 사법적극주의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의 경쟁과 관련이 있기도 하다. 두 기관 사이의 경쟁으로 결과적으로는 인권우호적인
결정이 많이 생산되는 측면이 있다.36) 또한 한 기관에서 사법자제를 보이는 경우 다른 기관에서
적극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은 사법자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하급심법원에서 일하는 일반 판사들도 국제인권법을 연구하고 자신들의 결정에 적용하
려는 의지도 상당하다.
한국에는 있지만 일본에는 없는 중요한 기관은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이다. 국가인권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견해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위원장에 따라 부침이 있었다는 점 때문에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어찌되었든,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형제도, 국가보안법, 양심적병역거부,
차별금지법, 집회의 과잉진압 등 중요인권문제에 대해서 독립된 입장을 발표하고, 국제조약기구뿐만
아니라 한국의 일반 대중들, 한국의 사법부에 꾸준히 의견을 밝히고 있다. 정부로부터 독립된 국가인
권위원회는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을 감시하고 시민사회, 일반대중, 정부 등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존재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 한국과 일본의 비교
한국과 일본에서의 국제인권권고의 국내이행과 관련한 세 가지 제도적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
다. 그 세 가지는 개인통보제도, 사법적극주의와 국가인권기구이다. 모두 한국에는 있지만 일본에는
없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개인이 국제적으로 또는 국내적으로 다양한 기관에 자신의 권리침해
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들이다. 개인들과 시민단체는 그들에게 열려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국제인권법을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사례연구에서는 이러한 제도들이
국제인권법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한국에는 왜 이러한 제도가 있고 일본에는 없을까? 한국에서 개인통보제도를 수락하고,

35) Interview with K13.
36) Interview K05, K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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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극주의의 요인이 되는) 헌법재판소를 설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도입하고 또 이러한 제도
가 적극적 역할을 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한국이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역동성이 정점일
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정치구조상 매우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보이고
있고, 위 제도들을 도입할 동기도 필요성도 정치적 모멘텀도 없었다. 그렇기에 일본의 시민사회는
국내의 인권문제를 호소할 수 있는 국내적 제도가 더 적다. 그래서 일본의 시민사회는 더더욱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조약기구를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37) 일본은 103개국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유럽을 제치고 두 번째로 많은 수의 시민단체가 국제조약기구에 참여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 반작용으로 우익단체도 조약기구심사에 참여하고 있다. 일본의 민주주의가 1952
년 이후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있을 때, 한국은 독재를 몇 십 년 동안 경험하였다. 독재경험으로
한국에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적어 변화의 시점에 새로운 기관과 제도들을 도입하여 상황이
퇴보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지금은 시민사회가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국제인권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했던 문제에 대해 개선이 되는 경우 모두 국내 동력으로 변화를 만들어냈
다.38) 어떠한 변화도 단순히 국제조약기구가 권고했다고 해서 이루어진 사례는 없었다. 결국에는
국내기관과 시민사회가 국제인권권고를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할 때 그 문제가 개선될 동력이
생기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사례연구 결과, 국제인권법을 더욱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을 때 국제인권권고가 국내에서 이행되는 데 역할을 한다고 본다.

Ⅴ. 3단계: 회귀분석 결과

1. 연구모형
이 연구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이행평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STATA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데이터의 한 개의 단위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후속조치의 대상으로
선정한 각각의 인권문제(이슈)이다. 국가를 기준으로 군집화한(clustered by country) 강건표준오차
(robust standard errors)를 사용하여 모수를 추정하였다. 국가를 단위로 군집화한 것은 평가의 잔차

37) Interview with J07.
38) Kitamura는 국제인권권고를 이행하는 것이 국내 및 국제무대에서 인권을 증진시키는 첫 걸음이라고 한다. Kitamura,
supra note 32, at 92.

77

● 2020년 신진학자학술대회 국제법의 새로운 쟁점을 찾아서

(residual)에 한 국가 안에서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의 1단계 기술적
통계상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선형 시간상 추세(linear time trend)가 나타났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에도 선형 시간상 추세를 추가하였다.39) 아래의 표는 연구 모형을 정리한 것이다.
각 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발표문에서는 생략한다.
[표6] 회귀분석 모형의 변수
회귀분석 모형

종속변수

주된 독립변수

독립변수: 인권문제 특성

통제변수: 국가 특성

로지스틱 회귀분석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DV2(이원형)
DV3(순서형)
Op.1(개인통보제도 가입여부)
WCCJ(사법부의 국제활동),
NHRI4(GANHRI의 국가인권기구 평가),
라운드 수,
시민단체 참여여부
피해자(7 그룹)
조치(9 더미 그룹)
권리(8 그룹)
사이클(해당 국가의 정기보고주기)
지역(아프리카, 미주, 아시아_오세아니아, 유럽),
민주주의수준(권위주의, 신생민주주의, 안정민주주의)
1인당 GDP의 로그,
인구의 로그,
시민단체 수의 로그,
무력분쟁여부
선형 시간상 추세,
군집 강건 표준편차

기타

각각의 종속변수에 대해서 두 타입의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타입은 긍정적인 평가(A,
B)를 받은 경우에는 ‘1’을, 부정적인 평가(C, D, E)를 받은 경우에는 ‘0’을 입력한 ‘dv2’ 변수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이다. 두 번째 타입은 A를 4, B를 3, C와 D를 2, E를 1로 수치화한
변수인 dv3를 종속변수로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이다.40)
첫 번째 타입인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경우 5개의 모형을 사용하였고, 같은 구성의 5개의 모형을
두 번째 타입인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에도 사용하여 테스트함으로써 연구결과의 강건함

39) 이 연구모형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참여라는 변수는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국가인권기구가 후속조치절차에 매우
드물게 참여하기 때문이다. 393개 인권문제 가운데 2.8%인 11건에서만 보고서가 제출되어 이 변수를 모형에 포함시
키는 의미가 없다.
40) 40개의 개체가 결측값으로 인해 포함되지 않았다. 모나코, 산마리노 등 몇몇 나라의 경우 민주주의 지표인 Polity
2가 없거나, 1인당 GDP가 특정연도에만 없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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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ustness)를 확인하였다. 데이터는 민주주의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한국에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이 역동적인 민주화 과정에서 역할을 한 데 반해, 일본에서는
민주주의의 안정성으로 인해 이러한 제도를 받아들일 이유 및 동기가 없었다는 필자의 사례연구결과
에서 기인하였다.
첫 번째 모형은 모든 변수를 결측값(missing data)를 제외한 전체 데이터인 92개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하였다. 이 결과에 대해 우도 비율 검정(likelihood ratio test)와 왈드 검정(Wald
test) 결과를 바탕으로, 모형구성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변수를 제거하여 적합 모형(fitted model)을
구성하여 두 번째 모형을 만들었다. 이 모형에는 주된 독립변수(Op.1, WCCJ, NHRI4, Rounds,
and NGO_part), 인권문제의 특성 관련 변수(Victims and Measures), 국가의 특성(Region and
Democracy level), 선형 시간상 추세가 포함되었다. 두 번째 모형도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적합모
형이다. 세번째 모형은 30개의 권위주의국가를 대상으로 한 적합모형이다. 네 번째 모형은 36개의
신생민주주의국가를 대상으로 한 적합모형이다. 다섯 번째 모형은 26 안정민주주의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적합모형이다. 아래의 표는 각각의 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일부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몇몇
개체는 변수의 종류(category) 전체가 0 또는 1을 예측하는 경우 생략되었다.
[표7] 각 모형의 설명
모형

데이터

변수

개체수

국가수

모형1

모든 국가

모든 변수

353

92

모형2

모든 국가

적합 모형

353

92

모형3

권위주의국가

적합 모형

109
116(순서형)

30

모형4

신생민주주의

적합 모형

126
132(순서형)

36

모형5

안정민주주의

적합 모형

98
105(순서형)

26

2. 연구결과: 권고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다음의 표는 이원변수인 dv2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순서형 로지
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이 발표문에서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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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표
데이터

(1) 모든 국가

(2) 모든 국가

(3) 권위주의국가

종속변수
라운드수

(4) 신생민주주의

(5) 안정민주주의

DV2
0.80***

(0.29)

0.86***

(0.28)

1.56*

(0.84)

1.52***

(0.56)

-0.72

(0.79)

시민단체참여

0.16

(0.34)

0.35

(0.34)

1.99**

(0.78)

0.22

(0.57)

1.05

(1.01)

국가인권기구

0.11

(0.15)

0.022

(0.13)

0.53*

(0.29)

0.34

(0.33)

-0.23

(0.27)

법원국제회의

0.094

(0.49)

0.0028

(0.45)

-2.44***

(0.73)

1.97***

(0.66)

-2.59**

(1.05)

개인통보제도

-0.56

(0.48)

-0.26

(0.42)

0.65

(0.91)

2.02**

(0.83)

2.87**

(1.28)

2.66

(1.78)

피해자:여성

1.07

(0.66)

0.61*

(0.37)

0.43

(0.94)

1.87***

(0.69)

피해자:아동

2.70**

(1.06)

2.38**

(1.11)

5.80***

(1.65)

1.24

(1.32)

2.68*

(1.46)

2.16**

(0.90)

1.32

(1.43)

1.18

(1.00)

4.97***

(1.23)

-0.72

(0.82)

피해자:소수자

1.41*

(0.78)

1.66***

(0.59)

피해자:외국인

0.38

(0.57)

0.49

(0.50)

피해자:활동가

-0.94

(0.74)

0.094

(0.53)

피해자:수용자
조치:법개정

-0.57

(1.58)

0.52

(0.43)

0.55

(0.34)

1.00

(0.89)

0.88

(0.74)

0.35

(1.02)

-1.22***

(0.36)

-0.98***

(0.32)

-1.42*

(0.74)

-0.76

(0.63)

-2.95**

(1.30)

조치:형사처벌

-0.098

(0.37)

-0.54

(0.35)

-2.28***

(0.81)

1.12**

(0.53)

-4.01***

(1.10)

조치:피해구제

0.54

(0.38)

0.34

(0.35)

2.30*

(1.37)

-1.02*

(0.56)

0.79

(0.84)

조치:교육

0.39

(0.46)

0.41

(0.44)

-0.36

(0.94)

0.51

(0.83)

4.68***

(1.07)

조치:정보공개

-0.24

(0.37)

-0.21

(0.35)

0.20

(0.70)

-0.67

(0.81)

0.056

(0.82)

조치:정책결정

-0.38

(0.32)

-0.44

(0.31)

-2.24**

(1.02)

0.15

(0.59)

-0.21

(1.18)

조치:시설개선

1.14

(0.72)

0.84

(0.64)

2.11

(1.54)

0.38

(0.91)

0.91

(1.53)

조치:제도변화

1.15**

(0.52)

1.10**

(0.46)

2.37

(1.87)

0.72

(0.81)

2.12

(1.30)

-2.85*

(1.64)

-1.45

(2.00)

-1.50*

(0.90)

3.63***

(1.26)

조치:개선약속

0.028

(0.85)

-0.23

(0.84)

-1.63***

(0.60)

-0.87

(0.55)

-1.57**

(0.71)

-0.75*

(0.44)

-1.65**

(0.74)

0.18

(0.54)

0.65

(1.39)

지역:유럽

-0.74

(0.61)

-0.034

(0.55)

-4.88***

(1.67)

-0.78

(0.79)

3.82**

(1.57)

민주주의:신생

1.09*

(0.66)

0.83*

(0.50)

민주주의:안정

0.76

(0.83)

0.77

(0.50)

권리:차별금지

0.48

(0.93)

권리:신체의자유

-0.35

(0.81)

권리:생명권

-0.64

(0.81)

권리:표현의자유

0.93

(0.97)

권리:이동권

-0.40

(0.97)

권리:사법정의

0.18

(0.80)

권리:여성

-1.02

(1.07)

정기보고주기

0.20*

(0.11)

0.41

(0.31)

인구로그

0.20

(0.25)

시민단체로그

-0.59

(0.77)

-0.59

(0.40)
-0.12

(0.22)

-0.058

-0.83

(1.55)

-5.23***

지역:미주
지역:아시아호주

국내총생산로그

무력분쟁
시간

-0.28*** (0.077) -0.25*** (0.076)
(2.30)

0.40

(0.71)

(0.095) -0.71***

상수

-1.70

개체

353

353

109

126

98

국가

92

92

30

36

26

괄호 안은 국가 별로 군집화된 강건표준편차임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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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후속조치절차의 라운드 수
전체적으로 이 데이터는 조약감시제도의 후속조치절차가 라운드 수 증가와 국가들의 이행평가
사이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서도
라운드 수를 나타내는 지표가 가장 강하게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5개의
모델 가운데 앞의 4개의 모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모델1에서 다른 변수들을
고정값으로 통제했을 때, 라운드 수가 1회 증가한 경우 0.8만큼의 로그 오즈(log odds) 변화가
있었다. 즉, 라운드 수 1회 증가에 대한 권고를 이행할 오즈비(odds ratio)가 2.23(=e0.80)으로 나타났
다. 후속조치절차에서 라운드가 1회 증가한 경우 권고를 이행할 오즈가 123% 증가한 것이다. 이
결과는 모델 1, 모델 2, 모델 4에서 0.01의 유의수준으로, 모델 3에서는 0.1의 유의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델 5에서 안정민주주의국가들을 상대로 한 경우 라운드 수와 권고이행 사이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여 명확하지 않다.41)
라운드 수와 권고 이행 사이의 긍정적 상관관계가 전반적으로 나타난 것은 조약모니터링제도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라운드 수는 회원국가들이 후속조치절차에 협조하는
의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회원국이 기한 내에 후속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하는 특별보
고관과 자유권규약위원회도 국가들의 이행을 적절한 시기에 검토할 수 있다. 국가들이 자유권규약위
원회의 조약모니터링제도에 절차적으로 협조하는 의사는 국가들이 권고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려는
의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라운드 수 증가와 권고이행 사이의 상관관계는 국가들의 절차적 협조의지와 실체적 이행의
지 이상의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조약기구의 모니터링제도가 더 자주 개입될수록 권고가
더 잘 이행된다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조약기구의 정기보고제도 사이클
(cycle) 수의 증가와 인권보호증진과 긍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조약기구의 정기보고제도가 긍정
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한 선행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 있다.42) 조약기구의 후속조치절차에는
국가들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도 참여하고 있어 라운드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관련자들의
대화가 더욱 밀도 있게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8년 10-11월에 개최된 121회기에서 후속조치절차를 개편하여 1년 대신
2년 이내에 후속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라운드 수를 1라운드로 줄였다.43) 이에 따라 앞으로의
권고 이행평가에 대해서는 이 연구와 같은 분석을 할 수 없게 되었으나, 이 연구결과는 조약의
후속조치절차를 비롯한 모니터링제도가 권고의 이행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다.

41)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 5의 경우 상관계수가 음수이고, 0.1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다.
42) C. Creamer & B. Simmons, “Do Self-Reporting Regimes Matter? Evidence from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63, No.4, 2019, p.1056.
43) Maeda, supra note 14, p.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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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시민단체의 참여도
시민단체가 후속조치에 참여한 것과 권고이행평가의 긍정적인 상관관게는 모델 3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0.05의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모델 4를 제외한 4개의 모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모델 3은 권위주의정권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로, 권위주의정부인 국가에서 더욱 시민단체참여의 상관관계가 두드러졌다.
다른 변수들이 고정값으로 통제되었을 때, 시민단체가 후속조치에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권고를
이행할 오즈비(odds ratio)가 7.32(=e1.99)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단체가 보고서를 제출하면 권위주
의정권의 국가가 권고를 이행할 오즈가 632%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여러 가지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먼저 시민단체가 권위주의정부에서 인권변화를
가져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권위주의국가에서 시민단체의 활동이 순수하지
않거나 제한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UN Human Rights Council에서의 Universal
Periodic Review가 2016년 베네수엘라에 대해, 2018년 중국과 쿠바에 대해 열렸을 때, 많은 시민단체
가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후원을 받는 GONGO(Government-sponsored/controlled NGOs)에 해당한다
는 비판과 우려가 있었다.44) 하지만 이 연구결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이 조약기구의
모니터링제도와 후속조치절차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참여하는 것이 권위주의국가에서 의미있는
인권변화를 가져오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C.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과 관련 있는 세 제도
i) 국가인권기구
국가인권기구는 권위주의국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이 고
정값으로 통제되었을 때, 국가인권기구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로부터 한 등급 더 높은
등급의 평가를 받을 때, 0.53의 로그 오즈(log odds)가 증가하여 오즈비 1.7을 보였다. 이는 0.1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는 해당국가의 국가인권기구가 한 단계 높은 등급을 받은
경우 권고를 이행할 확률이 70%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 분석결과는 권위주의국가에서 국내변화를 이끄는 데 국가인권기구의 기능이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와 사법부의 기관이 통치자에 의해 통제된 국가에서는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 한국은 더 이상 권위주의국가로 분류되지 않지만, 한국의 국가인권위원
회도 민주화 과정에서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례를 보여준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에 설립되었을 때, 외부인에게는 개방되지 않았던 구금시설을 방문하고 수용자들로부터
44) The UN Watch, Fraud on the UN: Venezuela’s Corruption of its 2016 UPR Human Rights Review
A report by UN Watch presented to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Geneva, November 1, 2016, available
at https://www.unwatch.org/wp-content/uploads/2009/12/Venezuela-UPR-Fraud-on-the-UN-UNW-Report-2016.pdf
(lastly visited on 18 Ma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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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진정을 받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변호사도 국가인권
위원회가 설립되고 처음으로 교도소를 방문하였던 날 “국가인권위원회가 헛개비같은거 아무 힘도
없는데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과연 저 막강한 법무부가 우리한테 문을 열어줄까”
고민하였다고 한다. 법무부가 아무런 저항 없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방문단을 맞이했을 때, “법이란
이런 것이구나” 느꼈다고 한다.45)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존재하고 또 제대로 기능할 때, 국가인
권기구는 권위주의국가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ii) 최고법원의 국제활동
최고법원의 국제활동과 국제인권권고의 이행 사이에는 데이터의 종류별로 그 효과가 다르
게 나타난다. 먼저 전체국가를 대상으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그런데 권위주의국가에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신생민주주의국가에서는 긍정
적인 효과가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안정민주주의국가에서는 0.05 수준에
서 부정적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했다.
한국의 사례는 신생민주주의국가에서 사법부의 국제활동으로 국제인권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여준다. 헌법재판소, 대법원과 하급심법원 판사들은 국제활동에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심지어 제네바에서 열리는 조약심사에 직접 참석하여 참관하고 있다. (정부대표단이나 시민사회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판사들이 참석하는 것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사법부가 국제인
권법에 열려 있을 때 그리고 국제인권법을 더욱 자주 인용하고 언급할 때, 국내재판기관을 통한
국내변화에 국제인권법이 더욱 일조할 수 있다.
한편, 권위주의국가에서 법원의 국제활동이 권고이행과 부정적으로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은 더욱
깊이있게 연구해야 할 대상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먼저, 사법부가
인권이 문제되는 사건을 맡았을 때 권위주의국가이기 때문에 더욱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국제인권법
이나 외국법 등 외부로부터 설득력을 갖추려고 하나, 오히려 정부의 인권탄압은(그런 활동이 없는
경우보다) 더욱 심해지는 경우이다. (본 연구결과는 상관관계이지 인과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선후관
계가 도치되는 이런 설명이 가능하다). 또는 반대로 정부가 사법부를 비롯한 다른 기관들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가고 있어 더욱 인권을 탄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가
국제활동에 오로지 명목상으로만 참여하는 경우이다. 마치 권위주의국가들이 실제로 이행할 의사
없이 인권탄압 이미지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듯이, 사법부도 국내에서
활용할 의사 없이 국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권위주의국가에서 사법부의 국제활동과 인권탄압의
부정적인 상관관계는 사법부가 국내인권증진에 하는 역할이 정부와의 관계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거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45) Interview with Attorney Cho Yong-whan, October 12, 2018, by phone in Korean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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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개인통보제도
개인통보제도와 국제인권권고이행과의 관계는 불분명하다. 전체국가를 대상으로 한 모형
에서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신생민주주의국가에서는 0.05의 수준에서 긍정적
인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개인통보제도를 수락한 신생민
주주의국가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02의 로그오즈의 변화를 보였다. 이는 국제인권권고를 이행할
오즈비가 7.54(=e2.02)로, 오즈가 654%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그러
한 사례가 될 수 있다. 개인통보제도와 국제인권권고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는 안정민주주의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한편, 개인통보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도 연구되어 왔다.46)47)48) 한국과
일본의 사례연구에서도 개인통보제도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효과가 확인된다.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
부는 개인통보제도의 긍정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도 매우 복잡한 과정을 보였고 헌법재판
소와 대법원도 2018년 판례를 변경하기 전까지는 개인통보견해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결정과 판결이 반복되어 왔었다. 국내법체계상 개인통보견해를 이행하는 법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은 이상, 개인통보견해는 사법부에게 외부로부터의 압력으로 느껴져 반발을 불러일으
킬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은 일본에서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일본의 시민사회는 30년 이상 오랜 시간 동안
국가인권기구 설립과 개인통보제도 도입을 주장해오고 있는데, 개인통보제도는 일본 국내에 국가인
권기구를 설립하는 것보다 기대가 낮다. 이는 개인통보제도가 도입이 되더라도 일본정부와 사법부가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개인통보견해를 귀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49) 또한 일본정부가
개인통보제도를 수락하지 않는 공식적인 이유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해서이다. 사법부와 개인통보
제도 사이에는 불편한 관계가 있는바, 이 역시 더욱 깊이 연구해야 할 대상이다.
개인통보제도가 신생민주주의와 안정민주주의에서 긍정적으로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나타났지만, 한국일본 사례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하면 위 회귀분석결과는 좀더
주의해서 해석되어야 한다. 개인통보제도의 효과는 국내법체계에서 인권을 증진시키는 데 복잡한
이해관계와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46) 개인통보제도와 관련해서는 선택효과 (selection effect)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한 국가의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사 가입의사는 인권을 증진시키는 해당 국가의 의사 또는 다른 조건들과 상관성이 있을 수 있다.
47) 선택의정서와 국가들의 국제인권조약 이행과의 부정적인 상관관계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 있다. Hafner-Burton과
Tsutsui는 선택의정서를 가입하여 국제기구의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한다고 해서 해당 국가 내부의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E. Hafner-Burton & K. Tsutsui, “Justice lost! The failur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o matter where needed most”,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44, No.4, 2007, pp.421-422.
48) Neumayer는 예상과는 반대로 자유권선택의정서는 권위주의국가에서 자유권을 증진시키는 데 더 효과가 있다고
한다. E. Neumayer, “Do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mprove respect for human right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49, No.6, 2005, pp. 943, 946.
49) Interview with J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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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당사국들이 자유권규약을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는 기구이다. 자유권규약
위원회는 당사국들에게 조약상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는지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권고는 문자
그대로 권고일 뿐이다. 자유권규약위원회가 특정 인권문제에 대해서 ‘권고’했다고 해서 갑자기
인권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당사국의 국내법체계 내에서 다양한 역학관계를 거쳐야 그 권고가
이행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들은 언제 인권권고를 이행하는가? 국제인권권고가 인권을 증진시키기는 하는가?
당사국의 국내에서 인권을 증진시키는 요소는 무엇인가? 이 연구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가
어떻게 되는지 추적하여 조사하여 위 질문에 대해 답하려고 하는바, 정부, 시민사회단체, 사법부,
국가인권기구, 개인 등이 끊임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있고 국내에서 국제인권법을 이용해
변화를 도모하려는 동력이 있을 때 비로소 국제인권권고가 이행되는 변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다.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국제인권권고가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장이 존재한다. 개인통보제도,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의 적극적인 국제활동 등은 개인이 국제인권법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각 제도의 역할은 다를 수 있지만, 모두 개인과 시민사회단체가
반복적으로 국제인권권고를 인용하고 국제인권법에 근거하여 권리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고 또 목적에 부합하게 기능하고 있다는 것은 국내에서
변화의 동력을 창출하였는바, 이는 한국의 민주화과정이라는 역동적인 상황 속에서 도입되었고
제 역할을 하였다는 정치적 맥락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의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 국제인권권고가 활용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상황은 다르다. 한국과
같은 제도가 없거나 다르게 기능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주로 정부와 관료들이 추진하고 일본 국회에
서 통과된 입법적 조치로 인권문제가 단계적으로 천천히 개선되었다. 일본에서는 정치권력이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또 국내에서 국제인권법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가 한국에 비해
훨씬 적다는 점이 인권변화를 도모하는 동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여기서 안정성은 긍정적인
의미만은 아니다. 일본 정치의 (지나친) 안정성은 일본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일찍
민주주의가 자리잡았다는 점도 있지만, 자민당과 관료들이 매우 강력한 정치권력을 가지고 있고
사법부 등 다른 기관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기인한다.
국내에서 국제인권법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의 역할은 한국과 일본의 사례연구를 넘어서 전체
국가들로 대상범위를 확대한 양적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권위주의국가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한
신생민주주의국가에서는 사법부가 국제활동에 적극적인 경우, 그리고 해당국가가 개인통보제도를
수락한 경우 국제인권권고가 더 잘 이행되는 양상을 보였다. 권위주의국가에서는 국내인권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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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기능할 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때 국제인권권고가 더 잘 이행되었던 반면에, 사법부의
국제활동은 국제인권권고가 더 잘 이행되지 않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 연구결과 중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조약기구, 시민사회단체 등이 더욱 자주 소통하는
것이 국제인권권고가 이행되는 것과 긍정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위 기관들이 상호
협력하는 창구가 계속해서 활용되는 과정 그 자체가 국내인권변화를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약기구를 통한 모니터링제도가 계속해서 반복될 때, 국제사회의 감시 속에 국내인권문제가
더욱 투명하게 드러날 때 국제인권권고의 이행이 쉬워진다. 비록 조약기구는 권고의 이행을 당사국
들에게 강제할 수단도 없고 권고가 당사국들의 국내법체계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지만,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국내의 인권변화의 동력을 촉진시킬 수 있다. 국제인권조약 모니터링제도는
당사국들이 국내에서 어떤 새로운 발전적 조치가 있었는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전세계에
공개하고 실질적으로 그 변화를 추적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내인권변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조약기구의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이 연구는 국제인권조약이 모니터링제도를 통해 인권증진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보여준다. 이 연구는 조약제도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Simmons의 국제인권조약의 효과에 대한 낙관적 견해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50) 한편 이 연구의
사례연구와 양적연구를 통해 조약기구의 영향력은 국가, 조약기구, 시민단체 사이의 다양한 역학관
계에 의해 달려 있다고 보는바, 이는 transnational legal process51) 이론과 transnational advocacy
network52) 이론을 경험연구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된 주체인 국가와 조약기구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국내재판기관, 국가인권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53) 국제인권조약이 이미 발전된 선진민주주의국가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견해와는 달
리,54) 이 연구는 국제인권조약은 권위주의국가와 신생민주주의국가에서도 의미가 있으며, 다만
민주주의 과정의 양상에 따라 인권을 도모하는 내부동력 및 역학관계가 다르게 나타날 뿐이라고
설명한다.
국가는 언제 국제인권권고를 이행하는가? 국가들은 국내법체계에서 국제인권법의 인용을 반복적
으로 주장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보호가 마련되어 있을 때 국제인권권고를 잘 이행한다. 정부,
조약기구, 시민사회단체 사이의 대화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자주 이루어질 때, 그리고 국내에서
변화의 동력을 추진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제대로 기능할 때, 국제인권권고는 국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인권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50) Simmons, Mobilizing for human rights: international law in domestic politic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54.
51) H. Koh, “How i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enforced”, Indiana Law Journal, vol.74, No.4, 1999, pp.1409-1411.
52) M. Keck & K. Sikkink, Activists beyond borders : advocacy networks in international politics (Ithaca : Cornell
University Press, 1998); T. Risse, et al., The Power of Human Rights: International Norms and Domestic Change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18.
53) Abbott et al, “The concept of legaliz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54, No.3, 2000, p. 418.
54) Neumayer, supra note 48; Hafner-Burton & Tsutsui, supra note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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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 주권적 권리의 배타성에 대한 환상

저명한 해양법학자인 Bernard H. Oxman은 2006년 미국제법학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동
학회지에 기고한 글에서 웨스트팔리아 체제 이후 국제법의 역사를 “영토적 유혹”(territorial

* 이 글은 발표자의 학위논문(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행사와 분쟁해결』, 법학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9. 8) 중 제3장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권리의 내재적 한계”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2020년 신진학자
학술대회를 통해 그간의 연구성과를 발표할 기회를 주신 학회 관계자 여러분 및 졸고에 대한 토론을 맡아주신
양희철 박사님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참고로, 발표자의 학위논문 중 제2장 “경계미획정 수역의 개념” 부분은
그 논지를 보완ꞏ발전시켜 별도 논문(“중첩수역에 대한 개념적 고찰: 용어의 적절성과 대안의 모색”, 서울국제법연
구』, 제26권 제2호 (2019. 12), 107-151쪽)으로 발표되었으며, 제4장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권리행사의 제한규범”
부분에 대한 핵심적 내용은 2019년 국제법평론회 동계학술대회(2019. 12. 7 개최)에서 발표(“경계미획정 수역에
대한 규율체제의 한계는 극복될 수 있는가: 협력과 자제 의무의 해석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 학술대회 자료집
1-30쪽)된 바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 자료들을 추가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유민국제법연구소 소장,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변호사(전 법무법인(유) 태평양, 외교부 등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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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tation)의 담론으로 설명했다. 그에 의하면 당초 해양법의 역사는 Mare Liberum, 즉 해양의
자유가 승리하는 역사였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트루먼 선언을 기점으로 바다의 영역에서도 “영토적
유혹”의 파고가 높게 몰려오기 시작했다.1) 이른바 “creeping jurisdiction”으로도 표현될 수 있는
이러한 “영토적 유혹”의 파고는 유엔해양법협약(이하 “협약”)2)의 채택과 함께 배타적 경제수역(이
하 “EEZ”)과 대륙붕 제도를 통한 해양관할권의 광역화로 이어졌다. 그러나 해양경계획정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연안국들은 협약 채택 후 40여년이 지난 오늘에도 해양활동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에
직면해 있다. 한정된 육지에 대한 자각과 과학기술의 발달 속에 해양의 “영토적 유혹”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 발표자의 학위논문은 Oxman이 위 기고의 부제로 제시한 “유혹의
노래”(A siren song at sea)가 높게 들려오고 있는 “경계미획정 수역”3)에 대한 법적규율 체제에
주목했다.
경계미획정 수역에 대한 국제법적 규율체계는 가이아나-수리남 중재사건(2007)과 가나-코트디부
아르 사건(2017)을 거치며 주로 협약 제74조 제3항 및 제83조 제3항의 해석과 적용 문제에 관심을
두어 왔다. 발표자 역시 학위논문의 큰 한 축을 위 규정들의 해석론과 발전방향에 대한 분석으로
설정하여 상당한 지면을 할애했다. 그러나 이론적 측면에서 아직 관심과 인식이 미약한 보다 근본적
인 문제가 있다. 즉 경계획정 이전의 인접ꞏ대향국 간 일국의 일방적 행위로 상대국의 주권적 권리
내지 관할권의 침해(이하 “주권적 권리”로 통칭)가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아울러 위 문제에 대한
세간의 인식에는 해양법체계에 대한 이해와도 맞닿는 일종의 오해 내지 환상 역시 크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발표문의 문제의식은 간단하다. 경계미획정 상태인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한중일의 해양활동
과정에서는 종종 해당 수역에 대해 자국의 권리를 주장하는 국가가 타국의 일방적 해양활동을
두고 자국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하는 항의성 발언을 접할 수 있다.4) 이어도나 독도 주변수
역에 중국이나 일본의 관공선이 등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한국의 권리 침해를 걱정하며 정부의
강경하지 못한 대응을 질타하는 시선도 느껴진다. 이러한 “주권적 권리 침해” 주장은 단지 일반의
인식을 넘어 정부 차원에서 실제 법적함의를 담은 외교적 언사로 제기되었을 수도 있다. 학계나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당연히 여기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연안국은
자국의 EEZ와 대륙붕에 대해 협약 등 국제법이 인정한 일정한 주권적 권리를 보유한다는 점은

1) Bernard H. Oxman, “The Territorial Temptation: A Siren Song At Sea”,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00, No. 4 (Oct., 2006), p. 830-832.
2) 1982년 12월 10일 자메이카 몬테고베이에서 서명, 1994년 11월 16일 발효.
3) “경계미획정 수역”이란 연안국의 대륙붕 또는 EEZ가 중첩되거나 잠재적으로 중첩될 수 있고 최종경계획정이 이루어
지지 않은 수역([...] where the continental shelves or EEZs of States overlap or may potentially overlap, and no
final delimitation is in place)으로 정의될 수 있다.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Report
on the Obligation of States under Article 74(3) and 83(3) of UNCLOS in respect of Undelimited Maritime Areas
(2016), at p. 1, para.4.
4) 예컨대 중일 간 권리주장이 경합하는 동중국해 수역에서 일본의 측량ꞏ조사활동에 대해 중국의 해양조사선이 조사중
단을 요구한 사례에서 일본 측은 당시 중국의 활동이 자국의 주권적 권리 침해라 항의한 바 있다. “중ꞏ일, 동중국해서
해양조사 마찰”, ｢연합뉴스｣(2010.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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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이 없다. 이는 특정 자원이나 행위에 있어 타국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배타성”(exclusivity)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배타성의 외부적 발현으로 경계가 획정된 일국의 EEZ나 대륙붕에서 타국의
해양활동은 그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과연 경계미
획정 수역에서도 이러한 주권적 권리 침해(제56조ꞏ제77조 위반)가 법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가.
해양법 분야에서 이 문제에 관한 법리는 그간 모호하게 남아 있었다. 이는 국제판례에서 이러한
주장 자체가 거의 제기된 적이 없었으며 설령 제기되더라도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방론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고무적인 것은 지난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2017)에서는 위 문제가 정면으로 다루어졌다는 점이다. 특히 위 사건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
특별재판부는 “관련 대륙붕이 양국의 선의에 의한 주장(claims made in good faith)의 대상인 경우,
경계획정 이전의 활동이 타국의 주권적 권리 침해가 될 수 없다”(이하 “선의 요건론”)고 판시했다.5)
그리고 위 판시에 대해 유수의 해양법전문가들은 일제히 비판적인 평론을 쏟아 냈다.6) 일견 이러한
비판들은 경계미획정 수역에서도 주권적 권리의 배타성이 관철된다는 가정 하에 동 수역에서 수역의
귀속에 따른 주권적 권리의 침해를 인정하는 입장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의 배후에는 그
유명한, 북해대륙붕사건(1969)에서의 경계획정의 선언적 성격과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시원적
권리에 관한 판시가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발표자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비판들의 기저에 깔려
있는 위 관념은 단지 주권적 권리의 배타성에 대한 환상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러한 비판들은
니카라과-콜롬비아 사건(2012) 등 이전 관련 판례들에 대한 치밀한 분석 하에 제기된 것도 아닌
5)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in the Atlantic Ocean (Ghana/Côte d’Ivoire), Judgment, ITLOS Reports 2017,
para. 592.
6) 위 판시에 관해 비판적 견해를 담은 글들은 다음과 같다. N. Bankes, “ITLOS Judgment in the Maritime Boundary
Dispute between Ghana and Côte d’Ivoire” (27 October 2017), pp. 1-10 <https://site.uit. no/nclos/2017/10/27/itlosjudgment-in-the-maritime-boundary-dispute-between-ghana-and-cote-divoire>; N. Ermolina & C. Yiallourides, “State
responsibility for unilateral hydrocarbon activities in disputed maritime areas: The case of Ghana and Côte d’Ivoire
and its implications” (23 November 2017), pp. 1-6 <https://site.uit.no/nclos/2017/11/23/state-responsibility-for-unilatera
l-hydrocarbon- activities-in-disputed-maritime-areas-the-case-of-ghana-and-cote-divoire-and-its-implications>; N.A. Ioannides,
“A Commentary on the Dispute Concerning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Ghana and Côte d’Ivoire
in the Atlantic Ocean (Ghana/Côte d’Ivoire)”,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Law Journal, Iss. 3 (2017) pp. 48-61
(이하 Ioannides(2017)) <http://www.marsafelawjournal. org/wp-content/uploads/2017/12/MarSafeLaw_Issue3_ Ioannides.pdf>;
R. Churchill, “Dispute Settlement in the Law of the Sea: Survey for 2017”,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Vol 33, No. 4, pp. 656-667 <https://doi.org/10.1163/15718085-12334022>; C. Yiallourides, “Calming
the Waters in the West African Region: The Case of Ghana and Côte d’Ivoire”, Af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Vol. 26, No. 4 (2018), pp. 507-526 (이하 Yiallourides(2018)) <http://dx.doi.org/10.3366/
ajicl.2018. 0246>; M. McCreath & Z. Scanlon, “The Dispute Concerning the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Ghana and Côte d’Ivoire: Implications for the Law of the Sea”,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50. No. 1 (2019), pp. 1-22 <https:// doi.org/10.1080/00908320.2018.1548425>; Y. van Logchem,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States in Disputed Maritime Areas: What Lessons Can Be Learned from the Maritime Boundary
Dispute between Ghana and Côte d’Ivoire?”,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ol. 52, No. 1 (2019),
pp.121-177 <https://cdn.vanderbilt.edu/vu-wp0/wp-content/uploads/sites/78/2019/03/15220214/8.-Van-Logchem- READY
-FOR-PRINT.pdf>; N.A. Ioannides, “The Legal Framework Governing Hydrocarbon Activities in Undelimited Maritime
Area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68, No. 2 (2019), pp. 345-368 (이하 Ioannides(2019))
<https://doi.org/10.1017/S0020 589319000010>; C. Yiallourides, Maritime Disputes and International Law: Disputed
Waters and Seabed Resources in Asia and Europe (Routledge 2019) (이하 Yiallourides(2019)), pp. 149-171; B. Zhao,
“The Curious Case of Ghana/Côte d’Ivoire: A Consistent Approach to Hydrocarbon Activities in the Disputed Area?”,
Asi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0 (2020), pp. 94-124 <https://doi.org/10.1017/S20442513190001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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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글에서는 위 평자들의 비판들에 대한 재반박을 통해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2017)에서 제시된 선의 요건론의 이론적 타당성을 논증하고,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권리의
속성, 즉 그 제한적 배타성(발표자는 이를 “limited exclusivity”라 명명했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에 관한 법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간 은연중 당연하게 여겨져 온 주권적 권리의
“배타성”에 관한 환영을 극복하고 경계미획정 수역에 대한 법적규율 체제의 또 다른 한 축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하에서는 우선 위 쟁점과 관련을 맺는 국경 및 해양경계획정판례들에
서의 접근법을 살펴본다. 이어서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2017)의 판시에 대한 비판적 평론들에
대한 재반박을 통해 동 요건론의 타당성을 논증한다. 끝으로 동 요건론이 안고 있는 도전과 과제,
유사 쟁점이 다루어지고 있는 소말리아-케냐 사건(현재 국제사법재판소 계속 중)에 대한 간략한
분석을 덧붙인다.

Ⅱ. 국경분쟁에서의 접근법

1. 국경분쟁과 해양경계획정분쟁의 유사성
국경획정 결과 영토분쟁이 있는 특정 지역이 해당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일방이 아닌 타국의
영토로 귀속되는 경우 기존 점령행위와 그 상태는 타국의 주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
주권평등에 기초한 국제법 하에서 타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영토적 일체성을 해치지 않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법원칙이다.7) 이는 불법적인 점령행위가 피점령국의 영토주권 존중이라는 국제의무
위반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설명이다.
국경분쟁은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의 범위 획정이 문제되는 해양경계획정분쟁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타국의 EEZ나 대륙붕에 대한 불법적 점유는 곧 그 국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할
의무에 대한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유사성으로 인해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주권적
권리 침해 문제는 국경분쟁 사례에서의 접근법이 참고가 될 수 있다.

7) 2001년 국가책임초안의 주석은 초안 제14조 2항의 지속적 위법행위(continuing wrongful acts)의 일례로 “타국 영토의
일부에 대한 불법점령이나 타국의 동의 없는 타국 영토에 대한 군대 주둔”을 들고 있다.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
임에 관한 국제법위원회(ILC) 초안 제14조의 주석 중 para. (3).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01, Vol. II, Part Two (United Nations, 2007), p. 60 이하 초안 규정 인용시는 “국가책임초안”, 주석 인용시는
“국가책임주석”으로 약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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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판례
가. 카메룬-나이지리아 사건 (2002)
카메룬과 나이지리아는 동쪽으로는 내륙에 위치한 차드호에서 서쪽으로는 기니만에 위치한 바카
시 반도까지 그 국경을 접하고 있다. 양국 간 영토분쟁은 나이지리아가 1993년 12월 바카시 반도에
병력을 배치하면서 무력충돌로 비화됐고 카메룬은 1994년 3월 국제사법재판소(이하 “ICJ”)에 사건
을 회부하기에 이르렀다. 2002년의 본안판결에는 차드호 지역과 바카시 반도를 포함한 육상영토의
국경획정 문제, 기니만 수역에서 해양경계획정 문제, 그리고 부수쟁점으로 이 글이 주목하는 영토주
권 침해에 따른 국가책임 청구8)도 포함되어 있었다.
카메룬은 나이지리아의 차드호 지역과 바카시 반도에 대한 점령은 카메룬의 영토주권과 양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나이지리아는 해당 지역에서 즉각 무조건적으로 철수해야 하고 장래
그러한 행위를 삼가야 하며 카메룬의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이지리아는 해당 지역을 독립 당시부터 평화적으로 점유했으며 군대 배치는 내부적
문제해결과 카메룬의 침입 대응을 위한 것이라 항변했다. 또한 설령 재판소가 해당 지역에 대한
카메룬의 주권을 인정하더라도 나이지리아의 점령은 “합리적 착오”나 “정직한 믿음”의 결과이므로
국가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9)
이에 대해 재판소는 국경획정 결과 카메룬의 영토에 속하게 된 차드호 지역과 바카시 반도에서
나이지리아가 즉각 철수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다.10) 다만 카메룬의 재발방지의 보장 청구는
충분히 확정적이고 강제적인 당해 판결을 통해 그 불확실성이 제거되었으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했다.11) 덧붙여 나이지리아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319. 이 사안에서 재판소는 영토점령으로 인해 카메룬이 당한 피해가 본 판결과 나이지라아가
점령한 카메룬 영토에서의 철수라는 사실 자체에 의해 충분히 다루어 졌다고 본다. 따라서 재판
소는 그러한 점령의 결과 카메룬에 대한 나이지리아의 책임 여부와 그 정도를 규명하지 않을
것이다”12)

재판소는 주문에서 만장일치로 카메룬의 영토주권 침해에 따른 국가책임 청구를 기각했다.13)
8)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Cameroon v. Nigeria : Equatorial Guinea intervening),
Judgment, I.C.J. Reports 2002, p. 303, at paras. 25-27.
9) Ibid., paras. 310-311.
10) Ibid., paras. 313-314.
11) Ibid., para. 318.
12) “In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the Court considers moreover that, by the very fact of the present Judgment and
of the evacuation of the Cameroonian territory occupied by Nigeria, the injury suffered by Cameroon by reason
of the occupation of its territory will in all events have been sufficiently addressed. The Court will not therefore
seek to ascertain whether and to what extent Nigeria’s responsibility to Cameroon has been engaged as a result
of that occupation.” [이 글의 강조 및 밑줄 표시는 발표자, 이하 동일] Ibid., para. 319.

93

● 2020년 신진학자학술대회 국제법의 새로운 쟁점을 찾아서

다만 이 판단에는 한 가지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 청구기각은 곧 해당 청구가 이유 없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적어도 주문은 국가책임의 전제가 되는 국제의무 위반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
일 수 있다. 하지만 위 판결이유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명확치 않다. “카메룬 영토에서의
철수”는 국경획정의 결과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의무이며 그 자체에 점령의 위법성, 즉 국제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책임 여부와 그 정도를 다루지 않는다”는 취지는
국제의무 위반에 따른 국가책임 성부 자체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판결문의 여타
부분에서도 나이지리아의 점령이 카메룬의 주권 침해, 즉 국제의무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단서를 찾을 수 없다.

나. 두 건의 코스타리카-니카라과 사건 (2015/2018)
국경분쟁 사건에서는 통상 분쟁지역에 대한 주권의 향방에 대한 판단을 기초로 군대 등 행정력의
철수를 명하는 판결이 내려진다. 프레아 비헤어 사원 사건(1962)에서도 동 사원 및 그 인근 지역에
대해 캄보디아의 주권을 인정하고 태국의 군대, 경찰력 등을 철수시키도록 판결했다.14) 그러나
그간 국제판례에서 당사국이 카메룬-나이지리아 사건(2002)에서와 같이 주권침해에 따른 국가책임
과 배상까지 문제삼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15) 2005년 Rosalyn Higgins의 글에서도 과거 ICJ가
영토분쟁 사건에서 국가책임을 인정한 판단은 없었다고 기술했다.16)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다음
두 사건으로 인해 다소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니카라과-코스타리카 간 산후안강 도로건설 사건과 병합되어 2015년 12월
그 판결이 내려진 코스타리카-니카라과 간 국경지역에서의 특정활동 사건(이하 “특정활동 사건”)이
었다. 위 사건에서 코스타리카는 니카라과가 코스타리카의 영토를 점령하고 산후안강의 준설관련
작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코스타리카는 “분쟁지역”(disputed territory)17)의 주권이 자국
에 속함을 판결해 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니카라과가 코스타리카의 주권과 영토적 일체성을
존중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자국의 피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요구했다.18) 이에 대해 니카라
13) Ibid., para. 325. OP. V.(D).
14) Case concerning the Temple of Preah Vihear (Cambodia v. Thailand), Merits, Judgment of 15 June 1962, I.C.J.
Reports 1962, p. 37.
15) 이 점을 두고 영토법과 국가책임법 간에는 불편한 관계(uncozy relationship)에 있다는 설명으로는 Enrico Milano
& Irini Papanicolopulu, “State Responsibility in Disputed Areas on Land and at Sea”,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
öffentliches Recht und Völkerrecht, Vol. 71 (2011), p. 589.
16) “[T]he Court has never yet made a finding that a State’s responsibility engaged in a case whose main focus is territorial
title.” Rosalyn Higgins,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Selected Issues of State Responsibility”, in Maurizio
Ragazzi (ed.),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Today: Essays in Memory of Oscar Schachter (Brill, 2005), p. 286.
17) 이 사건에서 “분쟁지역”(disputed territory)는 2011년 3월 8일자 잠정조치 명령에 정의되어 있다. Certain Activities
Carried Out by Nicaragua in the Border Area (Costa Rica v. Nicaragua), Provisional Measures, I.C.J. Report 2011,
p. 6, at para. 55; Certain Activities Carried Out by Nicaragua in the Border Area (Costa Rica v. Nicaragua) and
Construction of a Road in Costa Rica along the San Juan River (Nicaragua v. Costa Rica), Judgment, I.C.J. Reports
2015, p. 665, at para. 69. 이 지역의 지리적 상황은 꽤나 불안정했으며 이로 인해 재판소는 양국 간 국경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았다. Ibid., para. 70.
18) 코스타리카의 청구취지는 Ibid., para. 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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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앞서 카메룬-나이지리아 사건(2002)과 유사하게 본건에서도 산후안강의 입구 지역에서 경계선
의 구체적 위치에 다툼이 있음을 지적하며 위 선례를 따라야 한다고 항변했다.19) 즉 경계선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한 국가책임 청구의 기각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소는 2015년 내려진 본안판결
에서 분쟁지역의 주권이 코스타리카에 속한다는 판단 하에 니카라과의 활동은 코스타리카의 영토주
권 침해에 해당되며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20) 이에 따라 실제 2018년 금전배상
판결이 추가로 내려졌다.21)
2011년 11월 제기된 위 특정활동 사건과 별개로 코스타리카는 2014년 2월 양국 간 해양경계획정사
건을 ICJ에 제소하고 이어 2017년 1월 Isla Portillos 북부 지역의 육상경계사건(이하 “육상경계사건”)
을 또다시 제기했다. 위 육상경계사건에서는 산후안강 최하류 지역인 Los Portillos의 정확한 경계와
Isla Portillos 해변에 대한 니카라과의 신규 군사시설 설치가 문제되었다. 코스타리카는 위 군사시설
설치는 코스타리카의 주권과 영토적 일체성에 대한 침해이며 동시에 2015년의 특정활동 사건의
판결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특정활동 사건에서와 달리 동 지역에서의 니카라과의 철수와
2015년 판결의 준수를 요구할 뿐 별도의 금전배상을 요구하지는 않았다.22) 재판소는 해양경계획정
사건과 병합되어 2018년 내려진 최종판결에서 동 지역의 주권이 코스타리카에 속함을 확인하고
니카라과의 군사시설 설치는 코스타리카의 영토주권 침해라 판단했다. 다만 2015년 판결에서 구체
적인 경계를 설정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위 판결에 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다(각주 17 참조).
아울러 영토주권 위반의 선언과 군사시설의 철수로 적절한 배상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23)
이처럼 비교적 최근의 두 건의 코스타리카-니카라과 사건(2015/2018)은 카메룬-나이지리아 사건
(2002)과는 사뭇 다른 접근방식을 보였다. 재판소는 니카라과의 주권침해와 국가책임을 인정했으며
특정활동 사건에서는 금전배상까지 인정했다. 이는 명확히 책임 여부와 정도를 규명하지 않았던
카메룬-나이지리아 사건보다 분명 적극적인 사법작용을 반영하고 있다.

3. 국경분쟁 사건의 시사점
가.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고려
우선 위 사건들에서 ICJ의 상반된 태도와 관련하여 재판소가 카메룬-나이지리아 사건(2002)에서
이렇게 회피적인 판결을 내리게 된 원인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다. 당시 나이지리아 측 임시재판관

19) Counter-Memorial of Nicaragua, Vol. I (6 August 2012), para. 8.6.
20) Certain Activities and Construction of a Road, supra note 18, paras. 92-93.
21) Certain Activities Carried Out by Nicaragua in the Border Area (Costa Rica v. Nicaragua), Compensation, Judgment,
I.C.J. Report 2018, p. 15.
22) 코스타리카의 청구취지는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Caribbean Sea and the Pacific Ocean and Land Boundary
in the Northern Part of Isla Portillos (Costa Rica v. Nicaragua), Judgment, I.C.J. Report 2018, p. 139, at para. 44.
23) Ibid., paras. 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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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ibola는 위 주권침해 및 국가책임 쟁점에 관해 비교적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무엇보다
그는 국경문제 또는 해양경계문제가 국가책임에 관한 주장과 동시에 제기된 경우는 전례가 없는
것임을 강조했다.24) 그는 영토분쟁 사건에서 패소국에게 그 점령지에서의 민간행정으로 인해 국가책
임이 인정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나이지리아 측 구두변론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25) 심지어
ICJ의 사건이 포화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배상액의 산정 등 추가 판단을 위해서는 소송이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재판소의 목표는 끝없는 소송(endless litigation)을 줄이는 것임을
지적했다.26)
위 의견은 최근 코스타리카-니카라과 간 판결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소 과장된 평가로도 보일
수 있으나, 국경분쟁에서 국가책임과 배상 문제를 법적으로 다툴 가능성은 열려있더라도 사실상
그러한 청구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 사실 국경분쟁의 핵심은
영토주권의 향방이다. 상대적으로 부수쟁점에 해당할 수 있는 책임과 배상 문제를 둘러싼 추가적인
논란은 신속한 판결을 저해하고 분쟁지역의 안정화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영토분쟁은 분쟁당사국 간 정치ꞏ외교관계나 분쟁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타 민족감정 등이 복합적으
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 당시 카메룬의 영토로 판단된 지역에는 상당수의 나이지리아
출신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영토 귀속에 대한 판단이 지체된다면 이들의 지위나 보호 문제도
계속 불분명한 상태에 놓일 수 있었다. 이 점에서 분쟁의 분명하고 신속한 해결은 동 주민들의
인권보호 측면에서도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재판소는 판결 주문에서 호의와 관용의 정책에
따라 해당 지역의 나이지리아 주민들에게 충실한 보호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카메룬 측의 약속을
확인하기도 했다.27)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책임 여부와 그 정도를 다루지 않는다”는 판시의
배후에는 실질적으로 국경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사법정책적 고려가 작동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국경분쟁에서 선의의 적용 가능성
앞서 설명이 정책적 측면에서의 이해라 한다면 법적 측면에서는 국경분쟁에서 국가의 선의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jibola 재판관은 국경이 확정된 경우에도 위치에 대한 실수나 국경선과 경계석
의 표시 또는 그 불확실성에 따른 착오들이 생기게 마련임을 지적했다. 이러한 착오들은 국가책임을
발생시키는 고의적 행위(deliberate acts)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28) 그러면서 카메룬의 책임과 배상
추궁은 국경문제에 있어 일단 권원의 존재가 확립되면 자동적으로 국가책임이 성립된다는 잘못된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 간 의견 차만으로 국가책임이 곧바로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였다.29)
24) Dissenting opinion of Judge Ajibola, in Cameroon v. Nigeria, supra note 8, p. 538, at para. 174. Ajibola 재판관은
카메룬의 국가책임 청구를 기각한 재판소의 판결에는 찬성했다.
25) Ibid., para. 176. 나이지리아 측 구두변론은 CR 2002/20 (Watts), p. 26. paras. 9-10.
26) Dissenting opinion of Judge Ajibola, supra note 24, paras. 177-179.
27) Cameroon v. Nigeria, supra note 8, para. 325. OP. V.(C).
28) Dissenting opinion of Judge Ajibola, supra note 24, para.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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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논리는 국경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국이 믿는 국경을 기초로 선의로 행동한 국가는
국경획정 결과 해당 지역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타국의 영토주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반해 카메룬 측 임시재판관 Mbaye는 개별의견을 통해 재판소가 카메룬
의 국가책임 청구를 기각했으나 그렇다고 나이지리아의 책임이 없다고 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30)
그는 이에 덧붙여 Eduardo Jiménez de Aréchaga와 Attila Tanzi의 저술을 원용하면서 국제의무
위반과 피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피해국은 국가책임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원론적인
지적을 남겼다.31) 이러한 지적은 마치 분쟁지역에 대한 주권판단에 따라 자동적으로 나이지리아에게
국가책임이 성립했으나 단지 재판소가 이를 분명히 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뉘앙스로 이해된다.
위 임시재판관들의 상반되는 견해에서 볼 수 있듯, 재판소는 책임과 배상 문제에 관한 분명한
판시를 회피함으로써 당사국 모두에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를 남겼다. 그렇다면 위 재판관들의
의견 중 법리적으로는 어떤 견해가 타당한가. 즉 국경선에 대한 오인이나 착오와 같은 정신적
요소는 주권침해 및 국가책임 성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가.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 문제가
국가책임의 성립요건과 관련한 이론적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국가책임의 성립에
있어 고의나 과실과 같은 정신적 요소들이 요구되는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이 문제는 국가책임
분야에서 오래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32) 오늘날 국가책임초안은 이른바 “객관적 책임
론”(objective responsibility)의 입장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33) 그러나 위 객관적 책임론이 국가책임
의 성립에 있어 여하한 정신적 요소의 개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동 초안 주석에 따르면 이러한
요소들은 문제된 일차의무의 내용을 비롯한 구체 상황에 따라 국가책임의 성립에 기여할 수 있다.
즉 정신적 요소의 개입 가능성은 실제 사안에서 일차규범의 해석과 적용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34)
생각건대, 국경분쟁에서 경계선의 정확한 위치나 국경조약의 해석에 관해 상이한 견해도 충분히
존재할 수도 있다. 따라서 - 앞서 ICJ의 판례들에서 보듯 논쟁의 여지는 있으나 - 만약 일국의
점령행위가 “합리적 착오”나 “정직한 믿음”에 토대하고 있다면 주권침해, 즉 국제의무 위반의 성립
을 부정하는 것도 충분히 타당한 논리라 판단된다.

29) Ibid., para. 183.
30) Separate opinion of Judge Mbaye, in Cameroon v. Nigeria, supra note 8, p. 506, at para. 143. Mbaye 재판관 역시
카메룬의 국가책임 청구를 기각한 재판소의 판결에 찬성했다.
31) Ibid., para. 147. Mbaye의 개별의견에서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 것은 Eduardo Jiménez de Aréchaga
& Attila Tanzi, International State Responsibility, in Mohammed Bedjaoul (ed.), International Law: Achievements
and Prospects, Vol. 1 (Unescoꞏ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1), p. 369로 보인다. 다만 발표자는 위 저술에서
구체적으로 영토분쟁에서 국경 판단의 결과 자동적으로 국가주권 침해 내지 국제의무 위반이 성립한다는 취지의
기술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 점에서 Mbaye의 위 주장은 국제의무 위반의 성립에 따른 국가책임의 성립 가능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기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32) 이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은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삼영사, 2007), 293-323쪽 참조.
33) J. Crawford, State Responsibility: The General Par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p. 60-62.
34) “Whether responsibility is objective” or “subjective” [...] depends on the circumstances, including the content of
the primary obligation in question.” 국가책임초안 제2조에 대한 주석 중 para. (3).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01, supra note 7, pp. 34-35. 객관적 책임론은 이렇게 고의나 과실과 같은 정신적 요소가 국가책임
의 성부에 영향을 미칠지언정, 이러한 요소를 행위귀속 및 국제의무 위반과 구분되는 별도 국가책임의 성립요건으로
이해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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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결의 소급효와 선의 요소의 개입
코스타리카-니카라과 간 일련의 사건은 카메룬-나이지리아 사건(2002)과 달리 니카라과의 선의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사실상 객관적인 영토귀속 판단에 따라 주권침해 여부가 자동적으로 결정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육상경계사건에서 Gevorgian 재판관의 선언에서는 카메룬-나이지리아 사건
(2002)과 유사한 흔적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그는 2015년 특정활동 사건의 본안판결에서 경계선에
대한 명확한 특정이 없었음을 언급했다.35) 이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판결시점에 관한
다음의 언급이라 판단된다.
“코스타리카의 영토로부터 니카라과의 군사시설 철수 명령과 함께 주권귀속에 관한 판결로도
원고 측을 위한 구제에는 충분하다. (본 판결 이 내려진 시점인) 2018년 2월 2일 자로 비로소
니카라과의 군사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대한 코스타리카의 주권이 확립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판단이 훨씬 현실에 가까울 것이다. 이는 카메룬-나이지리아 사건에서 재판소의 판결과도 맥을
같이 한다.”36)

한 국가가 판결 이후에서야 분쟁지역에 대한 주권을 확립한다고 이해한다면, 그 판결시점 이전까
지는 그 국가로서 해당 지역에서 침해받을 수 있는 어떠한 주권 내지 권리도 보유하지 못한다는
가정도 가능하다. 또는 어떠한 권리가 존재하더라도 그에 대한 침해가 국제의무 위반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 이해될 수도 있다.37)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Gevorgian 재판관은 코스타리카의 주권침해
라는 재판소의 결론에 동의할 수 없으며, 단지 주권에 대한 판단과 니카라과에 대한 철수 명령으로
충분하다고 본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인식은 국경분쟁 사건에서 판결의 기능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는 다소 상치된다. 통상
이러한 사건에서 주권의 향방에 대한 사법기구의 판단은 선언적(declaratory)인 것으로 설명된다.
부르키나파소-말리 간 국경분쟁 사건(1986)에서 ICJ는 이러한 판결의 효과를 “재판소에 의해 법적권원
을 인정받은 시점으로부터 선언적 효과를 갖는 주어진 법적 상황에 대한 상세화”라 설명했다.38)

35) Declaration of Judge Gevorgian, in Maritime Delimitation and Land Boundary, supra note 22, para. 8.
36) “A ruling on sovereignty, together with an order to remove Nicaragua’s camp from Costa Rica’s territory, would have been
sufficient relief for the Applicant. Such a decision would have been closer to the realities on the ground, as only on 2 February
2018 (that is, the date of delivery of the present Judgment) has Costa Rica’s sovereignty over the territory where Nicaragua’s
camp was located been established. It would also have been in line with the Court’s Judgment in Cameroon v Nigeria, [...].”
Ibid.
37) 국가책임초안 제13조에 따르면 행위 발생시 국가가 당해 의무에 구속되고 있지 않다면 국가의 행위는 국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38) “[A] clarification [...] of a given legal situation with declaratory effect from the date of the legal title upheld by
the court.” Frontier Dispute (Burkina Faso/Mali), Judgment, I.C.J. Reports 1986, p. 544, at para. 17. 유사하게 ICJ는
포르투갈-인도 간 통행권 사건(1960)에서 영토적 권리(territorial rights)에 관한 분쟁에 있어 재판소의 기능은 이러한
권리를 새롭게(de novo)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된 권리의 “존재를 선언”(declare the existence)하는 것이라 판시했
다. Case Concerning Right of Passage over Indian Territory (Portugal v. India), Judgment, I.C.J. Report 1960, p.
6, at p. 29. 이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은 M.G. Koehn & M Hévié (eds.), Research Handbook on Territorial Disputes
in International Law (Edward Elgar, 2018), p.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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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Gevorgian 재판관은 이러한 설명을 대담하게 소급효의 법적의제(legal fiction of retroactivity)라
규정했다.39) 국경분쟁 판결 이전부터 주권의 토대인 여하한 법적권원(legal title)이 존재하더라도,
분쟁지역에 대한 법적권원과 주권의 한계는 현실적으로 판결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판결의 선언적
효과는 Gevorgian 재판관의 설명과 같이 소급효의 의제이며, 국경 판결을 토대로 “자동적인” 주권침해
를 인정하는 것 역시 법논리에 따른 허구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극단으로
몰고 가면, 국경분쟁에서 분쟁지역에 대한 주권에 대한 판결은 창설적(constitutive) 효과를 갖게
되며, 결국 그 판결시점 “이전”에는 여하한 주권침해도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도 성립하게 된다.
그러나 이처럼 국경분쟁 사건에서 주권침해를 완전하게 부정하는 것은 과도한 시각이라 사료된다.
우선 국경선 또는 분쟁지역의 주권 문제를 둘러싼 여하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분쟁지역의 법적상태
를 순수하게 공백(vacuum)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사법판단 결과 어느 일방의 법적권
원이 비교적 명확할 수도 있고, 표면적으로는 주권의 소재가 불분명해도 어느 일방의 법적권원에
우월이 인정될 수도 있다. 이점에서 분쟁지역이 무주지(terra nullius)가 아닌 이상, 판결의 선언적
효과를 지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영토주권에 관한 사법기구의 판단을 순수하게
“창설적”인 것으로 이해할 경우, 기존의 국경조약이나 여하한 관련 합의들이 단지 그 해석에 국가
간 견해차가 있다거나 분쟁지역이 지리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쉽사리 무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악의적ꞏ고의적 침략의 의도 하에 단행된 점령행위가 선의에
의해 수행된 적법한 행위로 위장될 가능성도 커진다. 따라서 Gevorgian의 지적은 위 코스타리카-니카
라과 간 분쟁 상황에서 일면의 타당성은 있으나 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Gevorgian의 지적은 판결의 소급효에 대한 인식을 일깨워준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국경분쟁을 둘러싼 실제의 현실은 위 Gevorgian의 표현과는
약간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눈에 보이는 명확한 국경선이 존재하는 상황도 아니며 그렇다고
순수한 법적공백 상태라고 하기 어렵다고 함이 보다 현실에 부합하는 설명이라 보인다. 나아가
완벽한 국경선을 전제로 하여 점령국에 대해 자동적인 주권침해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판결 이전을
법적공백 상태에 준하는 상황으로 취급해 여하한 주권침해를 전면 부정하는 것 모두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그렇다면 국경분쟁에서 판결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가운데, 위 양자의
경우를 구분하여 주권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매개는 무엇이 될 것인가. 여기에는 곧 국경선에
대한 선의 여부, 즉 점령국 자신이 인식했던 국경에 대한 정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나 합리적
착오로 인해 이를 인식하지 못했는가 하는 일정한 정신적 요소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된다.

39) Declaration of Judge Gevorgian, supra note 35, para. 9, footnote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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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해양경계획정분쟁에서의 접근법

1. 가능한 견해의 검토
앞서 국경분쟁 사건을 통해 점령국의 주권침해 판단에 있어서는 국경에 대한 선의 여부가 개입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비단 국경분쟁뿐만 아니라 해양경계획정분쟁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특히 해양경계획정 사건에서는 기존 경계조약에 대한 해석상 견해차가
있는 경우보다 현실적으로 해양경계선이 부재한 상태에서 경계선의 새로운 작도가 재판소에 요구되
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경계미획정 상황에서 인접ꞏ대향국 간 주권적 권리의 침해 문제 판단에
있어서는 정신적 요소의 개입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주권적 권리 침해 문제에 대한 접근을 위해 전체적인 그림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관련국 간 주권적 권리의 침해 혐의를 받는 어떠한 일방적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정확한 해양경계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현상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다. 첫째, 사후적인 경계획정 판결 결과에 따라 위 경계미획정
상황에서의 일방적 행위에 대해 자동적인 주권적 권리 침해 및 국가책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것,
둘째, 경계미획정 상황에서는 침해될 경계선 내지 주권적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경계획정 판결의 결과와 무관하게 그러한 침해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것, 셋째, 경계획정 판결
결과에 따라 자동적인 주권침해를 인정하지는 아니하나 일정한 추가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주권적
권리의 침해를 긍정하는 것이다.
우선 첫 번째 시각은 경계미획정 수역에서도 일정한 경계선이 선재(先在)한다는 전제에 선 것이다.
즉 인접ꞏ대향국 간 현실적인 경계획정합의가 없는 상황이라도 일정한 경계선의 존재를 상정하여
주권적 권리의 침해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경계미획정 수역에서도 주권적 권리의
배타성이 관철되며, 주권적 권리에 대한 존중 의무는 경계획정 전후를 불문하고 일종의 대세적
의무로 간주된다. 반면 두 번째 시각은 위와 정반대의 것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해양경계선이 존재하
지 않는 현상 그 자체에 충실하여 경계미획정 상황에서 여하한 권리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설령
그러한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이는 침해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관념적ꞏ명목상의 것으로 취급한
다. 이 관점에서는 주권적 권리의 배타성은 경계획정 이전에 전혀 작동하지 않게 된다. 세 번째
시각은 위 두 견해의 중간적 견해라 할 수 있다. 이는 최종경계획정 이전에도 침해될 수 있는
일정한 권리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며 이에 따라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일방적 행위로 인한 주권적
권리의 침해 가능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첫 번째 견해와 같이 경계획정 판결에 의해 사후적으로(ex
post facto) 획정된 경계선에 따라 자동적인 주권적 권리의 침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즉 선재하는
경계선의 존재를 인정하나 경계미획정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경계선의 확인이 곤란하므로 주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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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침해를 위해 일정한 고의 내지 인식을 요구하게 된다. 이로 인해 그러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는 주권적 권리의 침해가 부정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주권적 권리의
배타성은 제한적으로 발현되는 셈이 된다.40)
<표 1 -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주권적 권리의 침해 문제에 관한 가능한 견해의 정리>
주권적 권리
침해 가능성

경계미획정 상황에서
경계선의 존재

경계획정
판결의 성격

자동 침해 긍정

선재
(先在, pre-existing)

선언적

경계획정 전후 불문 배타성 유지(의제).
따라서 항시 침해 가능

2

침해 전면 부정

부존재 (경계선 선재론은
관념상 의제에 불과)

창설적

권리 자체가 부존재. 또는 존재하더라도 침해의
대상이 될 수 없는(즉 침해금지가 법적의무로
요구되지 않는) 명목상 권리에 불과. 이 점에서
배타성 부정

3

추가요건의
충족下
침해 긍정

선재하는 경계선의 존재
를 인정, 단 연안국의 인식
을 권리침해 판단에 요구

선언적+창설적
(소급효 긍정)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경계선이 현실화되지 않
은 점을 고려하여 해당 경계선에 대한 연안국의
인식(즉 선의) 여부를 토대로 조건부로 침해 가
능한 제한적 배타성 보유

1

경계획정 이전
연안국의 권리의 속성

그렇다면 국제판례는 경계획정 이전 일방적 행위에 따른 주권적 권리 침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 왔는가. 간략히 언급하면 서두에 언급했던 현실의 인식과 달리 국제판례가 이러한 주장들을
인정한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었다.

2. 관련 판례
가. 니카라과-콜롬비아 사건 (2012)
경계획정 이전 주권적 권리의 침해 문제가 국제재판의 본안단계에서 처음으로 다루어진 사례는
니카라과-콜롬비아 사건(2012)이다.41) ICJ에 회부된 위 사건에서는 양국 간 도서 영유권과 해양경계획
40) 이상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 발표자가 임의로 정리한 것이며, 기존 학계에서 이러한 방식의 정리 내지 논의가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래 살펴볼 두 건의 국제판례의 태도를 가늠하는 데 있어 위와 같은 구조화
작업은 다소나마 이해를 위한 수고를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1) 니카라과는 이 사건 이전 다른 해양경계획정 사건에서도 유사 쟁점을 제기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니카라과는
1999년 12월 온두라스를 상대로 ICJ에 제소한 영토ꞏ해양분쟁 사건(2007)에서 소장 제출 당시 북위 14도 59분 08초
以北 수역에서 니카라과 어선에 대한 온두라스의 조업방해 행위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유보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Application Instituting Proceedings filed in the Registry of the Court on 8 December 1999, Maritime
Delimitation between Nicaragua and Honduras in the Caribbean sea (Nicaragua v. Honduras), para. 7. 하지만 실제
소송과정에서 위 청구는 제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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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문제가 주로 다루어졌다. 위 사
건은 과거 니카라과를 점령하고 있
던 미국, 그리고 콜롬비아 사이에
체결된 Barcenas-Esguerra 조약
(“1928년 조약”)과 동 조약의 비준
서 교환을 위한 1930년 의정서에
관한 양국의 입장차가 발단이 되었
다.42) 니카라과는 위 두 문서가 서
경 82도선을 양국 간 영토의 경계로
설정한 것은 아니라 주장한 반
면,43) 콜롬비아는 위 선은 양국의
영토의 경계일 뿐 아니라44) 양국
[그림 1] 최종해양경계선
(니카라과-콜롬비아 사건 판결문, p. 94. Sketch-map No. 11 간 해양경계로도 인정된다고 항변
[서경 82도선 발표자])
했다.

특히 니카라과는 최종 청구취지에서 “콜롬비아가 서경 82도선 以東으로 니카라과의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 및 처분을 차단ꞏ방해함으로써 국제법상 의무에 부합되지 않게 행위했다”는 선언ꞏ판결을
요청했다.45)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니카라과는 자국 어선들이 위 82도선 以東 수역에서 콜롬비아
군함에 의해 나포되었던 사건들을 언급했다.46) 반면 콜롬비아는 경계획정 이전에 어느 국가가
단순히 일정한 경계선을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그 주장이
결과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도 국가책임의 성부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콜롬비아는 위 주장을 뒷받침
하는 근거로 같은 사건의 선결적 항변에 관한 판결(2007) 당시 임시재판관 Gaja의 선언을 원용했다.
그는 위 선언에서 “콜롬비아가 1928년 조약을 해양경계선으로 넓게 해석하는 것이 설령 틀린 것이라
하더라도 조약의 중대한 위반을 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47)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이 사건
선결적 항변에 관한 판결에서 이미 제시된 바와 같이48) 1928년 조약이 서경 82도선을 해양경계로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확인하면서, 문제된 10개 도서들에 대한 영유권 판단 후 3단계 접근법
에 따라 경계획정을 했다.49) 나아가 니카라과의 서경 82도선 以東 수역으로의 접근방해 주장에
42) 1928년 조약은 San Andrés, Providencia, Santa Catalina 섬과 San Andrés 군도를 구성하는 기타 섬‧소도‧암초에 대한
콜롬비아의 영유권을 인정하고 있었다(제1조). 1930년 의정서는 위 조약 제1조에 정한 San Andrés와 Providencia
군도는 서경 82도선 서쪽을 넘어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Nicaragua v. Colombia),
Judgement, I.C.J. Reports 2012, p. 624, at paras. 40-41.
43) Ibid., paras. 43, 47.
44) Ibid., para. 50.
45) “Colombia is not acting in accordance with he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by stopping and otherwise hindering
Nicaragua from accessing and disposing of her natural resources to the east of the 82nd meridian.” Ibid., para. 248.
46) Ibid.
47) Rejoinder of Colombia, Vol. 1 (18 June 2010), para. 9.15.
48)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Nicaragua v. Colombia), Preliminary Objections, Judgement, I.C.J. Reports 2012,
p. 832, at para. 120.

102

●●● 제 2 부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행사와 분쟁해결 | 김민철 ●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그 청구를 기각했다.50)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50. […] 재판소의 판결로서 관련 해역에서의 니카라과와 콜롬비아 간 해양경계선이 획정되었
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동 판결을 통해 니카라과가 주장한 수역 전체가 니카라과 측에
귀속되지 않았으며 니카라과가 자국 어선의 접근을 주장한 해양수역 중 일부는 오히려 콜롬비아
측에 귀속되었다. 따라서 재판소는 니카라과의 청구는 근거 없다고 판단한다.”51)

이 사건에서 콜롬비아는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었다. 그로 인해 이 사건에서 협약상 규정들이
직접 적용된 것은 아니다. 다만 니카라과의 청구내용을 볼 때 콜롬비아가 위반했다고 주장한 국제의
무는 서경 82도선 以東 수역에서 니카라과의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존중하고 침해하지 아니할
의무로 이해된다. 즉 콜롬비아가 동 수역으로의 니카라과 어선의 진입을 차단하고 방해함으로써
동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권리는 협약 제56조 제1항(a) 뿐만 아니라 관습국제법으로도
양국에 인정되는 권리라 하겠다.
재판소가 니카라과의 청구를 기각한 핵심이유는 “니카라과가 자국 어선의 접근을 주장한 수역
중 일부는 콜롬비아에 귀속되었다”는 점이었다. 이는 콜롬비아의 서경 82도선 주장이 과도한 것일
수는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타당한 것임을 뒷받침한다. 콜롬비아가 서경 82도선을 기준으로 니카라과
의 어업에 관한 권리행사를 차단했더라도 이는 전체적으로 고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는 힘들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만약 수역의 귀속만을 토대로 당시 콜롬비아의 차단행위의 위법성을 평가했다면
적어도 경계획정 결과 니카라과에 귀속된 서경 82도선 以東 수역에 대해서는 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었다. 이상의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위 판단은
콜롬비아의 국제의무 위반, 즉 니카라과의 권리 침해의 고의를 부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 (2017)
경계획정 이전의 일방적 행위로 인한 주권적 권리 침해 문제가 다루어진 다음 사례는 가나-코트디
부아르 사건(2017)이다. 양국 역시 해양경계획정문제를 안고 있었다. 2007년 쥬빌리 유전이 가나
측 수역에서 발견된 후 가나는 동 유전으로부터 더욱 코트디부아르 쪽으로 들어온 지점에서 TEN
유전을 추가로 발견했다. 그 결과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 TEN 유전에서 가나의 허가 하에
34개의 탐사ꞏ개발공이 굴착됐다.52) 양국은 2014년 12월 특별협정에 따라 국제해양법재판소 특별재

49) Nicaragua v. Colombia, supra note 42, para. 190 et seq.
50) Ibid., para. 251, OP. (6).
51) “The consequence of the Court’s Judgment is that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Nicaragua and Colombia throughout
the relevant area has now been delimited as between the Parties. In this regard, the Court observes that the Judgment
does not attribute to Nicaragua the whole of the area which it claims and, on the contrary, attributes to Colombia
part of the maritime spaces in respect of which Nicaragua seeks a declaration regarding access to natural resources.
In this context, the Court considers that Nicaragua’s claim is unfolded.” Ibid., para. 250.
52) Counter-Memorial of Côte d’Ivoire (4 April 2016), para. 2.95. [그림 2]에서 남남서 방향으로 그어진 선은 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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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부(이하 “재판소”로 통칭)에 경계획정과 함께
제83조 제3항 위반 여부를 포함한 가나의 탐사ꞏ
개발행위의 적법 문제를 회부했다. 재판소는
2015년 가나의 새로운 굴착 금지를 명하는 잠정
조치를 발령했고53) 2017년 최종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가나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잠정
등거리선 혹은 등거리선/관련사정 방법론을, 코
트디부아르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이유로 한
각의 이등분선을 주장했다.54) 아울러 코트디부
아르는 가나의 일방적 자원활동이 자신의 대륙
[그림 2] 가나의 석유탐사․개발 현황
(Counter-Memorial Côte d'Ivoire, p. 59,
SKETCH-MAP 2.3)

붕에 대한 주권적 권리 침해라는 주장도 제기했
다. 코트디부아르는 그 최종 청구취지에서 “코트
디부아르의 수역에서 가나가 일방적으로 수행한

활동들은 이 재판소에 의해 경계획정되는 바에 따라 코트디부아르의 대륙붕에 대한 배타적인 주권적
권리 침해를 구성함”을 선언ꞏ판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55)
특히 코트디부아르는 주권적 권리의 배타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배타성으로 인해 경계획정은
권리를 창설(create)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에 명확성(certainty)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경계획정 판결 역시 형성적인 것이 아니라 선언적 성격을 가진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대륙붕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경계획정 판결과 무관하다고 덧붙였다.56) 아울러 대륙붕에 대한 권리는 그
자체로 시원적으로 존재한다는 북해대륙붕사건(1969)의 판시57)를 원용하면서 이러한 권리의 배타
성은 경계획정에 의해 창설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속성상 그 자체로 고유한 것임을 강조했다.58)
즉 연안국은 대륙붕에 대해 고유하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므로 이러한 권리는 경계획정 이전이라도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가나의 행위는 경계획정 이전이라도 주권적 권리 침해
금지의 위반을 구성한다고 주장했다.59)

53)
54)
55)

56)
57)
58)
59)

주장한 해양경계선(잠정등거리선), 남남동 방향으로 그어진 선은 코트디부아르가 주장한 해양경계선(각의 이등분선)
이다. Ibid., p. 59. SKETCH-MAP 2.3: Status of oil activities in the west of the offshore oil area delimited by Ghana,
December 2014.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in the Atlantic Ocean Case (Ghana/Côte d’Ivoire),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25 April 2015, ITLOS Reports 2015, p. 146, at para. 108.
Ghana/Côte d’Ivoire, supra note 5, paras. 265-276.
코트디부아르의 최종 청구취지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ibid., para. 63.
(2) to declare and adjudge that the activities undertaken unilaterally by Ghana in the Ivorian maritime area constitute
a violation of:
(i) the exclusive sovereign rights of Côte d’Ivoire over its continental shelf, as delimited by this Chamber.
Counter-Memorial of Côte d’Ivoire, supra note 52, paras. 9.5-9.6.
North Sea Continental Shelf (Federal Republic of Germany/Denmark; Federal Republic of Germany/Netherlands),
Judgment, I.C.J. Reports 1969, p. 3, at para. 19.
Counter-Memorial of Côte d’Ivoire, supra note 52, para. 9.10.
Ibid., paras. 9.12-9.15. 이와 함께 구제수단으로는 대륙붕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유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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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역시 연안국은 그 대륙붕에 대해 배타성을 속성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를 향유하며 경계획정
판결이 선언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경계획정 판결에 따라 분쟁수역에서의
행위가 자동적으로 타국의 주권적 권리에 대한 침해임을 인정한 국제판례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북해대륙붕사건(1969)에서 설시된 대륙붕에 대한 권리의 고유성 관념은 뒤늦게 해당 수역에
대해 소급적인 권리 주장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했다.60) 위 주장은 곧 경계획정
판결을 통해 해당 수역이 타국에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자동적으로 분쟁수역에서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였다.
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3단계 접근법에 입각해 경계획정을 한 결과 문제의 수역은 가나에 귀속됐다.
따라서 코트디부아르의 주권적 권리 침해 주장에 대한 기각은 별 문제가 없었다. 다만 위 쟁점에
대해 재판소는 다소 대범하게 관련 법리를 펼쳐나갔다. 우선 재판소는 대륙붕에 대한 권리가 갖는
시원적이고 고유한 성격에는 동의했다.61) 그러나 양국의 의견과 달리 경계획정 판결은 권원중첩상태
에서 어느 일국에 우선적인 권원을 부여하는 “창설적 성격”(constitutive nature)을 가지며 단순히
선언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제591단락).62) 이어 재판소는 니카라과-콜롬비아 사건
(2012)을 원용63)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592. […] 일국에 의한 해양활동이 경계획정 판결에 앞서 수행되었고, 관련 대륙붕이 양국의
선의에 의한 주장(claims made in good faith)의 대상인 경우, 해당 대륙붕이 국제재판에 의해
타국에 귀속되더라도 그 활동이 타국의 주권적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될 수는 없다.”64)

결국 재판소는 이와 같은 논증과정을 거쳐 가나의 자원활동이 코트디부아르의 주권적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아니하며, 설령 판결에 의해 문제된 수역이 코트디부아르 측에 귀속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제594단락).65)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앞서 니카라과-콜롬비아 사건(2012)에서의 판시보다 보다 한층 상세한
논증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소의 위 판시는 꽤나 많은 평자들로부터 집중적인 비판을

손실에 대하여는 금전배상을 구했다. Ghana/Côte d’Ivoire, supra note 5, paras. 570-572.
60) Reply of Ghana, Vol. 1 (25 July 2016), paras. 5.8- 5.11.
61) Ghana/Côte d’Ivoire, supra note 5, para. 590.
62) “[…] in a case of overlap both States concerned have an entitlement to the relevant continental shelf on the basis
of their relevant coasts. Only a decision on delimitation establishes which part of the continental shelf under dispute
appertains to which of the claiming States. This means that the relevant judgment gives one entitlement priority
over the other. Such a decision accordingly has a constitutive nature and cannot be qualified as merely declaratory.”
Ibid., para. 591.
63) Ibid., para. 593 (각주 51의 판시 참조).
64) “[…] maritime activities undertaken by a State in an area of the continental shelf which has been attributed to another Sate
by an international judgment cannot be considered to be in violation of the sovereign rights of the latter if those activities
were carried out before the judgment was delivered and if the area concerned was the subject of claims made in good faith
by both States.” Ibid., para. 592.
65) “[…] the argument advanced by Côte d’Ivoire […] is not sustainable, even assuming that some of those activities took place
in areas attributed to Côte d’Ivoire by the present Judgment.” Ibid., para.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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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만 했다. 고백컨대 발표자 역시 앞서의 판시들을 접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했었다. 그렇다
면 무엇이 그런 비판과 의구심을 제기하게 한 것일까. 이하에서는 위 판시에 대한 비판론들에
대한 재반박을 통해 위 판시의 의미를 살펴본다.

IV. 선의 요건론을 위한 변론 : 비판론에 대한 재반박

1. 문제의 근원
북해대륙붕사건(1969)에서의 다음 판시는 오늘날 해양경계획정의 성격과 본질에 대한 고전적인
설명으로 널리 인용되고 있다.
“18. […] 해양경계획정은 원칙적으로 이미 연안국에 귀속된 수역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과정이며
수역의 새로운(de novo)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아니다. 형평한 경계획정이란 기존의 경계미획정
수역을 공정하고 형평하게 분배하는 것과는 다르다.”66)

위 판시와 같이 오늘날 해양경계획정은 새로운 경계선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경계선(pre-existing boundary)을 찾는 것이라는 관념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67) 즉 형평한
경계선은 선험적으로 존재하며 경계획정의 결과는 선언적(declaratory)인 것으로 이해된다.68) 이러
한 경계획정의 성격 규정은 당초 경계획정 사건들이 대륙붕 분야를 중심으로 축적되어 온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ICJ는 북해대륙붕사건(1969)에서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의 시원적
성격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66) “Delimitation is a process which involves establishing the boundaries of an area already, in principle, appertaining
to the coastal State and not the determination de novo of such an area. Delimitation in an equitable manner is one
thing, but not the same thing as awarding a just and equitable share of a previously undelimited area, […].” North
Sea Continental Shelf, supra note 57, para. 18.
67) 이러한 관념을 기초로 경계획정이란 각 국가의 권원에 대한 정확한 영토적 범위를 기술하는 것(describing)이라
설명하기도 한다. “[…] an operation aims at describing the precise territorial scope of each State’s title.” A. Pellet,
“Land and Maritime Tripoints in International Jurisprudence”, in H.P. Hestermeyer, D. König, N. Matz-Lück, V.
Röbern, A. Seibert-Fohr, P. Stoll & S. Vöneky (eds.), Coexistence, Cooperation and Solidarity: Liber Amicorum
Rüdiger Wolfrum, Vol. 1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2), p. 251. 그러나 이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경계획정은 국가 간 권원을 가르는 것(amputate)이라는 설명으로 P. Weil, “Délimitation maritime et délimitation
terreste”, Écrits de droit international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2000), p. 252.
68) Bjørn Kunoy, “The Delimitation of an Indicative Area of Overlapping Entitlement to the Outer Continental Shelf”,
The British Year 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83, No. 1 (2013),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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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육지영토의 자연연장을 이루는 대륙붕에 관한 연안국의 권리는 그 자체로(ipso facto)
시원적으로(ab initio) 존재한다. 이는 육지영토에 대한 주권과 해저에 대한 탐사 및 천연자원의
개발을 위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있어 주권의 연장에 근거한다.”69)

오늘날 일종의 금언과도 같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위 두 판시는 해양경계획정의 본질과 경계획정
이전 상황에서 연안국의 권리의 속성에 관해 다소 혼란을 가중시킨다. 즉 위 두 판시는 마치 연안국은
경계미획정 상태에서도 대륙붕에 관해 “배타적인”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는 인상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경계획정 여부를 불문한 연안국의 권리에 대한 배타성의 의제는 현실적으로 환상에 불과하
다. 이러한 환상은 앞서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의 판시에 대한 유수의 평자들의 비판에서도 유효하
게 작동하고 있다.

2. 비판론에 대한 재반박
가. 경계획정의 창설적 성격은 정당화 될 수 없는가
무엇보다 위 재판소의 판시를 둘러싸고 가장 첨예하게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 된 부분은 경계획정
판결의 “창설적” 성격에 관한 판시(제591단락)이다. 단적으로 Nicholas Ioannides는 위 판시가 대륙붕
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의 시원성 개념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70) Youri van Logchem은
보다 정치한 주장을 펼친다. 그는 재판소가 경계획정을 권리창설적인 성격으로 파악함으로써 연안국
의 주권적 권리는 존재할 수 없고, 설령 존재하더라도 침해될 수 없게 됨으로써, 경계획정 이전에도
연안국이 보유하는 권리의 본질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했다.71)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다음의
질문을 역으로 던질 수 있다. 경계획정을 창설적으로 파악하면 연안국이 대륙붕에 대해 그 자체로
시원적인 권리를 보유한다는 명제 내지 이른바 경계획정 이전에 존재하는 권리(pre-existing rights)
관념은 유지될 수 없는가. 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배타성의 원칙(principle of exclusivity), 즉 연안국이
대륙붕에 관해 향유하는 주권적 권리는 배타적 성격을 갖는다72)는 양국의 진술에 동의했다. 그럼에
도 재판소는 경계획정을 “창설적”(constitutive)인 것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재판소의 태도는 그
자체로 양립되지 않는 것인가. 논자들의 인식 속에 자리한 모순은 어떻게 설명되는가.

69) “[…] namely that the rights of the coastal State in respect of the area of continental shelf that constitutes a natural
prolongation of its land territory into and under the sea exist ipso facto and ab initio, by virtue of its sovereignty
over the land, and as an extension of it in an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for the purpose of exploring the seabed
and exploiting its natural resources.” North Sea Continental Shelf, supra note 57, para. 19.
70) Ioannides(2017), supra note 6, pp. 55-56.
71) Y. van Logchem, supra note 6, p. 174.
72) Ghana/Côte d’Ivoire, supra note 5, para. 590.

107

● 2020년 신진학자학술대회 국제법의 새로운 쟁점을 찾아서

(1) 경계획정 이전의 권리의 성격 : entitlement에 기반한 불완전한 권리
경계획정의 선언적 성격과 위 “ipso facto and ab initio”라는 문구로 표상되는 대륙붕의
대한 시원적이고도 고유한 권리의 관념(이하 “시원성” 혹은 “고유성”)은 경계획정 이전의 권리
역시 완전하게 배타성을 보유한 경계획정 이후의 권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달라서는 안
된다는 도그마로 이끈다. 그러나 특정 수역에서 배타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주체는 하나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그 귀속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국이 그 권리를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 그렇다면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를 문자 그대로 “주권적”
내지 “배타적”이라고 하기 힘들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연안국이 일정한 해양영역에 대해 자국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능 또는 자격을
의미하는 “해양권원”(maritime entitlement) 내지 “권원”(entitlement)은 권리를 외부로 나타내는 확정
적인 표식으로서의 title과는 구분되어야 한다.73) 이러한 권원은 기본적으로 확정적이 아닌 잠재적
성격을 갖는다.74) 따라서 주변국과 이러한 권원이 중첩되는 상황에서는 어느 한 권원이 우월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그 권원에 기초한 연안국의 구체적인 권리주장 역시 배타적인 성격을
가질 수 없다. 즉 경계획정 이전의 권리는 필연적으로 인접ꞏ대향국의 권원과 경합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ICJ는 얀마옌 사건(1993)에서 이른바 “권원중첩수역”(area of overlapping
entitlements)을 다른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 각 국가가 주장할 수 있었던75) 수역 간에 중첩이
있는 수역이라 표현했다. 이 역시 권원경합으로 인해 연안국의 권리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름을 시사한다.
이러한 EEZ/대륙붕 권원의 중첩은 결국 해양경계획정(delimitation)을 통해 해소된다.76) 요컨대, 경계획
정 이전까지 entitlement에 기반한 연안국의 권리는 완전한 배타성을 부여받을 수 없다.

(2) 권리의 고유성과 배타성과의 상관관계
두 번째로 지적되어야 할 점은 대륙붕에 대한 권리의 고유성(inherent nature)이 곧 권리의
배타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북해대륙붕사건(1969)에서 설시된 “ipso facto and ab
initio”의 관념, 즉 대륙붕에 대한 권리의 고유성은 엄밀하게 그 권리의 성립요건으로 연안국의
73) 위 entitlement와 title은 모두 “권원”으로 번역될 수 있다. 양자의 의미와 번역 문제에 관하여는 최윤정, 해양경계획정
에서 차단효과 방지원칙, 법학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20. 2), 9-13쪽. 양자를 구분하여 일본학계에서는
entitlement를 “권원부여”로 번역하기도 하며, 최근 국내에서도 “일응권원”으로 번역하는 안이 제기되기도 했다(최윤
정, 상게논문, 12-13쪽). 이러한 번역들은 정치한 용어사용을 위해 바람직한 시도라 사료된다. 다만 이 글에서는
종전의 일반적인 용례에 따라 entitlement 역시 “권원”으로 표기한다.
74) 추가적인 설명은 Nuno Marques Antunes, Towards the Conceptualisation of Maritime Delimitation: Legal and
Technical Aspects of a Political Proces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3), p. 130.
75) “[…] each State would have been able to claim had it not been for the presence of the other State.”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Area between Greenland and Jan Mayen (Denmark v. Norway), Judgment, I.C.J. Reports 1993,
p. 38, at para. 59.
76) 달리 표현하면 해양경계획정은 권원의 중첩을 전제로 한다. N.M. Antunes & V. Becker-Weinberg, “Entitlement
to Maritime Zones and Their Delimitation: In the Doldrums of Uncertainty and Unpredictability,” in A.G. Oude
Elferink, T. Henriksen & S. V. Busch (eds.),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The Case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p. 72.

108

●●● 제 2 부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행사와 분쟁해결 | 김민철 ●

명시적 선언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재판소는 사실 이 점에 대해서도 판결문에
언급하고 있다.
“590. 재판소는 ①연안국이 그 연안의 대륙붕에 관해 향유하는 권리는 본질적으로 배타적이며
②연안국은 어떠한 관련 선언의 필요 없이 관련된 대륙붕에 대해 권원을 보유한다는 양국의
진술에 동의한다.” (①, ② 표시는 발표자 추가)77)

대륙붕의 시원적 성격론이 등장한 것은 트루먼 선언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종래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인접해저에 대한 유효하고 계속적인 주장에 기초한 실효적 점유를 통해
성립된다는 견해가 있었다.78) 이처럼 대륙붕에 대한 권리의 성립요건으로 외부적인 주장과 점유를
요구하는 관념은 트루먼 선언을 계기로 변화를 맞는다. 당시 동 선언을 둘러싸고 앞서와 같은
견해의 대척점에서 대륙붕은 연안국에 원초적으로 귀속되며 별도의 대외적 권리주장이 불필요하다
는 견해도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Hersch Lauterpacht는 대륙붕에 대한 권리의 법적기초를 논하는
그의 논문에서 인접성 원칙(principle of contiguity)을 지지하면서 이러한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79)
결국 이러한 입장은 1958년 대륙붕협약에 반영됐고(제2조 3항, 현행 협약 제77조 3항80)과 동일)
다시 북해대륙붕사건(1969)으로 이어졌다.
“19. [...] 대륙붕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법적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으며, 여하
한 특별한 법적행위가 수행될 필요도 없다. 그러한 권리의 존재는 선언될 수 있으나 (많은 국가들
은 이러한 선언을 했다) 창설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81)

연안국이 향유하는 대륙붕 권원의 공간적 범위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연안국의 관할권 확대 경향에
따라 확장되어 왔다. 1958년 협약의 수심 200미터와 개발가능성 기준(제1조) 이래 북해대륙붕사건의
자연연장론을 거쳐 오늘날 협약은 200해리 거리기준과 그 이원의 대륙변계 기준(제76조 제1항)을
77) “The Special Chamber agrees with the statements of the two Parties that the sovereign rights which coastal States
enjoy in respect of the continental shelves off their coasts are exclusive in nature and that coastal States have an
entitlement to the continental shelves concerned without the need to make a relevant declaration.” Ghana/Côte d’Ivoire,
supra note 5, para. 590. 다만, 위 판시에서 대륙붕에 관한 권리는 배타적이라는 부분(①)과 관련 선언이 필요 없다는
부분(②)을 연결지어 읽을 경우 마치 연안국은 어떠한 선언 없이도 경계획정 전후를 불문하고 대륙붕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는 오해도 불러올 여지는 있어 보인다. 위 양자는 엄밀히 구분하여 이해됨이 타당하다.
78) Cecil J. B. Hurst, “Whose is the bed of the Sea?: Sedentary Fisheries outside the Three-Mile Limit”,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4 (1923-1924), p. 43.
79) H. Lauterpacht, “Sovereignty over Submarine Areas”,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27 (1950), pp.
423-425. 위 견해대립에 관한 개괄적 설명은 김영구,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신판) (21세기북스, 2004), 477-478쪽도
참조.
80)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실효적이거나 관념적인 점유 또는 명시적 선언에 의존하지 아니한다(원문: The
rights of the coastal State over the continental shelf do not depend on occupation, effective or notional, or on any
express proclamation).
81) “[…] In order to exercise it, no special legal process has to be gone through, nor have any special legal acts to
be performed. Its existence can be declared (and many States have done this) but does not need to be constituted.”
North Sea Continental Shelf, supra note 57, para.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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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했다. 대륙붕 권원의 법적ꞏ사실적 확대는 곧 공간적 중첩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천 속에도 대륙붕에 대한 권리의 고유성 관념은 줄곧 유지됐다. 이는 곧 위 관념이 권리의 배타성을
당연한 전제로 한 것은 아님을 뒷받침한다.
이처럼 대륙붕에 대한 권리의 고유성은 권리의 성립요건의 문제이며 권리의 배타성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개념이다. 즉 연안국이 어느 상황에서나 대륙붕에 대한 절대적인 배타적 권리를 향유한
다는 의미가 아니다. 권리의 성립에도 불구하고 권리 자체의 속성이나 상황 등에 따라 배타성이
부여될 수도, 제한될 수도 있는 것이다.82)

(3) 경계획정 판결의 이중적 성격과 판결의 소급효
앞서 살핀 entitlement의 개념과 고유성 관념 하에서 경계획정 판결은 이중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경계획정은 판결시점을 기준으로 비록 현실에 보이지는 않지만 선재(先在)하
는 경계선, 즉 고유하게 존재하는 권리의 한계를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여전히 선언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경합하는 entitlement의 우위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경계획정 이전의 불완전한 권리가
온전한 권리로 실체화된다는 점에서는 분명 창설적이다. 다만 이러한 창설적 효과는 경계획정
이전 상태로 소급한다. 이를 통해 위 선언적 성격과 창설적 성격은 조화롭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추가로 지적되어야 할 점은 이러한 이중적 성격이 경계미획정 상태에서의 권리의 배타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컨대 Youri van Logchem은 판결의 창설적 성격에 관한 판시를
비판하면서 그렇다면 언제 주권적 권리의 침해가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한다. 나아가 침해될 수
없는 권리가 어떻게 진정으로 고유하고 배타적 권리인지 의문을 던진다.83) 당연히 경계획정 이전에
도 일정한 권리의 존재는 인정된다.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대외적 선언이 없어도 존재하며
EEZ에 대한 권리는 별도 선언을 통해 경계미획정 상황에서도 창설될 수 있다. 이 점에서 경계획정을
순수하게 창설적인 성격으로 이해함으로써 경계미획정 상황에서 여하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이론 구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그 권리의 침해 가능성, 즉 배타성의 측면에
있어서는 경계미획정 상태에서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이 때 사후적으로 판결의 효과를 판결시
점 이전 상태로 소급시킴으로써 제한되어 있던 권리의 배타성 역시 실체화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을 감안할 때, 만약 재판소가 경계획정의 이중적 성격에 대한 설명을 보태거나 “확인
적”(confirmatory)과 같이 “창설적”(constitutive)보다는 약하나 “선언적”(declaratory)보다는 강한 용
어를 사용했더라면 논자들의 비판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판결문을
엄밀히 살펴보면 재판소가 비단 창설적이라는 표현만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판결문 제591단락의
마지막 문장은 경계획정 판결이 창설적 성격을 가지며 “단지 선언적 성격으로만 규정될 수는 없
다”([...] cannot be qualified as merely declaratory)84)라고 덧붙이고 있다. 이는 재판소 역시 경계획정

82) 연안국은 인접ꞏ대향국과 경계미획정 상태에서도 권원중첩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국 연안에 가까운 수역에서는 자유롭
게 그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더욱이 인접ꞏ대향국이 아닌 제3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83) Y. van Logchem, supra note 6, p.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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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중적 성격을 사실상 시인하고 있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나. 재판소는 판시는 잠정조치 명령과 모순인가
앞서 논의에 비해 다소 부차적인 비판이기는 하나, 재판소의 판시에 대해서는 그 자신의 2015년
4월 잠정조치 명령에서의 판시와 일관되지 못하다는 비판도 있다. Nigel Bankes, Natalia Ermolina와
Constantinos Yiallourides, Robin Churchill, Youri van Logchem, Bin Zhao 등이 이러한 논자들이다.85)
대체로 이러한 비판들은 재판소의 잠정조치 명령의 다음 판시를 지목한다. 즉 재판소는 “진행
중인 가나에 의한 탐사ꞏ개발활동은 분쟁수역의 대륙붕에 대한 물리적 성격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고 하면서, “본안에서 대상수역의 일부나 전부가 코트디부아르에 귀속될 경우 코트디부아르의
권리에 대한 불가역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may affect)”고 언급했다86)는 것이다. 위 판시 역시
일견 재판소가 본안에서 경계획정 결과에 따라 코트디부아르 측에 귀속되는 수역에 대해서는 경계획
정 이전의 행위로도 주권적 권리의 침해를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앞서 논자들은 이 잠정조치
명령의 판시를 이처럼 수역귀속 판단에 따른 ”자동적인“ 주권적 권리 침해를 긍정하는 것으로
읽고 있다.
이와 유사한 판시는 과거 에게해 대륙붕 잠정조치 사건(1976)에서도 확인된다. 당시 ICJ는 중첩
대륙붕에서 터키의 지진파 탐사행위에 대해 회복 불가능한 손해 요건의 충족을 부정함으로써 그리스
의 잠정조치 신청을 배척했다. 그러나 그 논증과정에서 연안국의 동의 없는 지진파 탐사가 연안국의
권리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31. 연안국의 동의 없는 대륙붕의 천연자원에 대한 지진파 탐사는 의심의 여지없이 그 연안국의
배타적인 탐사권 침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might [...] raise). 따라서 재판소가 본안에서
그리스의 주장을 인용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터키의 지진파 탐사 활동은 그러한 침해가 될 수
있으며 그리스에 귀속되는 것으로 판명된 수역에서 그리스의 배타적 권리를 해하는 가능한 원인
으로 원용될 수 있을지 모른다(might [...] be considered [...] and invoked).”87)

84) Ghana/Côte d’Ivoire, supra note 5, para. 591. 이 부분의 전체적인 원문은 각주 62 참조
85) N. Bankes, supra note 6, pp. 8-9; N. Ermolina & C. Yiallourides, supra note 6, p. 3; R. Churchill, supra note
6, p. 663; Y. van Logchem, supra note 6, p. 166; C. Yiallourides (2019), supra note 6, pp. 164-165; B. Zhao, supra
note 6, pp. 108-110.
86) “[...] the on-going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activities conducted by Ghana in the disputed area will result in a
modification of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continental shelf.”, “[...] this situation may affect the rights of
Côte d’Ivoire in an irreversible manner if the Chamber were to find in its decision on the merits that all or any part of
the area in dispute belongs to Côte d’Ivoire.” Ghana/Côte d’Ivoire (Provisional Measures), supra note 53, paras. 88, 91.
87) “[…] seismic explor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continental shelf without the consent of the coastal state
might, no doubt, raise a question of infringement of the latter’s exclusive right of exploration; […] accordingly,
in the event that the Court should uphold Greece’s claims on the merits, Turkey’s activity in seismic exploration
might then be considered as such an infringement and invoked as a possible cause of prejudice to the exclusive
rights of Greece in areas then found to appertain to Greece[.]”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Greece v. Turkey), Interim
Protection, Order of 11 September 1976, I.C.J. Reports 1976, p. 3, para.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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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시는 대륙붕에 대한 권리의 고유성을 언급한 북해대륙붕사건(1969)의 판시(각주 69)와 함께
논자들 사이에서 경계획정 결과 수역귀속에 따른 자동적인 권리 침해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요논거로
원용되고 있다. 그러나 재판소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본안판결에서 설령 문제된 수역이 코트디부아
르 측에 귀속되더라도 주권적 권리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했다(제594단락, 각주
65). 즉 논자들은 이러한 본안의 판시를 잠정조치 사건과 모순으로 여기며 큰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안의 판시가 잠정조치 사건의 판시와 모순된다는 비판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 가나-코트디부아르 잠정조치 사건(2015)의 판시나 에게해 대륙붕 잠정조치
사건(1976)의 판시는 경계획정 이후 수역의 귀속에 따라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반적
가능성 내지 개연성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실제 해당 판시의 문언을 보더라도 수역의
귀속에 따라 코트디부아르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may affect)거나 그리스의 권리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might)는 정도에 불과하다. 즉, 위 잠정조치 사건의 판시들이 수역의 귀속에 따른
“자동적인” 권리 침해를 직접 뒷받침하는 논거가 되기는 어려우며 여하한 추가 요건의 고려를 배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둘째, 잠정조치는 본안판단 이전 단계에서 긴급한 권리보호를 위해 발령되는
것으로 잠정조치 사건의 판단이 곧 권리침해나 의무위반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잠정조치의
발령요건과 본안에서 실체적인 권리침해 내지 의무위반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요건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본안에서 검토될 가능성이 있는 여하한 쟁점에 대한 판단이 잠정조치 사건에서 잠정적으로
제시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판단이 본안에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즉 잠정조치
단계와 본안단계의 판시를 동일 평면에 두고 비교하는 것이 항상 타당한 것은 아니다. 셋째, 이
사건 본안판결에서 설시된 요건(① 경계획정 이전 수행, ② 선의의 주장, 제592단락, 각주 64)을
살펴보면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행위국의 선의가 인정될 수 없는 경우 본안에서도 주권적 권리의
침해가 성립될 여지는 열려 있다. 즉 본안판단이 경계획정 이전의 행위로 인한 주권적 권리 침해의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경계획정 결과 문제된 수역이 행위국에 귀속되지 않을 경우
행위국의 선의 여부에 따라 주권적 권리 침해의 성립도 가능하다. 따라서 경계획정 결과 문제된
수역이 행위국에 귀속되지 않을 경우 권리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may/might)는 취지의
잠정조치 사건의 판시는 본안에서 설시된 요건과의 관계에서도 조화가 가능하다.

다. 일방주의에 대한 방임 우려는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가
앞서의 비판들이 법리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라면 다소 정책적 관점에서의 비판도 있다. 즉 재판소
의 본안판결에서 주권적 권리 침해 쟁점에 관한 판시는 사실상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일방적 행위의
가능성을 확장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예컨대, Robin Churchill은 “분쟁수역에서 일방적인 탄화수소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했으며,88) Constantinos Yiallourides도
88) R. Churchill, supra note 6, p.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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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지적을 하고 있다.89)
물론 이러한 지적은 일견 타당하다. 즉 재판소의 판시가 경계획정 결과 타국에 귀속될 수 있는
수역에서 일국의 일방적 행위에 일종의 면죄부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일방적 행위를 보다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경계획정 결과 수역의 귀속에 따른 자동적
인 주권적 권리 침해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국가책임 및 배상을 긍정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디까지 정책적 고려 이전에 법리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는 점에서 위 비판을
수용하기는 곤란하다.
그렇다면 법리적 문제를 떠나 동일한 정책적 측면에서 경계획정 결과에 따른 자동적인 주권적
권리 침해를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사후적으로 확정된 경계선을 기준으로 자동적으로
주권적 권리 침해가 판단된다면 이는 연안국들이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기준으로 그 범위 내에서 해양활동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연안국의 활동이 추후
경계획정 결과 주변국의 수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명되면 여하한 정상참작도 없이 자동으로
주변국에 대한 주권적 권리 침해가 성립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향후 경계선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타국에 대한 권리침해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연안국들은 그 해양활동을
대폭 축소시키거나 동결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2017)의 주권적 권리 침해 쟁점에 관한 판시로 실제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무제한적으로 일방적 행위가 가능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 유의가 필요하다. 우선
위 판결문 제592단락에서 제시된 요건에 의하면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일방적 행위가 주권적
권리 침해의 혐의를 면하기 위해서는 연안국의 권리주장이 신의성실한 것, 즉 선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제74조 제3항과 제83조 제3항의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90)는 위 주권적 권리의
침해 문제와 별도로 유효하게 작동한다.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행위가 주권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해도 경계획정 결과와 무관하게 동 의무 위반 문제는 별도 제기될 수 있다. 백진현
재판관이 개별의견으로 위 주권적 권리 침해에 대한 판시를 고려할 때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가 결코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것91)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토대로 주권적 권리 침해 금지를 강제하기보다 협약이 경계미획정
상황에 적용을 예정한 위 규정들에 따른 규율이 협약이 위 규정들을 마련해둔 의미에도 보다 부합할
것이다.

89) Yiallourides(2018), supra note 6, p. 522; Yiallourides(2019), supra note 6, p. 165.
90) 위 제74조 제3항 및 제83조 제3항에 규정된 두 가지 의무는 ① 실질적인 잠정약정 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의무(이른바 “협력의무”), ② 최종경계획정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의무(이른바 “자제의무”)이다. 이하에서는 양 의무를 통칭하여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로 칭한다. “신의
성실한”이란 수식어는 양 의무의 요체가 “신의성실”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91) Separate Opinion of Judge Paik, in Ghana/Côte d’Ivoire, supra note 5, para.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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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 가
가. 비판론에 대한 평가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2017)에서 이 부분 쟁점에 관한 판시는 법리적으로 아주 충격적이거나
새로운 것은 아니다. 위 판시는 해당 수역에 자국의 권원을 토대로 선의로 행위한 경우에는 경계획정
결과 해당 수역이 행위국의 수역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타국에 대한 권리 침해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는 니카라과-콜롬비아 사건(2012)의 판시와도 맥을 같이 한다.
분쟁지역의 점령국이 판결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주권을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더라도
국경선의 오인이나 착오에 따라 그 점령이 자동적으로 그 영토의 귀속국에 대한 주권침해를 구성하
지 않는다는 논리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이처럼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2017)의 법리는 국제의무
위반의 요건으로 일정한 정신적 요소를 요구하는 일차규범의 특성에 대한 고려 하에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전체 틀 속에서 위 판시는 기존 판례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치화한 판시라 이해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위 판시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판시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제시한 논자들의 평석에서도 정작 니카라과-콜롬비아 사건(2012)의
판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드물며, 일부 이를 언급하고 있는 평자들 역시 이를 잘못 이해하고
비판 일조로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Robin Churchill은 이 사건 판결에서 니카라과-콜롬비아 사건
을 원용하고 있음을 간략히 언급하기는 하나,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과 동일하지 않은 지점을
원용하고 있다는 단편적인 지적만 남겼다.92) Youri van Logchem은 비교적 위 두 사건을 상세히
대조하며 설명하고 있기는 하나, 니카라과-콜롬비아 사건에 비추어 보더라도 “설령 해당 수역이
코트디부아르 측에 귀속되더라도 주권적 권리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제594단락)는 추가 판시는
불필요했다고 지적했다.93) 이러한 평가는 니카라과-콜롬비아 사건에서 니카라과가 주장하던 수역
중 일부가 콜롬비아 측에 귀속되었기 때문에 니카라과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판시(제250단락,
각주 51)의 의미를 그저 일방적 행위가 있었던 수역의 일부가 그 행위국에 귀속되었으므로 청구기각
이 내려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에서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을 바라본 결과, 코트디부
아르가 주장하던 수역이 가나 측 수역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청구기각은 당연하나, 반대로 코트디부아
르 측에 수역이 귀속되었다면 그렇지 않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니카라과-콜롬비아 사건의
판시를 잘못 이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재판소가 위 니카라과-콜롬비아 사건의 판시를 원용한 이유도
잘못 짚고 있는 것이다. 니카라과-콜롬비아 사건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당 수역이 코트디부아
르 측에 귀속되더라도 주권적 권리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시가 불필요했다는 비판은 Nigel
Bankes의 평석에서도 발견된다.94)

92) R. Churchill, supra note 6, p. 663.
93) Y. van Logchem, supra note 6, p.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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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3인의 예에서 보다시피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2017)의 판시에 대한 비판들에는 하나의
공통된 지향점이 있다. 바로 경계획정 결과 해당 수역이 타국에 귀속될 경우에는 주권적 권리의
침해가 자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앞서 비판론자들이 에게해 대륙붕 잠정조치 사건
(1976)과 가나-코트디부아르 잠정조치 사건(2015)의 판시를 언급하며 본안판결과의 모순을 지적하
고 있는 것 역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경계미획정 수역에서도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선재하는 경계선에 따라 온전한 배타성을 향유하는, 그럼으로써 침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의 존재를 전제한다. 즉 경계획정 이전 상태에서도 권리의 배타성을 의제하는
것이다.

나. 선의 요건론의 타당성
그러나 위와 같은 시각은 다음의 점에 정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할 것이다. 첫째, 경계미획정
상황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 즉 주권적 권리의 지리적 범위가 어떻게 확인될 수 있는가.
둘째, 사후적인 경계획정 판결을 전제하지 않고 경계미획정 상태 그 자체에서 주권적 권리 침해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셋째, 경계획정 이전 사실상의 권리의 제한성과 제74조 제3항 및
제83조 제3항에 따른 법적제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넷째, 니카라과-콜롬비아 사건
(2012)에서 수역의 귀속에 따라 국제의무 위반이 판단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들은 행위국의 일정한 정신적 요소의 개입을 통하지 않고서는 쉽사리 설명하기 힘들
것이다.
관념적으로는 존재할지 모르나 실제 보이지도 확인되지도 않은 경계선을 토대한 자동적인 권리
침해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경계미획정 상황에서도 권리의 온전한 배타성을 인정한다면
사후적인 경계획정 여부나 그 결과에 상관없이 경계미획정 상황에서도 주권적 권리 침해가 논리적으
로 가능하다. 그러나 사후적인 경계획정 판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실제 그렇게 판단된 사례도 없다. 더구나 현실적으로 관철될 수도 없으며 제74조 제3항
및 제83조 제3항의 제한이 부과되어 있는 경계미획정 상태에서 권리에 무리한 법적의제로서 배타성
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은 협약 체제상으로도 정합적이지 않다. ICJ 역시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니카라과-콜롬비아 사건에서 일정한 정신적 요소의 개입을 전제로 경계획정 이전의 행위
로 인한 주권적 권리의 침해 문제를 다루었다. 위 사건에서 수역의 귀속에 따라 권리 침해를 인정했다
면 적어도 서경 82도선 以東의 수역 중 니카라과 측에 귀속된 수역에 대해서는 주권적 권리 침해가
인정되었어야 했다.
이상을 종합하면 무리하게 경계획정 이전의 권리에 배타성을 의제함으로써 사후 경계획정 판결에
따른 자동적인 권리침해를 인정하기 보다는 일정한 정신적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주권적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함이 이론이나 현실의 측면 모두에 걸쳐 논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94) N. Bankes, supra note 6,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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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요건의 함의에 대한 인식을 통해 경계획정 이전 권리의 배타성에 대한 환상에서도 조금씩
깨어날 수 있을 것이다.
<표 2 - 선의 요건론의 적용에 따른 인접・대향국 간 경계획정 이전의 권리의 성격과 침해 가능성>
경계획정 전후

경계획정 이전
경계선 및 권리의 존재

인접・대향국 간
권리의 배타성

경계획정 이전 일방적 행위로 인한
주권적 권리 침해 여부

경계획정 이전

○

×

불성립

선의

○

×

불성립

악의

○

○

성립

경계획정 이후

V. 도전과 과제, 그리고 소말리아-케냐 사건

1. 도전과 과제
가. 선의에 기반한 주장의 판단기준
결국 선의 요건론에 입각한 주권적 침해의 성립 가능성은 위 선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평자들의 비판 중 가장 경청할 만한 것은 위 기준의 모호성에 대한 지적이다.
행위국의 선의 문제는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2017)을 통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판단기준은 제대로 논의된 바 없다. 따라서 동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이란 비판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판소의 입장에서 국가가 악의로 행동한다고 판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악의의 입증기준 또한 매우 높을 것이라는 취지의 Millicent McCreath와 Zoe Scanlon의
견해는 일리가 있다.95)
문제는 향후 위 선의의 판단기준을 어떻게 정치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지점이다. 여기서
논의의 출발점으로 앞서 판시에서 “관련 대륙붕이 양국의 선의에 의한 주장(claims made in good
faith by both States)의 대상인 경우”의 의미가 규명될 필요가 있다. Robin Churchill의 구분과 같이
재판소가 설시한 선의에 의한 주장 대상은 일견 양국이 개연성 있게(plausibly) 주장할 수 있는
경계선 중첩수역 또는 권원중첩수역 전체 중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96) 이는 간략히 ① 경계선주장중
95) M. McCreath & Z. Scanlon, supra note 6, p. 14.
96) “[…] those areas of overlap that could plausibly be claimed by both States. [...] the whole of the overlappi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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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수역(area of overlapping boundary claims) 기준, ② 권원중첩수역(area of overlapping entitlements)
기준으로 명명할 수 있다.
우선, “경계선주장중첩수역” 기준은 관련 연안국이 각기 신의성실하게 주장하는 경계선으로 둘러
싸인 중첩수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연안국의 경계선이 얼마나 개연성 있게 주장되었는가,
즉 그 경계선주장의 신의성실 여부가 위 요건 충족 판단에 개입될 수 있다. 비록 일국이 자국의
경계선주장이 타당하다는 입장 하에 일방적 행위로 나가더라도 상대국의 입장에서는 그 경계선주장
이 개연성이 없는 것, 즉 신의성실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에 직면해서 국제재판소들은 행위국의 경계선주장이 선의에 기해 성실하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비록
오늘날 등거리선‧중간선에 기초한 3단계 접근법이 국제판례에서 통용되기는 하나, 위 접근법이
제74조 제1항과 제83조 제1항의 해석ꞏ적용에 있어 보편적인 법칙으로 그 입지를 굳혔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없지 않다. 국제판례들의 경향성이 곧 조약해석에 있어 당사국의 합의를 확정하는
조약해석에 관한 추후 관행(subsequent practice)97)이라 하기는 어렵다. 국가실행 측면에서 여타
방법론을 주장하는 실행도 존재하는 한, 등거리선ꞏ중간선 기준을 EEZ와 대륙붕을 모두 아우르는
보편적 기준이라 할 수도 없다. 물론 등거리선ꞏ중간선에 입각한 경계선주장을 주권적 권리 침해
판단에 있어 선의에 의한 주장의 범주로 포함시킬 수는 있더라도,98) 여타 주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의 문제도 남는다. 이처럼 제74조 제1항과 제83조 제1항의 해석ꞏ적용 문제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국가들의 경계선주장이 선의에 입각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문제는
실로 어려울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객관적인 EEZ/대륙붕 권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계선주장과
이에 터 잡은 행위에 대해서는 선의를 인정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객관적인 “권원중첩
수역”은 경계획정 과정에서 “관련해역”의 형태로 확인된다. 따라서, 경계선주장중첩수역 기준보다
다소간 선의의 인정범위가 확대되기는 할 것이나, 권원주장과 경계선주장의 객관적 권원에의 부합
여부에 따라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일 것이다. 더욱이 가나-코트디부아
르 사건(2017)에서 판시의 전후 취지를 살펴보면 실제 “선의에 의한 주장의 대상”인 수역은 객관적인
권원중첩수역을 의미함을 시사하는 대목도 엿보인다. 예컨대 판결문 제591단락의 “관련국들 간
관련 해안을 기초로 관련 대륙붕에 대한 권원의 중첩이 있는 경우(in a case of overlap both States
concerned have an entitlement to the relevant continental shelf on the basis of their relevant coasts)”라
는 문구를 제592단락의 “양국의 선의에 의한 주장의 대상”인 “수역”과 함께 읽을 경우, 위 “수역”은

R. Churchill, supra note 6, p. 663.
97) 추후 관행은 조약해석에 관한 당사국의 합의를 확정하는([…] which established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regarding
its interpretation) 것이어야 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3항(b)).
98) Robert Beckman과 Clive Schofield는 “등거리선 주장은 협약과 국제법에 부합하는 신의성실한 주장”이라 언급한다.
R. Beckman & C. Schofield, “Defining EEZ claims from islands: A potential South China Sea chang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Vol. 29, No. 2 (2014), pp. 211-212 <https://doi.org/10.1163/15718085-1234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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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권원중첩수역”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99)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2017)이 선의 요건론을 제시한 첫 판례라는 점에서 향후 그 판단기준의
발전가능성은 열려 있다. 만약 권원중첩수역 기준에 따를 경우, 그 권원의 범위 내에서의 활동에는
선의가 추정된다. 특히 당사국 모두가 권원중첩을 인정하는 수역에서의 활동에는 선의 추정에
무리가 없다. 반면 협약이나 국제법에 반하는 과도한 권원주장, 객관적인 권원을 초과한 경계선주장
에 대해서는 악의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국제재판소와 학계는 일관된 기준 적용과 정치화를
위해 나름의 법리적 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권원중첩 여부 내지 권원존부에 관한 분쟁에 있어 선의 요건의 적용 가능성
필리핀-중국 간 남중국해 사건(2016)에서도 분쟁수역에서 일방적 행위로 인한 주권적 권리 침해
문제가 다루어졌다. 다만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2017)과 달리 이 사건에서는 당사국 간 문제의
수역에 대한 권원중첩 여부, 특히 중국의 권원존부 자체가 문제되었다. 이와 관련해 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는 중국의 일방적 행위가 이루어진 수역에 중국의 해양권원이 미치지 않고 그 결과
동 수역이 필리핀 측 EEZ와 대륙붕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청구취지 제8항과 관련하여
중국의 일방적 행위들에 대해 필리핀의 주권적 권리 침해를 직접 인정했다.100) 다만 중국의 권원주장
이 선의에 의한 것인지는 달리 검토되지 않았다.
선의 요건에 대한 언급이 처음 등장한 것은 위 사건 판정 후 판결이 내려진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2017)에서부터였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에서의 접근법은 권원중첩
여부에 다툼이 있는 연안국 간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방적 행위로 인한 주권적 권리
침해라는 국제의무 위반 판단에 어느 경우는 국가의 정신적 요소를 고려하고 어느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이 점에서 남중국해 사건(2016)에서도 단순히 중국의 권원주장을
배척함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권원주장의 선의 여부에 대한 검토가 추가로 이루어졌더라면 보다
정치한 판정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명백한 권원중첩수역과 달리 권원중첩 여부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권원중첩을 부정당한
국가에 대한 선의 인정 기준은 한층 엄격하게 설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객관적으로 권원중첩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 속에 상대국의 항의를 감내하고 그러한 권원주장을 펼쳤다는 것 자체가 선의일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남중국해 사건(2016)과 같이 일방의 권원주장이 협약과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으로 판명되면 그 자체로 악의를 추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향후 권원중첩 여부 내지 권원존부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도 선의의 작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99) 각주 62 및 64 참조. Robin Churchill 역시 유사한 지적을 하고 있다. R. Churchill, supra note 6, p. 663.
100) 일방적인 어업금지 조치, 비생물자원 관련 필리핀 조사선에 대한 방해행위에 대해 제56조 및 제77조 위반이 인정됐
다. In the Matter of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ward of the Arbitral Tribunal (12 July 2016), para.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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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말리아-케냐 사건의 전망
현 ICJ의 사건 중에는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주권적 권리 침해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는 사건
이 있다. 바로 소말리아-케냐 사건이다.101) 이
사건에서 소말리아는 인도양 방면의 해양경계
로 등거리선에 입각한 단일경계를 주장하고 있
다. 반면 소말리아 남부에 접경한 케냐는 그
남쪽에 위치한 탄자니아와의 경계와 동일하게
소말리아에 대해서도 위도의 평행선(parallel of
latitude)에 입각한 경계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소말리아의 준비서면(memorial)에 따르면, 케
냐는 문제의 수역에서 석유탐사를 위한 광구를
설정하고, 위 경계선주장중첩수역에서 집중적
인 탐사활동(일부 시추 포함)을 벌였다.102) 이
에 대해 소말리아는 케냐가 자국의 주권적 권리
와 관할권을 존중할 의무를 위반했으며, 케냐가
취득한 지진파탐사 자료의 이전과 소말리아의
피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요구하고 있다.103)

[그림 3] 케냐의 양허 광구 및 양국의 경계선주장
위 사건은 2017년 2월 케냐의 선결적 항변에
(Memorial of Somalia, Vol. 1, 13 July 2015,
Figure 8.1.)
대한 기각 판결104) 후, 현재 본안절차가 진행

중이며 내년 3월 구두변론절차가 예정되어있다.105) 만약 재판소가 차질 없이 절차를 진행하여
본안판결이 내려진다면 이 사건은 몇 가지 점에서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이 사건에서는 등거리선의 입장에 있는 소말리아가 주권적 권리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2017)의 경우, 재판소가 3단계 접근법에 입각해
경계획정을 한 결과, 문제된 수역은 기본적으로 등거리선 입장에 있던 행위국, 즉 가나에 귀속됐다.
따라서 적어도 코트디부아르의 주권적 권리 침해를 부정한 결론 자체는 논란거리가 아니었다. 수역귀속
에 따른 자동적 권리 침해를 인정하는 입장에서도 이는 당연한 결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말리아-케
냐 사건에서 재판소가 유사하게 3단계 접근법에 기초해 경계획정을 한다면, 현재 피해를 주장하는
소말리아 측에 케냐의 일방적 행위가 이루어진 수역이 귀속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인다. 따라서
101)
102)
103)
104)
105)

동 사건 진행상황 및 각종 정보는 ICJ 홈페이지(https://www.icj-cij.org/en/case/161) 참조.
Memorial of Somalia, Vol. 1 (13 July 2015), paras. 8.19, 8. 27.
이 부분에 대한 소말리아의 구체적인 청구취지는 ibid., p. 148, Submissions 3.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Indian Ocean (Somalia v Kenya), Preliminary Objection, Judgment, I.C.J. Report 2017, p. 3.
ICJ Press release 2020/13, 22 Ma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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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소말리아에 대한 피해배상 문제가 실질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다. 실제 소말리아는 선언적
구제를 넘어 실질적인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점에서 주권적 권리 침해 쟁점에 대한
판단에 큰 부담이 없었던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에서보다 ICJ는 위 주권적 권리 침해 쟁점을 결코
가볍게 다루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 위반이 인정된다면 국가책임의 해제수단에 관해서도
어떠한 판단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직 유사사안에서 탐사결과의 폐기 및 반환과 같은
원상회복, 이미 시추된 자원 상당의 금전배상 판단이 실제 내려진 사례는 없다.
둘째, 재판소가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에서와 같이 선의 요건론을 채택한다는 전제에서 케냐의
선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그 판단기준의 상세화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앞서 가나-코트디부아
르 사건에서는 일견 “권원중첩수역” 기준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단서들을 엿볼
수 있기는 하나, 엄밀히 말하면 명확하게 그 기준에 대한 설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에서는 “경계선주장중첩수역” 기준이나 “권원중첩수역” 기준 가운데 어느
쪽을 따르건 기본적으로 등거리선 입장에 있던 가나에 선의가 용이하게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소말리아-케냐 사건에서는 케냐가 등거리선이 아닌 위도의 평행선 입장에 있으므로 ICJ는
그 판결에서 케냐의 선의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보다 선명하게 제시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경계선주장중첩수역” 기준이 채택된다면 케냐의 경계선주장, 즉 위도의 평행선 주장에 대한
선의 인정 여부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반면 재판소가 “권원중첩수역” 기준을 채택한다
면 문제의 수역들이 상당 부분 소말리아에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역들이 케냐의 해양권원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주권적 권리 침해는 부정될 공산이 클 것이다. 물론 재판소는 제3의 접근법을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하한 접근법 취하든 그 판단은 지난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
(2017)에서 제시된 선의 요건론의 정치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다소 의아한 것은 소말리아가 제74조 제3항 및 제83조 제3항 위반 주장을 별도로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위 규정들의 위반 문제가 국제재판에서 다루어진 사례는 가이아나-수
리남 사건(2007),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2017)의 두 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위 규정들은 경계미획
정 수역에서 이루어진 일방적 행위의 적법성을 다투는 데 있어 가장 유용한 수단임은 분명하다.
문제된 케냐의 활동들은 일부 시험굴착 활동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대체로 해양환경에 대한
물리적 영향이 덜한 지진파 탐사 행위였던 것으로 보인다.106) 이와 관련해 ICJ는 에게해 대륙붕
잠정조치 사건(1976)에서 터키의 지진파 탐사에 관한 잠정조치 명령의 발령을 거부했다. 그러나
엄밀하게 ICJ의 위 판단은 협약 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제74조 제3항 및 제83조 제3항의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은 아니었다. 아울러 위 사건 후 40여년이 지난 현재, 자원에 대한 배타적 지식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으며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탐사활동 역시 국가들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케냐의 행위 중에는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에서 해양환경에
대한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을 이유로 상기 규정들에 대한 위반이 인정된 시험굴착 행위도 포함되어

106) Memorial of Somalia, Vol. 1 (13 July 2015), paras. 8.1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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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점에서 소말리아가 위 제74조 제3항 및 제83조 제3항 위반 주장을 청구취지에 포함시켜
케냐의 국제의무 위반 가능성을 더욱 확대시키는 것이 소송전략상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추후 구두변론에서 제기될 소말리아의 청구취지에 관한 진술 등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VI. 結 :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권리의 배타성에 대한 재인식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일방적 행위로 인한 주권적 권리 침해 문제는 일정한 정신적 요소의 개입
하에 판단되어야 하며, 이 점에서 지난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2017)에서의 관련 판시는 충분히
평가받아야 한다.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계미획정 수역에서도 주권적 권리의 배타성이 관철된
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재인식이 필요하다.
북해대륙붕사건(1969)에서 설시된 경계획정의 선언적 성격과 대륙붕에 대한 권리의 고유성 관념
을 단순 연계하여 이해할 경우 마치 경계획정 이전의 대륙붕에 관한 권리 역시 배타적이어야 한다는
환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당초 대륙붕에 대한 권리의 고유성 관념이
반드시 현실적인 배타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점, 오늘날 협약 체제에서 경계획정도 단순히 선언적
성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설적 성격도 병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하기 어렵다.
그러나 위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에서 주권적 권리 침해 쟁점에 관한 평자들의 반응을 보면 경계획
정 이전의 권리에 배타성을 의제함으로써 사후 경계획정 판결에 따른 자동적인 권리 침해를 인정하
고자 하는 경향성이 뚜렷이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 역시 궁극적으로는 주권적 권리의 배타성에
대한 환상의 산물이라 하겠다.
이처럼 주권적 권리 침해 문제에 있어 이러한 정신적 요소의 개입은 해양법의 규범체계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권리의 본질은 크게 존재와 행사의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경계미획정
상황이라도 EEZ나 대륙붕에 대한 권리 자체는 성립 가능하며 따라서 그 존재 자체는 인정된다.
그러나 인접ꞏ대향국 간 그러한 권리의 외부적 행사에 있어서는 제한이 불가피하다. 즉 권리의 배타성
이 완전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편 국가는 행위시 해당 국가를 유효하게 구속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적인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의 대척점에는 침해 가능한 타국의
권리가 존재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권리에 배타성이 흠결된다면 그러한 권리침해 금지를 대외적인
법적의무로 요구할 수 없다. 결국 위 판례법리는 경계미획정 상태의 권리의 배타성은 자동적으로
관철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글에서 살펴본 선의 요건은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주권적 권리의 제한적 배타성(limited exclusivity)을 표상한다.
주권적 권리의 배타성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하는 것은 단지 해양법체계를 정합적으로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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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데 그치는 것만은 아니다.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배타성의 환상은 해양의 “영토적
유혹”과 맞물려 정부, 언론을 비롯한 일반대중에까지 널리 퍼져 있을 것으로 보인다.107) 그러나
이는 국가 간 대립의식만을 고조시킬 뿐 경계미획정 수역에 대한 효율적이고 조화로운 이용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전략적으로 한국의 해양권원 주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켜 가야할
국익도 분명 있다. 그러나 이어도 주변수역에 중국 관공선이 출몰했다고 하여 동해상에 일본 측량선
이 나타났다고 하여 국가의 사활을 걸고 싸워 이겨내야 할 문제는 아니다. 나아가 이러한 배타성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은 한중일 뿐 아니라 모든 연안국들에 공통된 과제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종국적으로 경계미획정 수역의 원활한 이용과 관리, 나아가 최종해양경계획정에도 보다 가까워
질 것이다. 끝으로 발표자의 소견으로는 이 글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전략적 측면에서 한국의 해양정
책에 유리한 법적논리 구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과제들도 차분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108)

107) 한국은 현재 동중국해에서 오키나와 해구에까지 이르는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권원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의 결론에 따르면 이러한 권원주장(entitlement claim)이 곧 해당 수역에서 한국이 대륙붕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보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정부기관이나 언론 등이 경계미획정 상황에서 그 권원주장에 기초해
일국이 마치 해당 수역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보유하는 것과 같이 표현하는 것도 정확한 법적 표현은 아니라
판단된다. 예컨대, 2012년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된 한국의 동중국해 방면 200해리 이원 대륙붕한계문서에
관한 동 위원회 앞 발표 실시를 알리는 한 정부 보도자료에서는 “금번 우리 정부의 대륙붕한계 정식정보 제출
및 발표는 동중국해에서 우리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에까지 이른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공식 천명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외교부 보도자료: 동중국해 200해리 밖 우리나라 대륙붕한계 정식정보의
대륙붕한계위원회 앞 발표 실시(2013. 8. 29). 여기서 “우리 대륙붕”이라는 표현 역시 마치 한국이 해당 수역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인다. 이처럼 경계미획정 수역에
서 “배타적인” 권리를 보유함을 암시하는 문구 등의 사용실태에 대해서도 향후 조사ꞏ연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8) 일례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해 본다. 외측한계설정과 경계획정이 별개인 점은 협약 제76조 제10항(이 조의
규정은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이웃한 연안국의 대륙붕경계 획정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도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동 협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외측한계설정행위는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다분하
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의 200해리 이원 대륙붕정보발표에 대한 심사연기,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이행 문제
등과도 일정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위 문제들의 배후에는 400해리 미만 수역에서는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권원은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이 공통적으로 자리하고 있다. 발표자의 소견으로는 한일 간 동중국해
수역이 양안 간 400해리 미만 수역이라도 협약이 한국에 인정하는 대륙붕에 관한 권리는 별도 성립했으며, 다만
일본의 200해리 EEZ에 따른 해저 및 하층토에 관한 권리도 함께 공존하면서 경합하고 있다고 이해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나아가 400해리 미만 수역에서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권원 자체를 부정하는 인식은 별다른 근거 없이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에 대한 권리의 성립을 부정함으로써 400해리 미만 수역에서 EEZ 체제에 따른 권리에
절대적인 배타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400해리 미만 수역에서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권원을 부정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타당성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만약 외측한계설정과 경계획정
이 상호 무관하고 400해리 미만 수역에서도 충돌ꞏ경합하는 권리 간 상호 공존 가능성을 명쾌하게 이해시킬 수
있다면 한국이 직면해 있는 위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한국 측에 유리하게 원용할 수 있는 일정한 해법에
도달할 수 있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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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7년 뉴욕에서 개최된 제16차 로마규정 당사국총회는 2018년 7월 17일부터 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하 “ICC”라 약칭한다)가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개시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러한 관할권 행사 개시일은 로마규정이 채택된 지 2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여
그 역사적 상징성은 매우 깊다. 이로써 로마규정 출범 20년 만에 ICC는 길고도 험난하였던 침략범죄
논의에 마침표를 찍으며 4가지 핵심범죄(core crimes), 즉 제노사이드, 인도에 반한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체제를 완성하였다.

이 논문은 필자의 법학박사 학위논문인 침략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행사 개시와 한국에 대한 함의,
(서울대학교, 2020. 2.) 중 제4장의 일부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 군법무관, 육군 제2작전사령부 법무참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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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침략범죄에 대한 논의는 험난한 과정의 연속이었다. 1998년에 열린 로마회의에서 침략범죄
는 비록 ICC의 관할대상범죄에 포함되기는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침략범죄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
이 부각되었다. 우선 침략범죄를 ICC의 관할대상범죄로 로마규정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찬반양론이 제기되었다. 다음으로 침략범죄를 어떠한 방식으로 정의할 것인지도 문제되었다. 마지막
으로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 조건도 핵심 쟁점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로마회의 참가국들은
침략범죄를 ICC 관할대상범죄에 포함시키되, 그 관할권 행사는 침략범죄의 정의와 관할권 행사조건
을 정하는 조항이 채택된 후에야 가능토록 하는 타협안에 도달하였으며, 그 내용은 로마규정 제5조
제2항에 반영되었다.1)
그 후 2010년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서는 침략범죄의 정의와 그 관할권 행사조건을 정하기
위한 재검토회의가 개최되었다. 침략범죄의 정의와 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하여는 침략범죄에 관한
특별실무그룹(Special Working Group on the Crime of Aggression, SWGCA, 이하 “특별실무그룹”이라
약칭한다)에서의 회의 등 그간의 노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캄팔라
재검토회의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았으나, 침략범죄에 대한 ICC의 관할권 행사조건에 대하여는
여전히 국가들 간의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다양한 논의 끝에 결국 캄팔라 재검토회의에서는
침략범죄의 정의와 그 관할권 행사조건에 대한 타협안을 마련하였고 컨센서스를 통해 그 내용들을
채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으로 침략범죄에 대한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컨센서스로 채택된
침략범죄 개정문의 해석과 관련하여 ICC의 침략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관할권 행사범위가 어떠한지에
대해 당사국들의 입장은 크게 갈렸고, 2017년의 제16차 당사국총회에서 그러한 해석상의 쟁점을
해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2)
ICC의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는 우리나라의 안보상황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1950년 발발한 6ㆍ25 전쟁을 아직까지 법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채 북한과 군사적
대립을 이어오고 있다. 2010년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이어 최근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북한의 한국에 대한 군사적
도발과 한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대응 등이 침략범죄 개정문의 내용에 비추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로마규정 당사국이지만, 북한은 현재까지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아닌바, 로마규정 당사국과 비당사국 간의 무력충돌은 결국 침략범죄 개정문 제15조의2 제5항의
해석에 관한 문제와 직결된다. 특히 동 조항에서 속지주의를 규정한 부분인 “crime of aggression

1) 로마규정 제5조 제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제121조 및 제123조에 따라 침략범죄를 정의하고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조건을 정하는 조항이 채택된 후 재판소는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한다. 그러한 조항은 유엔헌장의 관련
규정과 부합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이후 2010년 캄팔라 재검토회의에서 삭제되었다.
2) 이것은 ICC의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 범위를 넓게 이해하는 견해(이른바 광의의 관할권설)와 좁게 이해하는
견해(이른바 협의의 관할권설) 간의 대립이다. 후자는 로마규정 제121조 제5항 제2문이 침략범죄 개정문에도 적용된
다는 전제 하에 그 의미를 문언의 표면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에 반하여, 전자는 로마규정 제121조 제5항 제2문이
침략범죄의 관할권 체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ICC의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는 로마규정 제12조 제2항의 기본
적 관할권 체제를 따른다고 이해한다. 양자는 로마규정 당사국들 중에 침략범죄 개정문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 즉
미수락당사국의 국민들도 ICC의 관할권 행사범위에 포함될 것인지에 대하여 상반된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쟁점은
본 논문의 주제와는 거리가 있으므로 별도의 글에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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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d on its territory”의 의미와 관련하여 여기에 포섭되기 위해 비당사국의 영토에서 발생해야
하는 것이 개별적인 범죄행위 자체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범죄의 개별적 행위뿐만 아니라 그 범죄의
결과까지 포함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러한 쟁점을 다루기 위하여 이하에서는 우선 2010년 채택된 침략범죄 개정문을 중심으로 침략범
죄의 정의와 그 관할권 행사조건을 간략히 개관해 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이 글의 핵심 주제인
침략범죄 개정문 제15조의2 제5항의 해석을 둘러싼 견해의 대립을 살펴보고 어떠한 주장이 타당한지
를 논증해 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는 동 조항을 어떻게 우리말로 번역해야만 그 정확한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Ⅱ. 침략범죄의 정의와 관할권 행사조건

1. 침략범죄의 정의
2010년의 캄팔라 재검토회의에서는 침략범죄의 정의 조항으로 특별실무그룹의 2009년 초안을
그대로 채택하여 로마규정 제8조의2를 신설하였다. 이는 침략의 정의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 제3314
호(XXIX) 부속서 제1조와 제3조를 결합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개인이 범하는 침략범죄와 국가가
행하는 침략행위를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는 한 국가의 정치적
또는 군사적 행동을 실효적으로 통제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침략행위를 계획,
준비, 개시 또는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침략행위는 그 성질, 중대성 및 규모에 의하여 유엔헌장
의 명백한 위반에 해당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또한 침략행위(act of aggression)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주권, 영토적 완전성3) 또는 정치적 독립에 반하여 무력을 사용하거나 또는 유엔헌장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었고, 이어서 7가지 유형의 구체적인 침략행위
가 나열되었다.
그간의 특별실무그룹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던 미국은 캄팔라 재검토회의에 참가하면서 그때까지
논의되어 왔던 침략범죄의 정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미국은 위와
같은 침략범죄의 정의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합법적인 무력사용까지 범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3) 영문 표현인 “territorial integrity”는 영토가 완전하고 분할되지 않은 상태(the state of being whole and undivided)를
의미하므로, 이는 “영토보전”, “영토적 존엄”, “영토적 일체성”, “영토적 완전성” 등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영토적 완전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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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으며, 또한 이러한 침략범죄의 정의는 관습국제법을 진정으로 반영하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하였
다.4) 미국은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침략범죄 정의 조항을 수정하길 원하였으나, 다수 국가들은
미국의 뒤늦은 문제제기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국은 침략범죄의 정의와 관련한 두 개의
양해사항을 채택시키는 수준에서 만족해야만 했다. 미국의 제안으로 침략범죄 결의에 포함된 양해사
항은 (i) 침략은 가장 중대하고 위험한 형태의 불법적 무력사용이라는 점과 침략행위가 행하여졌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유엔헌장의 규정에 따라 당해 행위의 중대성 및 그 결과를 비롯하여 각 특정한
경우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양해사항 6), (ii) 어떤 침략행위가 유엔헌장의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성질, 중대성 및 규모라는 세 가지 요소가
“명백성” 판단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는 점을 양해하고, 어느 한 요소도 그것 자체만으로
“명백성” 기준을 충족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양해사항 7)는 내용을 각각 담았다.

2.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조건
캄팔라 재검토회의에서는 침략범죄에 대한 ICC의 관할권 행사조건을 규정한 제15조의2, 제15조
의3을 각각 채택하였다. 제15조의2는 ICC 당사국이 소추관에게 상황을 회부하는 경우와 ICC 소추관
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를 규정하였고, 제15조의3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사태를 회부하
는 경우를 그 내용으로 담았다.

(1) 당사국 회부와 소추관 독자수사의 경우
당사국회부와 소추관 독자수사의 경로를 통한 ICC의 관할권 행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관할권 배제선언 제도를 도입한 점과 로마규정 비당사국에 대한 관할권을 전면적으로 배제시킨
점이다.
우선 제15조의2 제4항은 ICC가 당사국이 범한 침략행위에서 발생하는 침략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당사국이 ICC 사무국장에게 그러한 관할권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사전 선언(previous declaration)을 한 경우에는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해당
당사국은 그러한 선언의 철회, 즉 ICC의 관할권을 다시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를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이러한 관할권 배제선언 제도는 캄팔라 재검토회의 당시 존재하였던 ICC의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범위에 관한 상반된 두 입장을 절충하여 만들어낸 타협의 산물이다.5) 로마규정
4) 당시 미국대표로 캄팔라 재검토회의에 참여하였던 고홍주(Harold Hongju Koh) 교수는 침략범죄 정의의 불명확성
외에도, 유엔헌장에 규정된 안전보장이사회의 권능 간과, 침략범죄에 대한 국내입법 문제, 침략범죄 관할권 행사로
인한 ICC의 정치화, ICC와 미국과의 향후 관계 등의 사안에 대하여 미국은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밝히고 있다. Harold
Hongju Koh & Todd F. Buchwald, “The Crime of Aggression: The United States Perspective”,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09(2), 2015, pp. 261-262.
5) 우선 ABS 제안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스위스의 방안은 당사국회부와 소추관 독자수사로 관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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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이 관할권 배제선언을 하면 그 당사국이 향후 타 당사국에 대하여 침략행위를 감행하더라도
ICC는 해당 침략국의 침략행위로부터 연유하는 침략범죄에 대해 당사국회부 또는 소추관 독자수사
의 경로를 통해서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이러한 관할권 배제선언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수반하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침략범죄 개정문 중 가장 파격적인 부분은 제15조의2 제5항의 내용이다. 이에 의하면 ICC는
로마규정의 비당사국 국민이 침략범죄를 범하거나, 비당사국의 영토에 대하여 침략범죄가 범하여진
경우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조항으로 인해 침략범죄와 ICC의 다른 관할대상범죄들,
즉 제노사이드,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는 관할권 행사구조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생기게 되었으며,
결국 ICC가 침략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대폭 축소되었다. 다만, 이 조항 중
속지주의와 관련된 부분(crime of aggression committed on its territory)은 그 규범적 의미에 관하여
논란이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당사국회부 또는 소추관 독자수사의 경로를 통한 관할권 행사에 있어서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과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침략범죄와 관련한 핵심 쟁점 중 하나였는데, 캄팔라 재검토회의에
서는 이 문제에 대한 타협안도 제15조의2 제6항 내지 제8항으로 채택되었다. 우선 ICC 소추관은
침략범죄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판단을 할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침략행위의 존재 결정을 하였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추관은 ICC에 제기된
사태에 대하여 유엔사무총장에게 모든 관련 정보와 문서를 통고하여야 한다. 안전보장이사회가
침략행위의 존재 결정을 내렸다면 소추관은 침략범죄에 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위와
같은 통고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안전보장이사회가 침략행위의 존재 판단을 하지 않는 경우 소추관은
전심재판단(Pre-Trial Division)이 침략범죄에 관한 수사의 개시를 허가하고, 안전보장이사회가 제16
조에 따라 달리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침략범죄에 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2) 안전보장이사회 사태 회부의 경우
안전보장이사회의 사태 회부를 통하여 ICC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당사국회부 또는 소추관
독자수사의 경로를 통한 관할권 행사와 큰 차이가 있다. 이때에는 침략국 또는 피침국이 ICC의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수락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ICC는 해당 침략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6) 이 점은 당사국회부 또는 소추관 독자수사의 경로를 통하는 경우 비당사국의
침략행위 또는 비당사국에 대한 침략행위로부터 연유하는 각각의 침략범죄가 모두 ICC의 관할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과 대조된다. 이렇듯 로마규정 체제에 동의하지 않는 비당사국에게까지도
행사하게 되는 경우 로마규정 제12조 제2항을 그대로 적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 그 후에 나온 캐나다
의 제안은 ICC가 침략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엄격히 당사국의 동의에 기초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두 가지 제안을 타협하여 이른바 연성동의에 기초한 체제(softened consent-based regime)를 도입한 것이 관할권
배제선언이다. Carrie McDougall, The Crime of Aggression under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 255.
6) 최태현, “ICC규정 침략범죄관련 조항의 채택과 함의”, 서울국제법연구, 제17권 제2호, 2010, p.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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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이사회의 사태 회부에 의해 ICC가 그 국적자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유엔헌장에서 찾을 수 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헌장 제7장에 따라 강제조치를 취할
권능을 가지며, 유엔헌장 제25조는 유엔회원국에게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Ⅲ. 북한과의 군사적 관계와 침략범죄 개정문 제15조의2 제5항

1. 문제의 소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침략범죄에 대한 ICC의 관할권 행사는 (i) 당사국회부 또는 소추관 독자수사
(제15조의2), (ii) 안전보장이사회의 사태 회부(제15조의3)라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우선 안전보장이사회는 침략행위의 주체가 로마규정 당사국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ICC에
그로 인한 사태를 회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무력충돌
상황도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ICC로 회부될 수 있다. 그러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거부권
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전보장이사회가 한국과 북한 간의 무력충돌로 인한 사태를
ICC로 회부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우방국이므로 설사 북한이
한국에 대하여 무력도발을 감행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ICC에 회부하는 데 주저할 것이다.
한국의 북한에 대한 무력대응도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마찬가지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은 자위권 행사나 인도적 개입의 경우에 침략범죄의 성립이 어렵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차원에서 양해사항 6, 7의 도입을 주장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7)
더군다나 한국은 미국과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군사도발에 함께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설사 한국이 북한에 대하여 자위권의 요건을 결한 무력대응을 하더라도 안전보장이사회가 그로
인한 사태를 ICC에 회부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당사국회부 또는 소추관 독자수사의 경로를 통한 ICC의 관할권 행사를 검토한다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다. ICC가 한국과 북한 간의 침략행위로 인한 침략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고 해석될 만한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침략범죄 개정문
제15조의2 제5항인바, 그 원문은 “In respect of a State that is not a party to this Statute, the Court
shall not exercise its jurisdiction over the crime of aggression when committed by that State’s nationals
7) Mcdougall, supra note 5, p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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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on its territory.”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속인주의를 규정한 “crime of aggression committed by that State’s nationals”은 비당사국의
국민이 범한 침략범죄를 의미하므로, 제15조의2 제5항은 ICC가 비당사국의 국민이 범한 침략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명확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에 의하면, 북한은 현재 로마규정
비당사국이며 북한의 지도자는 북한의 국적자일 것이므로, 북한의 지도자가 범하는 침략범죄는
ICC의 관할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한 침략범죄의 대상이 대한민국인
경우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된다. 결국 북한의 지도자가 대한민국에 대해 침략범죄를 범할 경우
ICC는 당사국회부 또는 소추관 독자수사의 경로를 통해서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반대로 한국의 지도자가 북한에 대해 침략범죄를 범할 경우는 어떠한가? 이는 속지주의
를 규정한 “crime of aggression committed on its territory” 부분의 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다. 이 부분의 규범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견해차가 존재하는바 이하에서는
이 쟁점을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2. 해석상의 견해 대립
(1) 행위발생지는 물론 결과발생지까지 포함하는 견해
일반적으로 침략범죄 개정문 제15조의2 제5항의 속지주의 부분은 비당사국의 영토에서 침략범죄
의 개별적인 행위들이 발생한 경우는 물론 침략범죄의 결과가 비당사국의 영토에서 발생한 경우까지
포섭하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 견해에 따르면 제15조의2 제5항의 속지주의 부분은
비당사국의 영토에서 침략범죄의 개별적인 행위들이 발생한 경우 또는 침략범죄의 결과가 비당사국
의 영토에서 발생한 경우에 ICC가 해당 침략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규범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침략범죄의 개별적인 행위들을
범하고 그 결과가 북한의 영토에서 발생한 경우 ICC는 대한민국의 지도자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북한은 로마규정 비당사국이고 북한의 영토에서 침략범죄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로마규정 비당사국인 북한이 당사국인 한국을 침략하거나 그 반대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사국회부 또는 소추관 독자수사의 경로를 통해 남북 양측의 지도자가 각각
ICC에 의해 침략범죄로 수사받거나 기소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8)

8) 최태현, “ICC규정 침략범죄관련 조항의 채택과 함의”, p. 144; 최태현, “한국에 있어서 ICC규정 침략범죄조항의
국내적 이행”, 한양대학교 법학논총, 제32권 제2호, 2015, p. 101; 최태현, “침략범죄에 대한 ICC관할권 행사개시
결정”, 국제법 현안 Brief 2018-제1호, 2018. 3. 30.,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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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위발생지에 한정하는 견해
그러나 위와 같은 일반적인 해석에 반대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트라한 교수는 제16차 당사국총회
결의 제2항의 내용대로 침략범죄 개정문에 제121조 제5항 제2문이 적용될 경우 ICC의 관할권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수락당사국이 미수락당사국을 침략하는
경우는 로마규정 제121조 제5항 제2문이 규율하는 범위에 포섭되지 않기 때문에 ICC가 여전히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구체적으로 침략범죄와 관련된 모든 행위들, 즉 침략행위
의 계획, 준비, 개시 등의 모든 행위들이 수락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일어났다면, 비록 그 침략행위의
결과가 피침국인 미수락당사국의 영토에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침략범죄는 수락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미수락당사국의 영토에서의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 committed on
the territory of a State Party that has not ratified or accepted these amendments)”에 해당하지 않고,
결국 ICC는 그 침략범죄자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9)
이러한 논리가 확장된다면 수락당사국이 비당사국에 대해 침략행위를 감행한 경우에도 로마규정
제15조의2 제5항의 규율범위에 포섭되지 않게 된다. 실제 트라한 교수는 이전 논문에서 로마규정
당사국인 영국이나 프랑스가 비당사국을 침략하는 상황을 가정하며, 만약 무력사용의 계획, 준비,
개시 등의 행위들이 영국이나 프랑스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지고 이들 국가가 침략범죄 개정문을
수락하고 관할권 배제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영국이나 프랑스의 지도자도 ICC의 관할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10)
트라한 교수의 이러한 분석은 기본적으로 침략범죄에 있어서의 속지주의를 개별적인 범죄행위가
발생한 곳에 국한시키고 침략범죄의 결과가 어느 영토에서 발생하는지를 도외시한 관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비당사국과 관련된 규율인 로마규정 제15조의2 제5항에서의 “crime
of aggression when committed by that State’s nationals or on its territory”11)은 비당사국의 국민이
침략범죄를 범하거나 비당사국의 영토에서 개별적인 침략범죄의 행위들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므
로, 이는 결국 비당사국이 침략국인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미수락당사국과 관련된 규율인 로마규정
제121조 제5항 제2문에서의 “crime of aggression when committed by a national or on the territory
of a State Party that has not ratified or accepted these amendments”12)도 마찬가지 논리로 미수락당사
국이 침략국인 경우를 의미하게 된다. 트라한 교수의 이러한 논리는 위의 해당 문구들이 침략국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다는 시각에 기초한다.13) 이에 따르면 결국 침략국이 비당사국인지 또는
미수락당사국인지가 ICC의 관할권 행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피침국이 어떠한 지위에

9) Jennifer Trahan, “From Kampala to New York—The Final Negotiations to Activate the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over the Crime of Aggression”, International Criminal Law Review, Vol.18(2), 2018, p. 238.
10) Jennifer Trahan, “The Rome Statute’s Amendment on the Crime of Aggression: Negotiations at the Kampala Review
Conference”, International Criminal Law Review, Vol.11(1), 2011, p. 92.
11) Article 15bis 5 of the Rome Statute.
12) Resolution ICC-ASP/16/Res.5, para. 2.
13) Trahan, supra note 9, p. 238. fn.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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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된다.
국내 일각에서도 이러한 시각과 동일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즉 로마규정 제15조의2 제5항의
속지주의 부분은 “비당사국의 영토에서의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 committed on its territory)”
를 ICC의 관할권 행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로마규정 비당사국인 북한 영역에서 개별적인
침략범죄 행위들, 즉 침략행위의 계획, 준비, 개시, 실행 행위들이 범하여지는 경우만이 ICC의
관할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반면 로마규정의 당사국인 한국의 영역에서 침략행위의 계획,
준비, 개시, 실행 행위들이 발생한다면 이는 로마규정 제15조의2 제5항의 규율범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만약 한국이 침략범죄 개정문을 비준한 상태에서 한국의 지도자가 이러한 행위를 감행한
것이라면 ICC가 그 한국 지도자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다.14)

3. 구체적 검토
이러한 상반된 입장은 본질적으로 침략범죄에서의 속지주의가 개별적인 침략범죄의 행위발생지
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그러한 침략범죄의 결과가 발생한 영토까지 포함하는지의 시각차에서 비롯된
다. 즉 A국의 영토 내에서 A국의 지도자가 침략행위를 계획, 준비, 개시, 실행하여 그 침략의 결과가
B국의 영토 내에서 일어난 경우 과연 침략범죄는 A국의 영토에서만 범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A국의 영토뿐만 아니라 B국의 영토에서도 범하여진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지의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침략범죄 개정문 제15조의2 제5항에 규정된 “crime of aggression committed
on its territory”는 어떠한 규범적 의미를 가지는가? 로마규정 당사국인 한국이 침략범죄 개정문을
비준한 상태를 전제할 때, 한국의 지도자가 한국의 영토 내에서 비당사국인 북한에 대한 침략행위를
계획, 준비, 개시, 실행하여 그 결과가 북한의 영토에 미치게 되는 경우 제15조의2 제5항의 규율범위
에 포섭되는가?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의 분석이 필요하다. 우선 ICC의 관할권 행사의 기초인
속지주의의 개념과 범위를 검토해야 하며, 다음으로 속지주의와 관련한 침략범죄의 특성을 살펴보아
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침략범죄 개정문 제15조의2 제5항의 의미를 확정하고, 아울러 그러한
규범의 의미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의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1) ICC 관할권 행사의 기초로서의 속지주의
로마규정 제15조의2 제5항이 규정하는 “crime of aggression committed on its territory”는 ICC가

14) 2018년 당시 침략범죄 개정문이 한국군의 군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일부 법무장
교들이 이러한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제15조의2 제5항의 의미에 대한 시각차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전달하는 우리말 번역에서 기인한 측면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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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는 근거로서의 속지주의(territoriality)를 표현한 것이며, 이에 대응
하여 같은 항에서의 “crime of aggression committed by that State’s nationals”은 ICC의 관할권
행사 근거로서의 속인주의(nationality)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사국회부 또는 소추관 독자
수사의 경우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서 로마규정 제12조 제2항이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요구한 점에 비추어 당연히 유추할 수 있다. 즉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는 원래 ICC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근거로서의 기능을 하는데15), 로마규정 제15조의2 제5항은 로마규정 비당사국을
ICC의 관할권으로부터 완전히 배제하면서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개별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근거로는 여러 가지가 주장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영토에 근거한
속지주의와 국적에 근거한 속인주의는 국제공동체에서 그 정당성이 별다른 의문 없이 널리 받아들여
지고 있다. 이는 속지주의와 속인주의에 근거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국가의 이해관계가
타국의 이해관계를 압도하기 때문이다.16) 이 중에서도 특히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영토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인 속지주의는 영토주권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국가관할권의 기본을 이룬다.17)

1) 속지주의 관할권의 위임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
로마규정 제12조 제2항 (a)는 로마규정 당사국이 속지주의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 ICC에도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로마규정 당사국 자신이 속지주의에 근거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에 보충성을 조건으로 하여 그 관할권을 ICC로 위임(delegation)한 것으로 이해된다.18) 즉 이
경우는 ICC의 관할권 행사의 근거가 속지주의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의 동의(state consent)에 있는
것이며, 그러한 동의는 해당 국가가 로마규정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19)
이러한 측면에서 ICC는 개별 당사국의 영토주권을 존중하는 기초 위에 설립된 국제법원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당사국의 수가 많아질수록 속지주의에 근거한 ICC의 관할권 행사범위는 넓어지게 된다.
속지주의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의 동의가 주어지면 ICC는 이에 근거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15) 1998년 로마회의에서 ICC의 관할권 행사 구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국가들 간의 핵심 쟁점이었다. 독일은
ICC가 관할 범죄에 대하여 이해관계국의 아무런 동의 없이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한국은
네 개의 이해관계국, 즉 범죄발생국(territorial state), 범죄인 구금국(custodial state), 범죄인 국적국(state of nationality
of the accused), 피해자 국적국(state of nationality of the victim)의 동의를 선택적으로(in a selective way) 요구하자고
제안하였다. 반면 미국은 독일과 한국의 제안이 조약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에게도 조약을 적용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ICC가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네 개의 이해관계국들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로마회의에서는 한국의 제안을 기초로 하면서 범죄인 구금국과 피해자 국적국을 제외한 방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김영석, 국제형사재판소법강의』, 개정판, 법문사, 2014, pp. 94-95. 당시 한국의
제안에 대하여는 United Nations Diplomatic Conference of Plenipotentiaries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Rome, 15 June - 17 July 1998, Official Records, Vol. II, p. 184, paras. 52-54 참조.
16)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제8판, 박영사, 2018, p. 209.
17) Cedric Ryngaert, Jurisdiction in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p. 36.
18) Dapo Akande, “Prosecuting Aggression: The Consent Problem and the Role of the Security Council”, University
of Oxford Legal Research Paper Series, Paper No. 10/2011, February 2011, p. 32.
19) 로마규정은 ICC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국가동의(state consent)의 방식으로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로마규정에의
가입뿐만 아니라, 제12조 제3항의 임시관할권 수락선언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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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범죄행위자의 국적국이 추가적으로 ICC의 관할권 행사에 동의할
필요는 없게 된다. 즉 행위자의 국적국이 ICC의 관할권 행사에 반대하더라도 ICC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법리는 ICC 관할권 체제의 근간을 이룬다.20) 이 점은 전 세계에
병력을 파견중인 미국이 ICC 체제에 반대한 핵심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21) 미국은 로마규정
출범 당시부터 행위자의 국적국의 동의 없이 ICC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22) 조약은 제3국에 대하여 그 동의 없이는 의무 또는 권리를 창설하지 못한다는 조약법
협약 제34조가 그 주된 논거였다. 그러나 주권국가가 속지주의에 근거하여 자국 영토에서 범죄를
범한 외국인을 그 국적국의 동의 없이도 처벌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23) 이는 오늘날
관습국제법은 물론 조약법에서 확립된 법리 중의 하나로 평가되기도 한다.24) 그러므로 속지주의에
근거한 관할권을 가지는 주권국가는 당연히 그 자유로운 의사로 로마규정에 가입함으로써 ICC로
하여금 자국 영토 내에서 범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로마회의에 참여하였던 미국의 쉐퍼(Scheffer) 대사는 속지주의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가 범죄행위자의 국적국의 동의 없이 그 관할권을 ICC로 위임하는 것이 관습국제법상 허용되는
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25) 그는 이러한 관할권 위임의 선례가 없으며, 개별
국가 간에 관할권을 위임하는 것은 속지주의의 속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가능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조약으로 탄생한 기구인 ICC에 관할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는 더욱 불명확하다고 주장하였
다.26) 그러나 잔혹범죄에 대한 불처벌의 종식이라는 국제공동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ICC가
개별 국가로부터 관할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경우 개별 국가 간의 관할권 위임에서 오는 인권침해
가능성이나 정치적 악용가능성 등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27) 또한 ICC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만들어진 상설적인 국제형사재판소이므로, ICC 이전의 선례가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중요한 점은 1998년 많은 국가들이 로마에 모여 자국의 속지주의 관할권을 새로 만들어질 상설

20) Zimmermann, “Amending the Amendment Provisions of the Rome Statute: The Kampala Compromise on the Crime
of Aggression and the Law of Treaties”,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0(1), 2012, p. 222.
21) 로마회의에 미국 대표로 참여하였던 쉐퍼(David Scheffer) 대사는 이러한 이유 이외에도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될 수 있고,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인도적 개입도 상당히 제한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American Servicemembers' Protection Act of 2002, SEC. 2002. [22 U.S.C. 7421] Findings.
(4), (5).
22) David Scheffe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Challenge of Jurisdiction”, Proceedings of the ASIL Annual
Meeting, Vol. 93.,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 70. 클린턴 대통령은 로마규정이 서명에 개방된 마지막
날인 2000년 12월 31일 로마규정에 서명하면서도 미국의 근본적인 우려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로마규정을 그 비준동
의를 위해 상원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언급하였다. 이후 부시 대통령은 로마규정 서명을 무효화하였고, ICC와 미국은
오랜 기간 동안 원만하지 못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ICC를 불법적인 법원(illegitimate court)이라
고 혹평하기도 하였다.
23) Michael P. Scharf, “The ICC's Jurisdiction over the Nationals of Non-Party States: A Critique of the U.S. Position”,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Vol.64(1), 2001, p. 110.
24) Michail Vagias, The territorial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p. 14.
25) Scheffer, supra note 22, p. 71.
26) Ibid. 쉐퍼 대사는 개별 국가 간 관할권을 이전하는 가상적 사례로 프랑스 영토에서 죄를 범한 미국인에 대해 프랑스가
그 속지주의 관할권을 리비아로 넘기는 예를 들면서 그 부당함을 강조한다.
27) Scharf, supra note 23,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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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에 위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이다. 로마규정 제12조 제2항 (a)가 이러한 합의를
나타냄은 물론이다.
한편 침략범죄에 대하여만 이러한 속지주의 관할권의 위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는 없는
가? 국제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근거로서의 국가동의(state consent)를 강조하는 아칸데 교수는
침략범죄에 있어서만큼은 국내법원의 속지주의 관할권이 ICC로 이전 내지 위임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28) 즉 침략범죄는 나머지 ICC 관할대상범죄와 달리 속인주의 연결고리만으로 ICC가
관할권을 가지게 되며, 따라서 침략범죄자에 대하여 ICC가 관할권을 행사하려면 그 침략범죄자의
국적국이 침략범죄 개정문의 수락당사국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피침국이 타국의 침략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자력구제(self-help)이므로, 그 관할권 행사로 인한 정치적ㆍ법적
책임은 원칙적으로 자력구제 차원에서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바, 이 경우
ICC로의 관할권 이전이 허용된다면 그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되어
부당하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한다.29)
그러나 침략범죄에 대하여만 속지주의 관할권의 위임이 불가하다는 주장은 침략범죄 개정문에
반하는 해석이다. 로마규정 제15조의2 제4항은 관할권 배제선언이 없다면 ICC가 원칙적으로 제12조
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며, 제12조 제2항 (a)는 ICC 관할권의 근거로서의 속지주의
연결고리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마규정 당사국이 침략범죄 개정문을 수락한 당사국의
영토에 대하여 침략행위를 감행한다면 수락당사국이 속지주의에 근거하여 가지는 관할권은 ICC로
위임될 수 있는 것이다. 피침국의 관할권 행사는 자력구제 성질을 지니므로 ICC로 위임될 수 없다는
아칸데 교수의 주장은 조약규범의 해석론이 아니라 국가동의의 법리를 강조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온 정책적 제안으로 이해된다.
피침국에게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ICC로 위임할 관할권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가능한가? 침략범죄의 주체가 되는 일국의 국가지도자는 재직 중 타국
법정에서 완전한 인적 면제를 향유하므로, 설사 피침국이라 하더라도 침략범죄자로부터 주권면제의
항변이 제기되는 경우 그를 피침국 법정에 세울 수 없다. 국제사법재판소도 벨기에 정부가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혐의로 콩고의 현직 외무장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행위가 국제법에 위반된
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국가원수, 정부수반, 외무장관은 타국의 민ㆍ형사 재판관할권으로부터 완전
한 면제를 향유한다고 판시하였다.30) 또한 일국의 국가원수는 퇴직후에도 임기 중의 공적 행위에
대하여 면제를 향유한다. 다만, 고문이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공적 행위에서 제외하여 국내법
원의 관할권 행사 대상으로 삼은 피노체트(Pinochet)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침략행위를 범한 전직
국가원수가 피침국의 재판관할권 행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신병확보나 증거수집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실상 피침국이 침략국의 침략범죄자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렇듯
28) Akande, supra note 18, p. 35.
29) Ibid.
30) Arrest Warrant of 11 April 2000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Belgium), Judgment, I.C.J. Reports 2002,
para.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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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의 침략범죄자를 피침국이 자국 법정에 세울 수 없다면 피침국이 ICC로 위임할 관할권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러나 주권면제는 국가의 대표자가 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에 복종하도록 강제당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들의 공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법리로서 타국의 재판관할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법적 장애물에 불과하며, 주권면제로 인해 타국의 재판관할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제사법재판소도 주권면제는 절차적 성격(procedural in nature)의 법리로서, 국내법원
이 타국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법칙에 불과하다고 보았다.31) 결국
재판관할권의 성립과 주권면제 법리의 적용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당사국의 동의 등으로
인해 주권면제가 배제되는 경우에는 관할권을 가지는 개별 국가가 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32) 그러므로 침략범죄를 범한 타국 지도자가 주권면제의 항변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피침국은
자신이 가지는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ICC로 위임할 수 있다. 피침국으로부터 관할권을 위임받은
ICC는 형사책임과 공적 지위와의 무관련성을 규정한 로마규정 제27조에 따라 주권면제의 항변에
제약받지 않고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결국 침략범죄에 있어서 개별 수락당사국이
가지는 속지주의 관할권이 ICC로 위임되는 점에 대한 어떠한 이론적 제한이나 해석론적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는다.

2) 로마규정 제12조 제2항 (a)에서의 문제의 행위(conduct in question)
로마규정 제12조 제2항 (a)에 따르면, 로마규정 당사국의 영토에서 “문제의 행위(conduct
in question)”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ICC에 관할권을 부여해 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의 행위란 개별적인 범죄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범죄행위의 결과까지
포함하는 개념인가? 로마규정 자체에 그 용어의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결국 ICC가
관련 규정의 해석을 통해 자신이 행사해야 할 관할권의 범위를 스스로 밝히며 해결해야 할 문제이
다.33) ICC는 속지주의 관할권 규정인 로마규정 제12조 제2항 (a)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로마규정
자체, 범죄구성요건, 국제법의 원칙 등을 근거로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우선 로마규정 제12조 제2항 (a)의 문언상 표현에 주목한다면 문제의 행위 자체가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에 한정하여 ICC의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 해당
조문은 분명히 당사국의 영토에서 문제의 행위(conduct in question)가 발생한 경우에 ICC의 속지주
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로마규정의 다른 부분에서는 행위(conduct)와 범죄(crime)라는 표현을
각각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34)을 고려할 때 양자의 의미상 차이는 더욱 분명해지기 때문이다.35)

31)
32)
33)
34)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Germany v. Italy: Greece intervening), Judgment, I.C.J. Reports 2012, para. 93.
정인섭, 전게서, p. 260.
로마규정 제19조 제1항 참조.
로마규정 제12조 제2항 (a)에 함께 규정된 선박과 항공기에서의 속지주의 규정에는 범죄(crime)라는 용어가 사용되었
고, 제12조 제2항 (b)의 속인주의 규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범죄(crime)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또한 임시관할권
수락선언을 규정한 제12조 제3항에서도 문제의 범죄(crime in ques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결국 ICC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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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로마규정 제31조 제1항은 행위자가 행위시(at the time of that person’s conduct)에 일정한
능력이 없으면 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명시하는바, 여기의 행위시란 범죄행위 그 자체가
발생한 시점을 의미하며 범죄행위로 인한 결과가 발생한 시점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는 제12조 제2항 (a)에서의 행위(conduct)도 범죄행위 자체를 의미한다는 시각을 뒷받침할 수도
있다.36) 뿐만 아니라 로마규정은 개인의 형사책임을 다루는 규범이므로 그 해석은 엄격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이 이러한 해석을 보강해 주는 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로마규정 제22조 제2항은
범죄의 정의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유추에 의해 확장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관할권 행사 범위의 문제도 범죄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 따른다면, ICC는 범죄행위 자체가 당사국의 영토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속지주의에 근거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며, 범죄행위의 결과가 당사국의 영토에서 발생하였
는지 여부는 관할권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요소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의견이 특별실무그룹 논의과정에서 제기되기도 하였다. 즉 로마규정 제12조 제2항
(a)은 명시적으로 당사국의 영토에서 행위(conduct)가 발생할 것을 요구하는데, 로마규정 제30조는
행위(conduct)를 결과(consequence) 및 상황(circumstance)과 함께 전체로서의 범죄(crime)를 구성하
는 일부 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로마규정 제12조 제2항 (a)를 제30조와 조화롭게 해석한다
면 그 의미는 결과나 상황을 제외한 범죄의 개별적인 행위(conduct)가 당사국의 영토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 된다.37)
그러나 이러한 협소한 해석은 ICC의 관할권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켜 이른바 잔혹범죄에 대한
국제적 처벌의 공백을 만들어낼 우려가 있다. 예를 들면, 로마규정 비당사국인 A국과 당사국인
B국이 무력충돌을 벌이는 상황을 가정할 때, A국의 군인들이 국경에 인접한 A국의 영역에서 B국에
위치한 민간인들에 대하여 무차별적 총격을 가하여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무고한 민간인들
을 다수 사망케 한 경우 위와 같은 협소한 시각에 의한다면 ICC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사태 회부가
없는 한, A국의 군인들에 대하여 전쟁범죄의 관할권을 가질 수 없게 된다. 방아쇠를 당기는 개별
행위들은 비당사국인 A국의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로마규정 제12조 제2항 (a)의 속지주의
연결고리가 인정될 수 없고, A국의 군인들은 비당사국 국적자일 것이므로 동 조항 (b)의 속인주의
연결고리도 충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도록 제12조 제2항 (a)를 해석하는
것은 잔혹범죄에 대한 불처벌의 종식이라는 로마규정의 목적과 조화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로마규정 제12조 제2항 (a)에 사용된 용어의 표면적 의미에 얽매이기보다는 로마규
정의 대상과 목적을 포함한 문맥에 기초하여 속지주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권 근거를 규정한 제12조에서 행위(conduct)라는 용어는 일반적인 속지주의 규정에서만 사용된 것이다.
35) Vagias, supra note 24, p. 95.
36) Ibid., p. 94.
37) November 2008 SWGCA Report, para. 28. “Furthermore, the drafters of article 12 intended for it to be consistent
with article 30, which referred to conduct, consequences and circumstances.” 그러나 이러한 의견의 출처가 어디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해당 보고서에서 찾을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의견은 그 이후의 특별실무그룹 보고서에서
더 이상 발견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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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이다. 로마규정 제12조 제2항 (a)의 속지주의 연결고리는 제13조 (a), (c)에 따른 당사국회부
또는 소추관 독자수사의 경우에만 요구되는바, 당사국회부를 규정한 제13조 (a)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범죄(crime)가 범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사태가 당사국에 의해 소추관에게 회부된 경우를,
소추관 독자수사를 규정한 제13조 (c)는 소추관이 범죄(crime)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 경우를 각각
규정한다. 결국 당사국회부 또는 소추관 독자수사에 있어서 속지주의 연결고리가 요구되는 경우란
개별적인 행위(conduct)가 발행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범죄(crime)가 범하여진
상황을 전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로마규정 제12조 제2항 (a)를 제13조 (a), (c)의 문맥에 비추어
해석한다면 당사국의 영토에서 발생해야 하는 것은 개별 행위(conduct)가 아니라 전체로서의 범죄
(crime)라고 이해할 수 있다.38) 그러므로 ICC는 로마규정 제12조 제2항 (a)에 따라 개별 범죄행위
(conduct)가 당사국의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죄를 구성하는 결과(consequence)
가 당사국의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속지주의에 근거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3) 속지주의 적용범위의 확대 경향
로마규정의 합목적적 해석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제법 원칙에 비추
어 보더라도 속지주의의 적용범위는 행위발생지에 국한되지 않으며 점점 확대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39) 즉 오늘날에는 자국 내에서 행위가 시작되었으나 그 결과가 타국에서 발생한 경우뿐
만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 즉 타국에서 행위가 시작되었으나 그 결과가 자국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영토국의 관할권 행사가 인정되고 있다.40) 학계에서는 전자를 주관적 속지주의(subjective
territoriality), 후자를 객관적 속지주의(objective territoriality)라 부르며 모두 속지주의의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린게르트(Ryngaert) 교수도 국제형법상 일반적으로 어느 국가가
속지주의에 근거하여 특정 범죄에 대해 정당하게 관할권을 행사하려면 그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인
범죄행위 또는 그 결과가 그 국가의 영토에서 발생하면 족하다고 설명한다.41) 따라서 다수 국가에
걸쳐 일어나는 월경범죄(越境犯罪, cross-border crime, transnational crime)에 있어서는 해당 범죄의
개별 행위들이 발생한 국가는 물론, 그 범죄를 구성하는 결과가 미치는 국가도 해당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42) 더 나아가 그는 월경범죄에 대한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의 국가실행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범죄의 불처벌 현상을 막기 위해
속지주의에 근거한 관할권 행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43) 구체적으로 개별 국가들의
38) Vagias, supra note 24, pp. 96-98.
39) Hein D. Wolswijk, “Locus Delicti and Criminal Jurisdiction”, Netherlands International Law Review, Vol.46(3), 1999,
p. 363.
40) 정인섭, 전게서, p. 216.
41) Ryngaert, supra note 17, p. 78. 이는 범죄의 전체 또는 그 일부분이라도 그 영토 내에서 발생한 국가는 그 범죄에
대한 속지주의 관할권을 가진다는 범죄의 관할권에 관한 조약 초안의 내용과도 부합한다. 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with respect to Crime,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9, Supplement: Research in
International Law, 1935, p. 439.
42) Ryngaert, supra note 17, p. 78. 같은 논지로 Vagias, supra note 24, p. 17.
43) Cedric Ryngaert, “Territorial Jurisdiction Over Cross-frontier Offences: Revisiting a Classic Problem of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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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원은 영토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으로 영토와 범죄 사이에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연결(real and substantial link) 내지는 합리적 연관(reasonable nexus) 등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44)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가 로터스호 사건(Lotus case)에서 내린 판결은 관할권 행사의 근거로서
의 속지주의 법리를 잘 보여주었다.45) 1926년 8월 2일 지중해 공해상에서 프랑스 선박 로터스(Lotus)
호와 터키 선박 보스코트(Boz-Kourt)호가 충돌하여 터키 선박이 침몰하고 터키인 8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로터스호가 터키항에 도착하자 터키 사법당국은 프랑스인 당직사관 Demons를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하여 기소하였고, 터키 법원은 그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프랑스는
터키의 재판관할권 행사에 이의를 제기하며 공해상에서의 프랑스인의 행위에 대해 터키가 형사관할
권을 행사하려면 국제법상 허용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터키는 특별히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국의 관할권 행사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재판소는 그와 같은 관할권
행사를 금지하는 국제법이 없으므로 터키의 재판관할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결하였다.46)
이 판결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우선 선박에 대한 피해를 그 선박 등록국의
피해와 동일시한 점이다. 재판소는 터키 선박이 입은 피해를 터키 영토의 피해와 같다고 보았다.
이러한 법리는 오늘날 널리 받아들여져 로마규정 제12조 제2항 (a)에도 반영되었다. 다음으로 프랑스
선박 내에서 기인한 행위로 인해 터키 선박이 피해를 입은 사안에 대하여 재판소는 양국 모두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터키의 재판관할권 행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점이다. 즉 이 사건에서 프랑스인 선원의 구체적 과실행위는 프랑스 선박 내, 즉 프랑스 영토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그 과실의 결과는 터키 선박, 즉 터키 영토에 대하여 발생하였고, 이 경우 터키가
객관적 속지주의에 근거하여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재판소의 결론이다.47)
결국 행위발생지 뿐만 아니라 결과발생지도 속지주의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결과발생지국이 객관적
속지주의에 근거하여 관할권을 행사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48) 이는 결과발생지에도 행위자가
존재한다는 일종의 법적 의제(constructive presence)를 한 것으로서49), 오늘날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법리를 속지주의의 당연한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다.50)

Criminal Law”, International Criminal Law Review, Vol.9(1), 2009, p. 208.
44) Vagias, supra note 24, p. 34.
45) 특별실무그룹 논의과정에서도 로마규정 제12조 제2항의 속지주의에 결과발생지가 포함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로터스 사건(Lotus case)이 원용되었다. November 2008 SWGCA Report, para. 28.
46) The Case of the S.S. “Lotus”, Publications of the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Series A No.10, September
7th 1927. (https://www.icj-cij.org/files/permanent-court-of-international
-justice/serie_A/A_10/30_Lotus_Arret.pdf, last visited Jan. 1, 2020).
47) 로터스 판결은 객관적 속지주의에 근거한 관할권 행사를 인정해 준 것으로 평가된다. Ryngaert, supra note 17,
p. 38; Vagias, supra note 24, p. 17.
48) 다만 이 판결 이후 공해상 선박충돌사건에 있어서 형사관할권을 어느 국가가 행사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하여 국제적 논란이 일었고,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제97조는 이 판결의 결과와는 반대로 공해상 선박충돌사건에
관한 형사관할권은 기국에 있다고 규정하였다.
49) Vagias, supra note 24, p. 14.
50) Vagias, supra note 24, p. 15. 한편 행위 자체가 영토 내에서 행하여지지 않더라도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효과이론(effects doctrine)이나 편재이론(ubiquity doctrine)도 같은 결론을 도출한다. 다만 논리구성에 있어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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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CC의 실무 적용례
ICC도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에 대한 예비조사보고서에서 속지주의 개념에 결과발생지가
포함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ICC는 2010년 당시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하여 전쟁범죄
혐의를 두고 예비조사를 하였는데, ICC가 전쟁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려면 로마규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속지주의 또는 속인주의 연결고리가 충족되어야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은 로마규정
비당사국인 북한 영토에서 북한 국적의 군인들이 로마규정 당사국인 한국 영토 연평도에 대해
포를 쏜 것이었다. 속인주의 연결고리는 충족되지 않는 것이 확실하고, 속지주의 연결고리를 행위발
생지에 한정한다면 포를 쏜 행위 자체는 북한의 영토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속지주의 연결고리도
충족되지 않는다. 그러나 ICC 소추관은 이 사건에서 속지주의 연결고리가 충족된다고 보았다.
로마규정 제12조 제2항 (a)의 속지주의는 행위발생지 뿐만 아니라 결과발생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포격도발의 결과 내지 피해가 발생한 장소는 로마규정 당사국인 한국의 영토이므로 속지주의 연결고
리가 충족되고, 결국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51) ICC는 동일한 논리를 천안함
폭침사건에도 적용하였다.52) ICC는 이 사건을 전쟁범죄의 관점에서 검토했지만, 침략범죄에서도
관할권 행사를 위한 속지주의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소결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자면, ICC는 로마규정 제12조 제2항 (a)에 따라 당사국이 속지주의에
근거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 그 관할권을 보충성의 조건하에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도 국가동의가 ICC 관할권 행사의 근거가 됨은 물론이다.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에
있어서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며, 침략범죄 개정문의 수락당사국이 ICC로 관할권을 위임하는
것을 막을 어떠한 법적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의 행위(conduct in question)라는 제12조
제2항 (a)의 문언상 표현에만 집착한다면 당사국의 영토에서 개별 범죄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ICC가 속지주의 연결고리에 근거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로마규정
의 대상과 목적을 비롯한 문맥을 고려하여 해석할 경우 당사국의 영토에서 개별 범죄행위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국의 영토에서 구성요건적 범죄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ICC는 객관적 속지주
의에 근거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이해된다.

이론은 세부적 차이를 보인다. 효과이론은 미국의 반독점법 분야에서 발전한 법리로서 외국에서의 행위라도 그것이
미국 내에서 직접적이고 실질적이며 예측가능한 효과(direct, substantial and foreseeable effect)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는 미국 법원의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본다. 편재이론은 범죄의 일부분이라도 행하여진 곳에서는 그 범죄의 전부가
범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Vagias, supra note 24, pp. 22-31.
51) ICC, Office of the Prosecutor,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5 Report, June 2014, paras. 38-39. 특히
ICC는 연평도에 대한 포격도발 행위가 연평도의 영토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the
conduct of firing shells onto Yeonpyeong Island is conduct occurring on the territory of a State Party.” 또한 포를
발사하는 행위와 포를 목표한 영역에 맞추는 행위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만약 이를 분리할 경우 하나의
행위를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5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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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의 일반적인 속지주의 규정을 이렇게 해석한다면, 침략범죄에 있어서 ICC의 관할권 행사의
근거인 속지주의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침략범죄 개정문 제15조의2 제5항은
명시적으로 범죄의 개별 행위(conduct)라는 표현 대신에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므로, 여기에는 침략범죄의 개별 행위뿐만 아니라 침략범죄의 구성요건적 결과, 즉 침략
행위의 결과 발생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53) 따라서 제15조의2 제5항의 “crime of aggression
committed on its territory”는 침략범죄의 개별적인 행위가 비당사국의 영토에서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침략범죄의 결과가 비당사국의 영토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2) 영토와 관련된 침략범죄의 특성
1) 지도자범죄성으로 인한 행위발생지와 결과발생지의 분리
침략범죄는 행위발생지와 결과발생지가 나누어지는 대표적인 범죄이다. 침략행위와 이를
전제로 하는 침략범죄가 일어나는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개별적 범죄구성요소들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우선 타국에 대한 무력행사를 준비하고,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행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준비를 기초로 하여 일국의 지도자가 타국에 공격을 명령하는 행위, 이러한 명령을
실행하는 차원에서 전투기를 출격시켜 타국의 군사기지를 타격하거나 타국의 영토에 포탄을 발사하
는 행위, 실제 포탄이 타국의 영토에 떨어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과정이 뒤따를 것이다.
이러한 개별적 범죄구성요소들 중 침략국의 지도자가 무력행사를 준비하고, 작전계획을 수립하며,
타국에 대해 공격을 명령하는 행위들은 통상 침략국의 영역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침략의
결과 내지 피해는 침략국이 아니라 피침국의 영역에서 발생하게 된다. 결국 침략범죄에서는 행위발
생지와 결과발생지가 달라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침략범죄는 대표적인 월경범죄
(cross-border crime)인 셈이다.
이처럼 침략범죄가 다른 범죄와 비교할 때 행위발생지와 결과발생지가 분리되는 현상이 두드러지
는 이유는 침략범죄의 주체가 국가지도자에 한정되는 점과 관련된다. 즉 침략범죄의 주체는 한
국가의 정치적․군사적 지도자에 한정되는바, 이러한 지도자는 행위 당시 침략국에 위치할 가능성이
다른 범죄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행위발생지와 결과발생지가 분리되는 현상이 부각되는 것이다.54)
이러한 침략범죄의 특성은 다른 핵심범죄들인 제노사이드,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와 상대적
차이를 보인다. 물론 전쟁범죄의 경우에도 행위발생지와 결과발생지가 달라질 수는 있다. 예를
들면, 국경지대에서 A국의 군인이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B국 소재 민간인을 A국의 영토에
서 사격하여 사살하였다면 행위발생지는 A국이지만, 결과발생지는 B국이 되어 양자가 분리될
수도 있다.55)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쟁범죄 등에서는 개별 행위자가 구체적인 행위를 하는 장소와
53) 침략범죄의 6가지 구성요건 중에는 “침략행위가 범하여질 것”이라는 결과불법이 포함되어 있다. Resolution RC/Res.6,
Annex II. Amendments to the Elements of Crimes 참조.
54) November 2008 SWGCA Report, para. 28.
55) 특별실무그룹 논의과정에서 일부 참가국들은 ICC가 관할하는 모든 범죄들의 경우에도 행위발생지와 결과발생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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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행위의 결과가 발생하는 장소는 어느 한 영역으로 한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2) 타국의 영토를 대상으로 하는 침략범죄의 본질
침략범죄의 경우에 행위발생지와 결과발생지가 나누어지는 것은 침략범죄의 본질에 비추
어 보더라도 당연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침략범죄는 본질적으로 타국의 영토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즉 침략행위의 본질은 그 대상이 다른 나라 즉 타국(他國, another State)이라는
점에 있으며, 침략행위는 타국의 주권, 영토,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무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전형적이고 기본적인 침략행위는 타국의 영토(territory)에 대한 공격이다. 타국의 영토
를 대상으로 삼는 군사행동이 전형적인 침략행위인 것이다.56) 심지어는 타국의 주권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행사도 따지고 보면 타국의 영토에 대한 공격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영토를 매개로 하지 않고 추상적 개념인 주권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해 무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3) 소결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자면, 지도자범죄성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범죄의 행위발생지와 결과발생지
가 분리되는 현상, 타국의 영토를 대상으로 하는 침략범죄의 본질에 비추어 침략범죄와 관련된
ICC의 관할권 행사 근거로서의 속지주의는 행위발생지와 결과발생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침략범죄에 관한 특별실무그룹 내에서도 지도자 범죄로서의 침략범죄
의 성질과 그에 따른 행위발생지와 결과발생지의 분리 문제 및 제12조 제2항 (a)에 규정된 속지주의
의 의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행위자가 일국에서 행위하고, 그 결과는 타국에서
발생할 경우 관할권 경합(concurrent jurisdiction)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57)
그리하여 특별실무그룹 참가자들은 비공식 문서(non-paper)를 통해 로마규정 제12조 제2항 (a)에서
의 행위(conduct)란 범죄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포함한다는 의견을 교류하였고, 회의
참가자들은 이러한 관념을 일반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러므로 로마규정 제15조의2 제5항의 “crime of aggression committed on its territory”라는 부분의
의미도 “비당사국의 영토에서 행하여진 침략범죄” 뿐만 아니라 “비당사국의 영토에서 결과가 발생
한 침략범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ICC의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에 관심을 가지는
상당수의 학자들도 비당사국의 영토에서 침략의 결과가 발생하는 상황이 침략범죄 개정문 제15조의
2 제5항의 규범 범위에 포섭되므로 이 경우 ICC는 침략국의 국적자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나누어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침략범죄에서만 결과발생지를 속지주의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이러한 예를 적시하였다. November 2008 SWGCA Report, para. 28.
56) Mcdougall, supra note 5, p. 86.
57) November 2008 SWGCA Report, paras.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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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이해한다. 캄팔라 재검토회의 의장이었던 베나베저는 침략범죄 개정문 제15조의2 제5항이
관할권의 전면적 면제를 의미한다고 평가하며,58) 크레스 교수도 이 조항이 비당사국에 의한 침략행
위와 비당사국에 대한 침략행위를 ICC의 관할권으로부터 배제한다고 해석한다.59) 침략범죄 논의에
깊이 관여하였던 바리가 또한 비당사국과 관련된 침략범죄는 비당사국이 침략국인 경우는 물론
피침국인 경우도 ICC의 관할권으로부터 배제된다고 설명한다.60) 맥두갈 교수도 침략범죄 개정문
제15조의2 제5항이 명백히 의도하는 바는 비당사국이 침략국인지 혹은 피침국인지를 불문하고
비당사국과 관련된 침략범죄를 모두 ICC의 관할권 행사대상으로부터 배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
다.61) 레이싱어 코라치니 교수도 일반적으로 침략범죄는 침략국의 영토와 피침국의 영토에서 동시에
발생하므로, 침략범죄 개정문 제15조의2 제5항의 “crime of aggression committed on the territory
of a non-State Party” 부분을 적용하게 되면 당사국이 비당사국의 영토에 대해(against) 범하는
침략범죄도 ICC의 관할권으로부터 배제된다고 설명한다.62)
한편 아칸데 교수도 당사국의 국민이 비당사국의 영토에 대해 침략범죄를 범한 경우 침략범죄
개정문 제15조의2 제5항이 적용되어 ICC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전제하의 설명을 하고
있다. 그는 동 조항이 비당사국과 관련된 침략범죄에 대하여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ICC의
관할권으로부터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침략을 당한 비당사국으로서는 로마규정 제12조 제3항의
임시 관할권 수락선언도 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즉 비당사국의 국민이 당사국의 영토에 대한
침략범죄를 범한 경우 당사국으로서는 ICC가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기 때문에, 만약 당사국의 국민이 비당사국의 영토에 대한 침략범죄를 범한 경우 비당사국에
ICC로 하여금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조치할 수단을 부여한다면 불합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63)
헬러 교수도 비당사국을 ICC의 침략범죄 관할권으로부터 완전히 배제한 제15조의2 제5항은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하면서, 문언의 통상적 의미 그대로 ICC는 비당사국이 범한(by) 침략범죄
또는 비당사국에 대한(against) 침략범죄를 관할권 행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한다.64)
밀라노비치 교수 또한 같은 취지의 설명을 한다.65)
우리 학계의 일반적인 설명도 마찬가지이다. 최태현 교수도 로마규정 비당사국이 침략을 당한

58) Wenaweser, “Reaching the Kampala Compromise on Aggression: The Chair's Perspective”, Leid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3(4), 2010. p. 887.
59) Blokker & Kress, “A Consensus Agreement on the Crime of Aggression: Impressions from Kampala”, Leid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3(4), 2010. p. 893.
60) Stefan Barriga & Leena Grover, “A Historic Breakthrough on the Crime of Aggression”,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05(3), 2011, p. 532.
61) Mcdougall, supra note 5, p. 256.
62) Astrid Reisinger Coracini,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Exercise of Jurisdiction over the Crime of Aggression-at
Last... In Reach... Over Some”, Goetting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 2010, p. 780.
63) Dapo Akande & Antonios Tzanakopoulos, “Treaty Law and ICC Jurisdiction over the Crime of Aggression”,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9, 2018, pp. 954-955.
64) Heller, “Aggression Amendment Presentation” in “My UN Presentation on the Aggression Amendments”, OpinioJuris,
2017. 5. 5., (http://opiniojuris.org, last visited Jan. 1, 2020).
65) Marko Milanovic, “Aggression and Legality: Custom in Kampala”,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0(1),
2012, p.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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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침략범죄 개정문 제15조의2 제5항에 따라 ICC는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66) 이진국 교수도 동 조항을 해석하기를, 국제형사재판소는 로마규정의 비당사국이 침략
국으로 된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국으로 된 경우에도 해당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67)
그렇다면 한국이 북한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로마규정 제15조의2 제5항에 규정된 “crime
of aggression committed on its territory”의 개념에 포함되는가? 앞서의 논증을 따른다면, 북한은
로마규정 비당사국이므로 어느 국가든지 북한에 대하여 유엔헌장의 명백한 위반에 이르는 수준의
침략행위를 감행하여 그 결과 내지 피해가 북한에 미친다면 이는 “비당사국의 영토에서 결과가
발생한 침략범죄”의 개념범주에 포함될 것이다. 침략행위의 주체는 어느 국가라도 상관없다. 로마규
정 비당사국이 북한을 침략하는 경우는 물론 로마규정 당사국 또는 침략범죄 개정문을 수락한
당사국이 북한에 대하여 침략행위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로마규정 당사국인 한국이
비당사국인 북한에 대해 침략행위를 감행할 경우, 설사 그것이 침략범죄 개정문을 비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침략범죄 개정문 제15조의2 제5항의 해석상 ICC는 한국 지도자에 대해 당사국
회부 또는 소추관 독자수사의 경로를 통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Ⅳ. 침략범죄 개정문 제15조의2 제5항 속지주의 부분의 번역 문제

그렇다면 로마규정 제15조의2 제5항의 “crime of aggression committed on its territory”를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는 물론 법리해석의 문제가 아닌 번역의 문제이다. 법리해석은 규범의
정확한 의미를 규명하는 작업인 반면, 번역은 규범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양자는 구별된다. 따라서 제15조의2 제5항의 “crime of aggression committed on its territory” 부분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의 문제는 위에서 이미 밝혀진 규범의 의미를 어떻게 하면 오해의 소지를
줄이며 정확하게 우리말로 옮기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위에서 논증한 것처럼 로마규정 제15조의2 제5항의 “crime of aggression committed on its territory”
부분은 비당사국의 영토에서 침략범죄의 구체적 행위들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비당사국의
영토에서 그러한 침략행위들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따라서 로마규정 제15조의2 제5항
은 “로마규정 비당사국에 대하여 ICC는 (i) 비당사국의 국민이 범한 침략범죄, (ii) 비당사국의

66) 최태현, “침략범죄에 대한 ICC관할권 행사개시 결정”, 국제법 현안 Brief 2018-제1호, 2018. 3. 30., p. 4.
67) 이진국, “국제형법상 침략범죄 구성요건의 신설과 전망”, 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1호, 2013, p.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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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에서 개별 행위가 범하여진 침략범죄, (iii) 비당사국의 영토에서 결과가 발생한 침략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규범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 중 속인주의를 나타낸 부분은
“비당사국의 국민이 범한 침략범죄”라고 단순명료하게 번역할 수 있다. 그런데 속지주의를 뜻하는
부분인 “비당사국의 영토에서 개별 행위가 행하여진 침략범죄, 비당사국의 영토에서 결과가 발생한
침략범죄”는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가?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저서에서는 이 부분을 “비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침략범죄”68),
“비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행해진 침략범죄”69), “그 영역 내에서 행해진 침략범죄”70), “비당사국의
영토에서 침략범죄가 범하여진 경우”71), “비당사국의 영토상에서 범한 침략범죄”72), “비당사국의
영토 위에서 발생한 침략범죄”73)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
물론 침략범죄의 지도자 범죄성과 그로 인해 행위발생지와 결과발생지가 분리되는 특성, 침략범죄
에 관한 특별실무그룹 논의내용,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의 로터스(Lotus)호 사건 판결, 속지주의
적용의 확대 경향 등을 모두 파악하고 이해한 상태에서는 이러한 번역들이 침략범죄의 개별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의 결과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지식 없이 위와 같은 번역문의 문언만을 토대로 로마규정 제15조의2 제5항을 해석한다면
침략범죄의 개별적 행위들, 즉 침략행위의 계획, 준비, 개시, 실행 등의 행위들이 비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만을 ICC의 관할권 행사로부터 배제하는 것으로 이해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러한 해석은 침략범죄의 결과 내지 피해가 발생한 영토를 근거로 한 관할권 행사 배제를 누락시키
는 것으로서 심각한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비당사국의 영토 내에서”라는 위와 같은 번역문을 토대로 “on its territory” 부분을
결과발생지를 누락한 채 행위발생지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로마규정 제15조의2 제5항에
의해 ICC의 관할권 행사가 배제되는 행위는 비당사국인 북한의 영토 내에서 침략행위를 계획하거나,
준비하거나, 개시하거나, 실행하는 것이 된다. 이를 반대해석하면, 비당사국의 영토 밖에서 비당사국
의 영토에 대하여 침략행위를 계획하거나 준비, 개시, 실행하는 것은 로마규정 제15조의2 제5항에
포섭되지 않아 ICC의 관할권 행사가 배제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즉 한국에
위치한 군사기지에서 대북작전을 계획하거나 준비하는 것은 ICC의 관할권 행사가 배제되지 않는다
고 해석될 여지가 생기며, 또한 한국에 위치한 군사기지에서 북한의 특정 항구에 대해 영해 밖에서
해상을 봉쇄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한 경우에도 “비당사국의 영토 내에서”의 의미에 포섭되지
않게 된다. 이러한 해석이 불합리한 것임은 물론이다.
68) 최태현, “ICC규정 침략범죄관련 조항의 채택과 함의”, p. 127; 최태현, “한국에 있어서 ICC규정 침략범죄 조항의
국내적 이행”, p. 81.
69) 이진국, “국제형법상 침략범죄 구성요건의 신설과 전망”, p. 351.
70) 김자회, 장신,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대상 범죄로서의 침략범죄 - 개정조문을 중심으로”,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3호,
2016, p. 528.
71) 김영석, 국제형사재판소법강의』, 개정판, 법문사, 2014, p. 255.
72) 김대순, 국제법론, 제18판, 삼영사, 2015, p. 1778.
73) 이혜영,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대상 범죄로서 침략범죄의 준국가 무력충돌에의 적용 가능성”, 국제법평론, 제44호,
2016, p.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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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ICC의 관할권 행사의 근거가 되는 속지주의 연결고리는 로마규정 제12조 제2항 (a)에 규정된
일반적인 내용이며, 해당 조항은 “당해 행위가 발생한 영역국”으로 공식적으로 번역되기 때문에74)
이를 침략범죄의 경우에만 바꾸어 번역할 수는 없고 다른 ICC 관할대상범죄에서와 마찬가지로
행위발생지 중심의 번역인 “비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침략범죄”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는 주장도 있다.75) 사실 이러한 취지의 의견은 특별실무그룹 논의과정 중에도 제시되었다.
침략범죄에서는 행위발생지와 결과발생지가 나누어져 관할권 경합(concurrent jurisdiction)이 발생
한다는 점에 대하여 논의 참가자들은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침략범죄에 대하여만 별도의 속지주의
규정을 두어 이 점을 명백히 하는 것에 대하여는 찬반양론이 대립하였다. 반대의견은 전쟁범죄
등 다른 ICC 관할범죄에 있어서도 약간이나마 관할권 경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침략범
죄에 대하여만 특별한 속지주의 규정을 두게 되면 전쟁범죄 등 다른 범죄에 있어서는 마치 관할권
경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76) 그리하여 결국 침략범
죄에 대하여만 별도의 속지주의 규정을 두는 방안은 채택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침략범죄는 그 지도자 범죄의 성격으로 인해 행위발생지와 결과발생지가 구분되는 특성이
다른 범죄에 비해 두드러진다. 또한 침략범죄의 불법은 침략행위의 결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별다른 설명 없이 행위발생지 중심의 기존 속지주의 번역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오해와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관할권 경합이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하고, 침략행위의
결과 발생 측면을 부각하여 침략범죄에 적용되는 속지주의를 번역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77)
그렇다면 어떤 번역이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가? 물론 “crime of aggression committed
on its territory”를 “비당사국의 영토에서 행위가 행하여지거나 결과가 발생한 침략범죄”라고 풀어서
번역하는 방법도 가능하겠지만, “비당사국의 영토에 대해 범하여진 침략범죄”라고 단순명료하게
표현하는 것이 직관적으로 침략범죄의 특성과 속지주의 관할권의 의미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행위발생의 속지주의를 의미하는 “비당사국의 영토에서 범하여진 침략범죄”라는 부분은
이미 제15조의2 제5항에서 속인주의를 표현한 부분인 “비당사국의 국민이 범한 침략범죄”와 적용면
74)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등재된 로마규정의 번역에 의하면, 제12조 제2항 (a)의
속지주의는 “당해 행위가 발생한 영역국”으로 되어 있다.
75) 2018년 당시 침략범죄 개정문의 의미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은 침략범죄 개정문 제15조의2
제5항의 “crime of aggression committed on its territory”를 비당사국의 영토에 대한 침략범죄로 번역하는 것은 부적절
하고, 전쟁범죄 등 다른 핵심범죄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비당사국의 영토에서의 침략범죄”로 번역하여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번역에 기초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속지주의를 행위발생지에 한정하는 논리가
전개된 것임은 물론이다.
76) November 2008 SWGCA Report, para. 28.
77) 영문 표현 “on its territory”에서의 전치사 “on”은 행위발생지 뿐만 아니라 결과발생지의 의미도 가지므로 이를
굳이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쓸 필요성은 우리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특별실무그룹 논의과정에서도 침략범죄에
서의 속지주의가 결과발생지를 포섭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특별 규정 내지 용어(specific provision, clarifying
language)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도 논의되었으나, 속지주의 관할권에 결과발생지도 포함된다는 점이 오늘날 보편
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별도의 용어를 추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November
2008 SWGCA Report, para. 29; February 2009 SWGCA Report, paras.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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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첩될 것이므로 독자적 가치를 부여할 필요성이 적어 보인다. “비당사국의 영토에서 범하여진
침략범죄”란 비당사국 영토에서 침략행위를 계획, 준비, 개시, 실행하는 행위들을 의미할 것이다.
그런데 지도자 범죄로서의 침략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 행위들의 주체는 비당사국의 국적자
신분을 가진 지도자에 한정될 것이다. 물론 비당사국의 지도자가 그 비당사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속인주의를 표현한 “비당사국의 국민이 범한 침략범죄”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아 속지주의를 표현한 “비당사국의 영토에서 범하여진 침략범죄”가 독자적 의미를 지닐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정치적․군사적 지도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자국 국적을
요구할 것이므로78) “비당사국의 영토에서 범하여진 침략범죄”는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없고,
“비당사국의 국민이 범한 침략범죄”의 개념에 흡수될 것이다. 결국 로마규정 제15조의2 제5항에서
행위발생의 속지주의를 의미하는 “비당사국의 영토에서 범하여진 침략범죄”는 같은 조항에서의
“비당사국의 국민이 범한 침략범죄” 때문에 독자적 가치를 부여하기 어렵다.
“비당사국의 영토에서 범하여진 침략범죄”가 ICC의 관할권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점을 고의적
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이 의미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A국과 B국은 침략범죄 개정문을 수락한 당사국이며, C국은 로마규정 비당사국일 때, A국의
지도자들이 B국을 침략하고서도 ICC의 관할권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의도를 가지고 C국의 영토로
이동하여 침략행위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구체적 행위들을 수행한 후 C국에서 원격으로 A국의
병력들을 지휘․통제하여 B국을 침략하도록 하였을 경우 A국의 지도자들은 로마규정 제15조의2
제5항에 따라 ICC의 관할권 행사로부터 벗어나게 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군사작전 준비나 실행을 ICC의 관할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비당사국의 영토로
이동하여 수행하려는 국가원수나 군 지휘관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현행 제도상 사전성의
요건만 충족하면 A국은 관할권 배제선언이라는 간단한 방법으로 자국 국민을 ICC의 관할권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러한 번거롭고 위험스러운 행위를 감행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행위발생의 속지주의를 의미하는 “비당사국의 영토에서 범하여진 침략범죄”라는 부분이 독자적
가치가 없다면, 결국 제15조의2 제5항에서 남는 것은 결과발생의 속지주의를 표현한 “비당사국의
영토에서 결과가 발생한 침략범죄” 부분이다. 이는 곧 비당사국이 피침국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비당사국이 침략을 당한 경우를 표현하기 위해 “비당사국의 영토에 대해 범하여
진 침략범죄”라고 환언하여 번역함이 적절해 보인다.79)
이러한 번역은 로마규정 제15조의2 제5항에서의 “on its territory” 부분에서 사용된 전치사 “on”이

78) 한국 헌법 제67조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만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요건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일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 국적을 가져야 한다. 또한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거나 또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장교로 임용될 수 없다.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일국의 국가원수나 고위 군 지휘관이 외국 국적을 가지는 경우는 상상하기 힘들다.
79) 정인섭, 전게서, p. 995에서도 이 부분을 “비당사국의 영토에 대해 범해진 침략범죄”라고 번역하여 해설하고 있다.
최태현 교수도 2016년 이후 각종 비공개세미나에서 이 부분을 “비당사국의 영토에 대한 침략범죄”로 번역한 논문을
발표하여 이전 논문에서의 번역 표현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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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의 대상을 나타내는 “~에 대한”으로 해석되고 번역될 수 있다는 점에도 부합한다. 물론 여기서
사용된 전치사 “on”이 행위발생지를 뜻하는 “~에서”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
듯이, 침략범죄는 행위발생지와 결과발생지가 분리되는 특성을 가진다. 또한 침략범죄에서의 핵심
불법은 타국의 영토를 침략한다는 결과적 측면에 있다. 따라서 피침국인 타국의 영토는 침략의
대상을 의미하게 되므로 여기에 전치사 “on”이 쓰였다면 이는 침략의 대상을 의미하는 “~에 대한
(against)”으로 이해하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80) 외국 학자들이 발표한 논문에서도 로마규정
제15조의2 제5항의 “on its territory”에서의 “on”을 침략의 대상을 뜻하는 “against”와 등치시키는
표현이 자주 발견된다. 캄팔라 재검토회의에 참가한 크레스 교수는 로마규정 제15조의2 제5항을
설명하면서 “on its territory”에서의 “on”의 의미를 “~에 대한(against)”으로 이해하여 표현하고 있
다.81) 헬러 교수와 레이싱어 코라치니 교수의 글에서도 같은 표현들이 발견된다.82)
결국 제15조의2 제5항에서 독자적 가치를 가지는 부분은 “비당사국의 영토에서 결과가 발생한
침략범죄”이며, 이는 비당사국이 피침국인 상황을 의미하므로 “비당사국의 영토에 대해 범하여진
침략범죄”로 환언하여 단순명료하게 번역하는 것이 그 의미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면서도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번역이라고 본다.

Ⅴ. 결론

침략을 불법화하고 침략자를 처벌하는 규범체계는 한국과 한국인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실 침략과 전쟁의 경험은 한국인에게 낯설지 않다. 멀게는 임진왜란, 병자호란부터 가깝게는
일제와 북한의 침략까지 전쟁의 고통은 한국인의 의식세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6ㆍ25 전쟁으로 시작된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를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반도는 한국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다시 전쟁의 화마에 휩싸일 수도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침략범죄에 대한 ICC의 관할권 행사 개시가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분석해 보는 것은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80) 옥스퍼드 영어사전에는 “on”의 다양한 의미 중 하나로 “Having (the thing mentioned) as a target, aim, or focus”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말은 “~에 대한”으로 보인다.
81) Blokker & Kress, supra note 59, p. 893. 해당부분을 직접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This is so, first, because the ICC
will be precluded from exercising jurisdiction over the crime of aggression with respect to acts of aggression by
and against non-state parties,….”
82) Heller, “Aggression Amendment Presentation” in “My UN Presentation on the Aggression Amendments”, OpinioJuris,
2017. 5. 5., (http://opiniojuris.org, last visited Jan. 1, 2020); Reisinger Coracini, supra note 62, p.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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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상호간의 무력행사와 관련하여 가장 큰 의미를 지닌 조항은 침략범죄 개정문 제15조의2
제5항이다. 동 조항은 로마규정의 비당사국 국민이 침략범죄를 범하거나, 비당사국의 영토에 대하여
침략범죄가 범하여진 경우에는 해당 침략범죄에 대하여 ICC관할권 행사를 배제하고 있는바, 현재
북한은 로마규정의 비당사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 조항에 따르면 북한의 국적을
가진 북한의 지도자가 한국의 영토에 대하여 침략범죄를 범한 경우 ICC가 당사국회부 또는 소추관
독자수사의 경로를 통해 북한의 지도자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침략범죄 개정문 제15조의2 제5항에서 속지주의에 따른 관할권 행사 배제를 규정한 “crime
of aggression committed on its territory”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번역할 것인지에 있다. ICC의
관할권 행사의 기초로서의 속지주의를 행위발생지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침략범죄의
지도자 범죄성과 그로 인해 행위발생지와 결과발생지가 분리되는 특성, 영토를 대상으로 하는
침략범죄의 본질, 침략범죄에 관한 특별실무그룹 논의내용,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의 로터스
(Lotus)호 사건 판결, 속지주의 적용의 확대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위 규범의 정확한 의미는 (i)
비당사국의 영토에서 개별 행위가 범하여진 침략범죄뿐만 아니라, (ii) 비당사국의 영토에서 결과가
발생한 침략범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북한이 현재와 같이 비당사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면, 한국의 지도자가 북한에 대하여 군사조치를 감행하는 것은 제15조의2
제5항에 포섭되며, ICC는 당사국회부 또는 소추관 독자수사의 경로를 통해서는 한국의 지도자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려면 제15조의2 제5항의 “crime of aggression committed on its
territory”는 “비당사국의 영토에 대해 범하여진 침략범죄”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기존 학계의
행위발생지 중심의 번역에 따라 제15조의2 제5항을 해석한다면 침략범죄의 개별적 행위들, 즉
침략행위의 계획, 준비, 개시, 실행 등의 행위들이 비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만을
ICC의 관할권 행사 대상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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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근대 국제법이 탄생 내지 전파되기 이전 시기의 비유럽지역 원주민 부족이 국제법상 영토권원을
보유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1928년에 나온 팔마스 중재판정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반면,1)

이 논문은 발표자의 박사학위논문『영토분쟁재판에 있어서 역사적 권원의 인정가능성확대』(서울대학교, 2020. 2.)
중 국제법주체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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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나온 페드라브랑카 판결은 영토분쟁판례 중 처음으로 원주민 부족국가인 조호르왕국의
시원적 권원을 인정하였다.2) 이러한 차이는 일차적으로 팔마스 섬의 원주민 부족과 조호르왕국
원주민 부족의 특수성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들
판결의 결론이 다른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두 판례가 토대로 삼고 있는 국제법 법리에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팔마스 중재판정이 나온 이후부터 페드라브랑카 판결이 나오기까지 80년이
라는 기간 동안 국제법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영토주권에 관한 법리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 시제법, 권원과 실효성의 상관관계, 무주지개념, 결정적 기일, 증거법, 상대적 권원 비교
방식, 증거법 등 여러 국면에서 변화가 식별되고 이것이 위 판례들의 결론 차이에 영향을 미쳤지만3)
이 글에서는 그중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국제법주체성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고자 한다.
원주민 부족의 국제법주체성 문제는 최종적으로는 해당 원주민 부족의 조직, 규모, 영향력 등
특성과 시대적, 지역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문제이다. 그러나 법리적
차원에서 원주민 부족의 국제법주체성이 원천적으로 부정되어버리면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판단할 것도 없이 국제법주체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팔마스 중재판정이 원주민
왕들이나 부족장이 국제사회의 회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전제한 것이다.4) 반면 페드라브랑카
판결은 동남아시아 원주민들이 세운 조호르왕국이, 주권국가 중심의 근대 국제법 체제를 수립한
웨스트팔리아조약이 체결된 1648년보다 훨씬 이른, 1512년경 주권국가로 탄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
였다.5) 한편 이 두 판결이 나온 시점 사이인 1975년에 나온 국제사법재판소의 서부사하라 권고적
의견은 식민지시대인 19세기의 국가실행은 사회적, 정치적 조직을 가진 부족이 정주하는 영토는
무주지가 아니며, 유럽 열강이 원주민 부족과 체결한 합의가 영토권원의 파생적 근원이라고 함으로써6)
비유럽지역 원주민 부족의 국제법주체성을 전면 부정한다고 보기 어려운 입장을 표명하였다.
본 연구는 이들 판례들과 그 이론적 배경을 분석함으로써 그동안 국제법이 비유럽지역 원주민
부족의 국제법주체성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긍정하는 입장으로 변화해왔다는 점을 논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한 입장 변경의 계기는 탈식민지화라고 본다. 이에 이 글은 탈식민지화 이전의
식민지시대, 탈식민지화가 진행되던 시기, 탈식민지화가 완성된 이후의 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에
있어서 원주민 부족의 국제법주체성에 대한 영토분쟁판례와 국제법의 입장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

1) 대신 스페인이 발견을 통해 시원적 권원을 취득했다고 보았다. Island of Palmas (Netherlands v. US), 2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이하 “팔마스 중재판정”이라 한다), pp. 837, 844, 845, 858.
2)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 (Malaysia /Singapore), Judgment, ICJ
Reports 2008(이하 “페드라브랑카 판결”이라 한다), p. 33, paras. 52-55.
3) 이러한 변화들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은 정재민, “영토분쟁재판에 있어서 역사적 권원의 인정가능성 확대”, 박사학위논
문, 서울대학교 (2020) 참조.
4) 팔마스 중재판정, p. 858.
5) 페드라브랑카 판결, p. 33, para. 52.
6) Western Sahara,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75(이하 “서부사하라 권고적 의견”이라 한다), p. 39, para. 80;
p. 45, para.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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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식민지시대 : 원주민 부족의 국제법주체성 불인정

1. 근대 국제법 탄생 이전 유럽지역의 영토관계
팔마스 중재판정이 제시한 시제법에 따르면 법적 사실은 분쟁발생시점이나 분쟁해결시점의 법이
아니라 그 사실이 존재하던 당시의 법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7) 그렇다면 1648년 웨스트팔리아조약
체결로 근대 국제법 체제가 출범하기 이전 유럽지역의 영토관계는 어떠한 법에 의해 규율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부그린란드 판결은 10세기경에는 영토주권에 관한 근대적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시한 바 있다.8) 그로부터 15세기까지는 공법상 영토에 관한 법체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정복은 전쟁법의 일부로, 할양은 조약법의 일부로 다루어졌다.9) 영토는 군주의 개인 재산이
라는 인식 아래 그 취득과 상실은 왕조의 혼인, 상속에 따라 이루어졌다.10) 따라서 이 시대의 영토취
득의 문제는 왕조적, 봉건적 시원을 밝히는 문제가 되었고 그러한 영토변동에 사법(私法)을 유추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11) 여기서 말하는 사법은 주로 로마법과 영미관습법이다.12)
중세 유럽의 영토권원을 다룬 판결이 바로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망끼에르 에끄레오 판결이다.
이 사건에서 영국은 망끼에르 에끄레오 섬에 대하여 1066년 이래 시원적 권원을 보유해왔다고
주장한 반면, 프랑스는 당시 영국을 점령한 노르망디 공작 William이 프랑스 왕의 봉신(封臣)이었으
므로 프랑스가 시원적 권원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13) 이에 대하여 망끼에르 에끄레오 판결은

7) “연속하는 각 시기에 어떤 법체계가 적용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른바 시제법)에 있어서 권리의 생성과 권리의
존속은 구별되어야 한다. 권리를 생성하는 행위는 그 권리의 생성 당시에 유효한 법에 따라야 한다.” 팔마스 중재판정,
p. 845.
8) “Eric the Red가 그린란드에 세운 Nordic 식민지가 존재할 당시인 10세기에는 영토주권에 관한 근대적 개념이 존재하
지 않았다. 당시 거주민들이나 부족장들은 어떤 영토가 자기에게 속하고 어떤 영토가 자기에게 속하지 않는지를
정밀하게 구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Denmark v. Norway) 1933 PCIJ Series
A/B, No. 53(이하 “동부그린란드 판결”이라 한다), p. 46.
9) D. Greig, “Sovereignty, Territory and the International Lawyer”s Dilemma”, 26 Osgoode Hall Law Journal (1988), p. 140.
10) Verzijl, J., International Law in Historical Perspective, Part III State Territory (A. W. Sijthoff, 1970), p. 1.
11) M. Shaw, Title to Territory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2005), p. xiv; S. Sharma, Territorial Acquisition, Disputes
and International Law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7), pp. 37-38; H. Lauterpacht, Private Law Sources and
Analogies of International Law (Longmans, Green and Co, 1927), pp. 8, 91; L. Oppenheim, International Law A
Treatise edited by H. Lauterpacht, 8th Edition (Longmans, Green and Co, 1955), pp. 25-26, 545-546.
12) 로마법은 소유와 점유를 엄격하게 구별하였기 때문에 법정에서 원고가 정당한 점유권을 주장하면 피고가 소유권을
주장해도 원고를 이길 수 없었다. 반면 영미관습법에서는 소유와 점유가 구분되지 않고 완전한 점유부터 완전한
소유까지 다양한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W. Buckland and A. McNair, Roman Law and Common Law A Comparison
in Outli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p. 62-67. 영토권원의 취득과 상실의 방식이나 권원 성립에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로마법에서 유래한 반면, 권원의 생성과 존속에 실효적 점유를 요구하는 것은
대지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점유를 중시하던 영미관습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R. Jennings, The Acquisition of
Territory in International Law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63), pp. 3-4.
13) Memorial submitted by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3 March
1952, pp. 103-104; Minquiers and Ecrehos (France/United Kingdom), ICJ Reports 1953(이하 “망끼에르 에끄레오
판결”이라 한다),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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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적 중세의 권원”은 시제법에 따라 다른 유효한 권원으로 치환되지 않으면 오늘날 아무런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14) 이 판시는 근대 국제법 형성 이전의 중세의 권원에
대하여 그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대신 일정한 기간 안에 실효적 점유를 갖춤으로써 완성될
수 있는 팔마스 중재판정의 미성숙 권원과15) 유사하게 취급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 유럽 국가의 무주지 선점에 기한 비유럽지역 영토 취득
15세기 중엽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필두로 시작된 지리상의 발견은 이른바 대발견시대를 열었고16)
이로 인하여 영토에 관한 국제법의 발전도 본격화되었다.17) 대발견시대의 선두주자였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은 교황의 교서들로 활동의 근거를 삼았으나18) 이후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 대발견시대
의 후발주자들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게 반기를 들면서 영토취득을 위하여서는 실제적 점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19) 이에 따라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영토권원을 취득하기 위하여서는 실제
적 점유가 필요하다는 원칙이 확립되었고 실제적 점유가 동반되지 않은 발견은 미성숙 권원으로
여겨졌다.20)
유럽 열강들의 신대륙 영토 취득을 학자들은 선점 법리로 설명하였다.21) 선점은 국가가 영토
취득의 의사로 무주지를 실효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완성되는 권원이다.22) 선점의 요건 중에서 실효성
요건은 유럽 열강들 사이에서 영토 배분의 기준을 제공하였고 무주지 요건은 유럽 열강이 원주민들
14) 망끼에르 에끄레오 판결, p. 56. 이 판결은 오래 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의 진상이 무엇인지는 불확실하고 논란이
있으며, 역사적 사실을 밝혀내더라도 그 과거의 시점과 현재 시점 사이에 많은 세월이 흐른 경우에는 그 사이 추가적
사정변경이 적지 않으므로 과거의 사실을 근거로 오늘날에 그 법적 효력을 되살리는 것은 합리적 범위를 과도하게
벗어난다고 보았다. 그 결과 간접적 추론보다는 분쟁 대상 섬들의 점유와 직접 관련되는 증거를 토대로 판결하였다.
Ibid., pp. 56-57.
15) 팔마스 중재판정, pp. 846, 870.
16) Antonio Truyol y Serra, “The Discovery of the New World and International Law”, Toledo Law Review (vol. 1971
Fall-Winter), pp. 305-306.
17) M. Shaw, supra note 11, p. xiv. 상속, 정복, 할양과 같은 기존 법리로는 신대륙의 영토취득 문제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법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A. Munkman, “Adjudication and Adjustment-International
Judicial Decision and the Settlement of Territorial and Boundary Disputes”, 46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1975), p. 20.
18) D. Greig, supra note 9, p. 140. 중세유럽사회에는 신법, 인간법, 자연법의 세 가지 법체계가 존재하였는데 15세기
학자들은 이중 신법이 최고 권위를 가지며 이를 교황이 구현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A. Anghie, “Francisco de Vitoria
and the Colonial Origins of International Law”, 5 Social & Legal Studies (1996), p. 323; F. von der Heydte, “Discovery,
Symbolic Annexation and Virtual Effectiveness in International Law”, 29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35), p. 448. 그러나 당시 교황은 상징적으로 최고의 지위에 있었을 뿐 유럽의 영토를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하였으며 교황의 교서에 기한 신대륙에 대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독점권은 현실 세계에서
실현되지 못하였다. 許淑娟, ｢領域權原論:領域領域支配の実効性と正当性｣(東京大學出版会, 2012), p. 51.
19) F. von der Heydte, supra note 18, pp. 457-458;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제10판 (박영사, 2020), 539면.
20) D. Greig, supra note 9, p. 145; F. von der Heydte, supra note 18, p. 452; J. Crawford, Brownlie’s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8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 223; 팔마스 중재판정, pp. 829, 845, 846.
21) 정인섭, 앞의 주 19, 539-540면.
22) 선점은 무주물 선점에 관한 로마법의 occupatio라는 제도에서 유래되었다. S. Sharma, supra note 11, p. 61; R.
Jennings, supra note 12, p. 20.

156

●●● 제 2 부

영토분쟁재판에 있어서 비유럽지역 원주민 부족의 국제법주체성에 대한 인정가능성 확대 | 정재민 ●

의 영토를 차지하는 것을 정당화는 논리를 제공하였다.23) 선점은 무주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유럽 열강이 선점을 통해서 취득한 권원은 시원적 권원으로 분류되었다.24) 그러므로 이러한 시원적
권원은 비유럽지역 원주민 부족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영토권원과 양립이 불가능한 관계에 있다.
당시 식민지지역을 무주지로 간주하는 논리의 바탕에는 식민지지역 원주민 부족의 국제법주체성
을 부정하는 사고방식이 전제되어 있었다. 제3세계 국제법학의 선구자로 평가되는 Bedjaoui도 서부
사하라 권고적 의견의 대리인으로서 “로마제국 시대에는 비로마인이 사는 땅이 무주지였고, 15-16세
기에는 비기독교 국가가 무주지였으며, 19세기에는 비문명국가가 무주지였다.”라고 말한 바 있다.25)
실제로 기독교가 지배하던 중세 시대에는 유럽의 통치자들이 교황의 승인을 얻어서 이교도의 영토에
적법하게 침입할 수 있다고 보았다.26) 16-17세기에 와서는 Vitoria나 Grotius와 같은 국제법 초기의
학자들이 신법 대신 자연법을 근거로 유럽 열강의 신대륙 영토취득을 정당화하기 시작하였다.27)
19세기 후반은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화가 절정에 이르고 유럽 중심적 사고가 강해져서 비유럽지
역 원주민 부족들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28) 원주민들은 영토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을 뿐 그 영토에 대한 주권적 권리나 영토권원을 보유하지 못한다는 것이 19세기
유럽 학자들의 주류적 입장이었다.29) 무주지 개념도 19세기 학자들의 발명품이다.30) 식민지를 무주
지로 보는 대표적 근거가 문명화였다.31) Lawrence, Westlake, Lindley, Phillimore, Oppenheim 같은
학자들은 문명화되지 않은 사회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없고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영토는
무주지로서 선점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32) 유럽인들과 비유럽인들을 구분하여 전자만 주권국가를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정인섭, 앞의 주 19, 539-540면.
L. Oppenheim, supra note 11, p. 546.
許淑娟, supra note 18, p. 88.
A. Anghie, supra note 18, p. 323. 8세기부터 15세기까지 780년에 걸쳐 이슬람 세력에게 빼앗긴 이베리아 반도에
대한 재정복이 이루어질 때에도 이러한 논리가 기본 토대가 되었다. Antonio Truyol y Serra, supra note 16, p. 305.
Gentili와 같은 학자들은 왕을 거역하고 식인과 해적 행위를 일삼는 신대륙 원주민들은 인류의 관습법을 위반하는
죄인이자 인류 공통의 적이므로 이들을 상대로 인류가 전쟁을 벌이는 것은 자연법의 요청이라고 보았다. 許淑娟,
supra note 18, p. 49; Vitoria는 인도인들도 이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보편적 자연법 체계인 만민법(jus gentium)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주권의 핵심인 정당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권리는 기독교인들에게만 인정된다는 이유로
인도인들에게 주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A. Anghie, supra note 18, pp. 325-326, 329-330. Grotius는 모든
사물이 당초 모든 사람들의 공유 상태인 이른바 시원적 공유상태에 있는데 자연법은 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토지에 대한 권리는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3자가 취득해야 한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許淑娟, supra note 18, pp. 53-54.
당시 유럽사회는 서유럽 외에는 북남미 대륙의 식민지들과 중국, 일본, 페르시아, 에티오피아, 시암, 오토만제국
정도만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취급하였다고 한다. J. Andrews, “The Concept of Statehood and The Acquisition
of Territory in The Nineteenth Century”, 94 The Law Quarterly Review (1978), p. 416.
S. Sharma, supra note 11, p. 61.
D. O'connell, International Law 2nd(Stevens and Sons, 1970), pp. 469-470.
오늘날 국제법 체계에서 “문명” 개념은 사문화된 상태이지만 현존하는 국제법 규정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 제1항 c는 “문명국에 의하여 승인된 법의 일반원칙”이라는 문구를 담고 있다.
이 문구는 상설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문구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오시진, “국제법상 문명론의 현대적 함의
: 카메룬-나이지리아 간 영토분쟁 사건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60권 제2호(2015), p. 131.
J. Andrews, supra note 28, p. 415. Westlake는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에서는 외국인이나 동물을 보호하는 법과
같이 사회의 비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을 마련하기도 하지만 국제사회와 같이 약하고 중앙집권적 권력이 없는
사회에서는 비문명화된 신대륙 원주민들까지 회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J. Westlake, Chapters
on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Warehouse, 1894), p. 136. Oppenheim은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땅이 아니라도 국가로 간주되지 않는 원주민 공동체가 정주하는 영토는 선점의 대상이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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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할 수 있다고 보는 국제법의 입장은 제2차 세계대전까지도 지속되었다.33)

3. 원주민 부족과의 합의를 둘러싼 원주민 부족의 국제법주체성 문제
유럽 열강이 선점을 통하여 식민지 영토를 취득한 경우가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34) 실제로는
유럽 열강이 식민지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원주민 부족들과 조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35) 판례도 이를 인정한다.36) 당시 식민지관계는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여서 식민지지
역 원주민들이 영토주권을 유럽 국가에게 이전한 경우도 있었지만 자신들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37) 이와 같이 이론과 실제에 괴리가 생긴 것은 유럽 국가가 원주민 부족과 체결한
영토주권에 관한 합의의 효력을 국제법 체계상 유효하다고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었
다.38) 이러한 합의를 유효하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첫째, 해당 원주민 부족이 영토권원을 보유하고
보았다. L. Oppenheim, supra note 11, p. 555.
33) R. Jackson, Quasi-States: Sovereignty,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Third Wor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 16.
34) 영국이 호주를 취득할 당시 호주는 정치적 조직을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무주지였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뉴질랜드 남섬의 경우도 사람이 살지 않고 지역 통치자의 지배 아래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를 무주지로 보고 영국이 발견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반하여 당시 뉴질랜드 북섬에는 마오리족들이 1840년
영국 왕에게 모든 권리와 주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Waitangi 할양조약을 체결할 정도의 정치적 조직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무주지가 아니었다고 평가된다. S. Sharma, supra note 11, pp. 61-62; D. Greig, supra note 9, pp. 150-151.
35) 許淑娟, supra note 18, pp. 96-97. M. Smith, “Sovereignty Over Unoccupied Territories-The Western Sahara Decision”,
9 Case Western Reserv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77), p. 142; M. Koskenniemi, The Gentle Civilizer of Nations:
The Rise and Fall of International Law 1870-1960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pp. 136-137; M. Kohen,
“Original Title in the Light of the ICJ Judgment of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 15 Journal of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2013), p. 167.
36) 팔마스 중재판정은 대발견시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식민지 영토는, 특히 동인도지역에 있어서, 원주민 국가와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되곤 하였다고 판시하였다. 팔마스 중재판정, pp. 858-859. 서부사하라 권고적 의견은 식민지에
대한 영토주권 취득이 일반적으로 일방적인 무주지 선점이 아니라 지역통치자들과의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서부사하라 권고적 의견, p. 39, para. 80.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사이의 바카시반도 판결은 베를린회의 시대에
유럽 열강들이 지역통치자들과 많은 조약들을 체결하였고 영국의 경우만 해도 니제르 삼각주의 부족장들과 350여
개의 조약들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Cameroon v. Nigeria : Equatorial Guinea intervening), ICJ Reports 2002(이하 “바카시반도 판결”이라 한다), p.
404, para. 203.
37) Anghie는 19세기 후반의 유럽 국가들과 비유럽 민족들 사이의 법적 관계를 네 가지 경우로 구분하였다. 첫째, 비유럽
민족이 유럽 국가에게 완전한 주권을 이양하는 등의 내용의 조약을 체결한 경우, 둘째, 유럽 국가들이 비유럽 민족을
조약 체결이 아닌 정복, 첨부 등의 방법으로 식민지화하여 복종시키는 경우, 셋째, 일본, 시암과 같이 문명화 기준을
충족하여 독립 국가로 인정한 경우, 넷째, 보호협정을 통하여 비유럽 사회를 유럽 국가의 보호령으로 만든 경우이다.
A. Anghie, Imperialism, Sovereignty and the Making of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
67. 유럽 열강은 반드시 식민지의 영역주권을 직접 취득하지 않더라도 다른 국가들이 선점 등을 통해 영토를 취득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민지보호령”(Colonial Protectorate)을 설정하거나, 법적 행위가 아닌 정치적 행위에
불과한 “영향권”(Sphere of Influence) 주장을 하였다. J. Brierly, The Law of Nations An Introduction to the
International Law of Peace, Fourth Edition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1949), pp. 150-152.
38) 식민지 종주국과 원주민들과의 합의의 효력을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전통적으로 학계에서 대체로
세 가지 입장이 있었다. 첫째는 Westlake와 Roin이 취하는 입장으로서, 국제법에 무지한 부족장들은 영토주권을
창설할 수도, 이전할 수도 없으며 따라서 그들과의 조약은 국제법적 효력이 없고 정치적 효력만 가질 뿐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Henri Bonfils와 Paul Fauchille이 취하는 견해로서, 원주민들과의 조약은 유럽국가들이 권원을 취득하
는 데 필수불가결한 법적 근거라는 것이다. 1880년대 이미 Jèze와 Salomon과 같은 프랑스 법률가들은 조직을 갖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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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어야 하고, 둘째, 그 부족이 영토권원을 유럽 국가에게 유효하게 이전하는 조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들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서는 그 전제로 비유럽지역 원주민 부족에게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국제법주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국제법주체”는 국제적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고 국제적 청구를 통하여 그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체를 말한다.39) 여기서의 “능력” 중에서 위 문제에 관하여 특히 주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영토권원40)은 영토주권41)을 뒷받침하는 사실적, 법적 근거이기
때문이다. 국가나 주권보다 권원개념이 먼저 등장하기는 했으나42) 근대 국제법상 핵심개념이 주권이
라는 점에서43) 영토주권과 괴리된 권원개념은 적어도 근대 국제법상 권원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영토권원의 이전에 필요한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주권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된다.44)
주권은 법이 정하는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이며 전통 국제법상 오로지 국가만이 주권적 존재로
인정된다.45) 주권평등원칙에 따라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지배할 수 없는 결과 각 국가는 자국
영토 안에서 독립적으로 배타적인 권한을 가지며, 반대로 모든 국가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들
관계가 평등해지는 측면도 있다.46) 여기서 주권이 근본적으로 국제적 성격을 띤다는 것을 알 수
있다.47)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식민지시대 당시 원주민 부족이 이와 같은 국제적 성격의 주권을

39)

40)

41)

42)

43)
44)
45)
46)
47)

않고 유목 생활을 하는 경우는 몰라도 원주민들이 정주하는 영토가 무주지로 간주될 수 없다고 보았다. 셋째는
일종의 절충안으로서, 유럽 국가의 식민지 권원은 파생적 권원이 아니라 시원적 권원이지만, 원주민들과의 조약체결
은 식민지 종주국이 해당 영토를 평화롭게 점유하였고 원주민들은 이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보는 것이다.
M. Koskenniemi, supra note 35, pp. 138-141.
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nited Nations, Advisory Opinion, ICJ Report 1949, p. 174.
국제법주체(Subject of International Law)는 국제적 권리나 의무를 보유하는 주체이고 국제법인격(International
Personality)은 권리나 의무를 보유하는 데서 더 나아가 국제적 청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며 양자를 구별하는
입장도 있다. D. Raič, Statehood and the Law of Self-Determin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2), pp. 20-21.
Shaw는 영토권원을 “영토주권이 유효하게 취득되고 유지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제법에 따라 제시되어야
하는 법적, 사실적 요소의 기술에 관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M. Shaw, “Territory in International Law”, 13
Netherlands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1982), p. 79; Brownlie는 권원을 국가가 어째서 영토주권에 따른 권능을
보유하고 어느 범위에서 이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주며, 다른 국가가 그러한 권능을 침해하였을 때 자국의
영토주권 주장을 관철할 수 있는 유효한 법적 근거라고 정의하였다. J. Crawford, supra note 20, p. 212. 국제사법재판
소는 권원이 “어떤 권리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와 “그 권리의 실제적 원천”을 모두 포함한다고 판시하였다.
Frontier Dispute (Burkina Faso/Repuplic of Mali) ICJ Reports 1986, p. 564.
영토주권은 한 국가가 특정 영토에 대하여 향유하는 법적 권능의 총체이다. J. Crawford, supra note 20, p. 211.
영토주권은 사법상 소유권과 유사한 점도 있지만 영토 자체를 사용ꞏ수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토에 있는 사람ꞏ사물ꞏ
사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점에서 사법상 소유권과는 구별된다. M. Shaw, supra note 40, p. 74; J. Crawford,
supra note 20, p. 204.
J. Crawford, supra note 20, p. 216. 국제법상 권원개념은 로마법의 titulus adquisitions 개념에서 비롯되었다. 라틴어
“titulus”의 원래 뜻은 “어떤 주택이 임대주택임을 나타내는 벽보”로서 법률적으로는 경계선, 소유권의 증거, 토지대
장 문서, 특허장과 같은 의미를 가졌다. 영어로 권원을 의미하는 단어인 “title”도 명문(銘文, inscription)을 뜻하는
단어였다. 許淑娟, supra note 18, p. 15.
근대 국제법 질서를 탄생시킨 1648년 웨스트팔리아 체제의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원칙이 주권평등원칙과 함께
영토주권원칙이다. S. Sharma, supra note 11, p. 6.
정인섭, 조약법강의(박영사, 2016), 48면; S. S. Wimbledon, U.K., France, Italy & Japan v. Germany, 1923 PCIJ
Series A, No. 1, p. 25.
J. Crawford, supra note 20, p. 447.
Ibid., pp. 448-449.
서부사하라 권고적 의견 사건에서 모로코는 영토주권의 요건을 두 가지로 나누어 “내부적” 국가권능의 현시와
국제적 승인이 있었음을 구분하여 주장하였고 국제사법재판소도 이러한 구분에 따라 판단하였다. 서부사하라 권고
적 의견, p. 45, para. 98; p. 48, para. 105; p. 49, para. 107; p. 53, para. 118; p. 56, para. 128; pp. 56-57, 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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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팔마스 중재판정이 원주민 부족이 국제사회의 회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조약체결권도 없다고 판단한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원주민 부족의 국제법주체성을 전적으로 부정하게 되면 유럽 열강의 식민지
취득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팔마스 중재판정은 원주민들과의 계약이
국제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계약이 식민지관계를 형성하고 국제사회에서 식민지
종주국이 영토주권을 행사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간접적”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나48) 이와 같이
국제법상 중요한 효과를 간접적 효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고 적절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유럽
열강의 식민지 취득을 무주지 선점으로만 설명하는 것도 유럽 국가가 원주민들과 합의를 통하여
식민지를 취득했던 대다수 국가실행을 외면하고 이론과 실제의 괴리를 초래한다. 또한 원주민
부족의 국제법주체성을 부정하는 입장은 아무리 그것이 과거 식민지시대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유럽과 비유럽을 넘어 모든 국가의 평등이 확립된 오늘날 국제법이 견지하기 어렵다.
이러한 배경에서 탈식민지화를 거치면서 원주민 부족의 국제법주체성에 대한 판례의 입장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이다.

III. 탈식민지화 시대 :
원주민 부족의 국제법주체성에 대한 인식 변화

1. 탈식민지화를 배경으로 한 서부사하라 권고적 의견
20세기 중반 이후 탈식민지화가 이루어지면서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식민지 종속국들이 독립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자결(self-determination)원칙이 있었다. 자결은 모든 민족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한다는 것이다.49)
식민지 맥락의 자결과 비식민지 맥락의 자결을 구별하여서 전자를 외부적 자결, 후자를 내부적
자결이라 부르기도 한다.50) 특정 민족이 독립을 통하여 행사하는 자결권을 외부적 자결권, 특정
민족이 한 국가 안에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내부적 자결권이라고도

129. Brownlie도 오늘날 주권개념은 자국 영토에 대한 지배권에서 비롯된 것 외에 국제적 차원에서 자국 영토와
국민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권능에서 비롯된 것도 있다고 하였다. J. Crawford, supra note 20, p. 448.
48) 팔마스 중재판정, p. 858.
49) M. Shaw, “Peoples, Territorialism and Boundaries”, 8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97), p. 480.
50) J. Crawford, supra note 20, p.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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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한다.51) 인종적, 종교적 집단은 내부적 자결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외부적 자결권을
사용하여 분리ꞏ독립을 시도할 수 있다.52)
자결원칙은 유엔헌장 제1조 제2항과 제55조에서 처음 명문화되었다.53) 1960년 12월 14일자 유엔
총회결의 1514(XV)호 Declaration on the Granting of Independence to Colonial Countries and
Peoples 제2항은 “모든 민족이 자결의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에 따라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54) 판례는 국제법상
자결원칙이 모든 민족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하였다.55) 앞서 본
바와 같이 유럽 열강의 식민지화가 한창 진행되던 19세기에는 비유럽지역 원주민들의 국제법주체성
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20세기에 접어들어 탈식민지화가 시작되면서 이러한 입장에 변화가 생긴다.
이를 1975년에 나온 서부사하라 권고적 의견56)에서 관찰할 수 있다.
본 권고적 의견 사건에서 여기서 유엔총회가 제사법재판소에게 던진 질문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스페인에 의한 식민지화 당시 서부사하라가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은 무주지였는지 여부이고,
둘째는 무주지가 아닐 경우 서부사하라가 모로코왕국 및 모리타니아와 각각 어떠한 법적 연계를
가지는가였다.57) 이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당시의 국가실행은 사회
적, 정치적 조직을 가진 부족이나 민족이 정주하는 영토는 무주지로 간주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다”고 전제하였다.58)
이 판시는 문언상 본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19세기의 일반적인 국가실행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데, 그렇다면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주민 부족의 국제법주체성을 부정하였던 19세기 학자들의

51) D. Raič, supra note 39, pp. 237, 272, 289.
52) S. Blay, “Self-Determination versus Territorial Integrity in Decolonization”, 18 New York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Politics (1986), p. 483.
53) 헌장 제1조 제2항 : 사람들의 평등권 및 자결의 원칙의 존중에 기초하여 국가 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평화
를 강화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헌장 제55조 : 사람의 평등권 및 자결원칙의 존중에 기초한 국가
간의 평화롭고 우호적인 관계에 필요한 안정과 복지의 조건을 창조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은 다음을 촉진한다. 외교부
홈페이지 중 외교정책-국제기구ꞏ지역협력체-UN-유엔헌장 (영문 및 국문, 2011) 참조 (2019. 9. 17. 방문)
54) G.A. Res. 1514(XV), 15U.N.CAOR Supp.(No. 16) p. 66, U.N. Doc. A/4684(1960). 그밖에 1989년 국제노동기구
규약 제14조도 민족들이 전통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과 점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M. Shaw, supra note 49, p. 488.
55) The Legal Consequences for States of the Continued Presence of South Africa in Namibia (South West Africa)
notwithstand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76(1970), Advisory Opinion, ICJ Resports 1971, p. 31, para. 54; 서부사
하라 권고적 의견, pp. 31-33; Legal Consequences of the Separation of the Chagos Archipelago from Mauritius in
1965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2019, p. 34, paras. 142, 146-148; p. 36, para. 150.
56) 유엔총회가 서부사하라지역에 대한 식민지 종료 및 주민자치를 결의하자 스페인은 1973년에, 모리타니아는 1979년
에 서부사하라 주민들의 자치를 승인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모로코는 서부사하라에 대한 영토주권을 주장하면서
서부사하라의 법적 지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자문할 것을 제안하였다. M. Shaw, “The Western Sahara Case,” 49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1978), pp. 119, 124.
57) 서부사하라 권고적 의견, p. 37, para. 75.
58) Ibid., para. 80. 서부사하라 권고적 의견은 “사회적, 정치적 조직”과 “정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추가로 설명하지
않는다. “정주”(inhibit)라는 용어도 그동안 국제법에서 통용된 개념이 아니라 일상적 용어에 가깝다. 이들 부족이
유목민이라는 점, 이들의 이동 경로가 모리나티아와 모로코를 경유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 서부사하라 지역이 자원이
부족하고 산발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는 지역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과연 서부사하라의 유목민 부족이 이 지역에서
“정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M. Smith, supra note 35, p.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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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적 입장과는 배치된다. 위 전제는 또한 “원주민 왕들이나 부족장은 국제사회의 회원으로 인정받
지 못하며 이들이 체결한 계약은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조약이나 협정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팔마스 중재판정의 판시와도59) 결이 다르다.60) 서부사하라 권고적 의견은 비유럽지역 원주
민 부족의 국제법주체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던 팔마스 중재판정의 입장으로부터 이탈한 것이다.

2. 사회적, 정치적 조직을 가진 부족의 국제법주체성 인정가능성
무주지는 어떠한 국가의 영토주권 아래에도 있지 않은 토지로 정의된다.61)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서부사하라지역이 무주지가 아니라는 것은 어떠한 주체가 그 지역에 대하여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아무도 영토주권을 행사하거나 영토권원을 보유하지 않는데 무주지는 아닌
영토는 논리적,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62) 그렇다면 위 사건에서는 어떠한 주체가 서부사하라
지역에 대하여 영토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는가? 서부사하라 권고적 의견은 이에 대하여
유엔총회가 스페인의 식민지 당시 서부사하라가 무주지였는지 여부만 질문하였다는 이유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63) 그 대신 서부사하라에 인접한 모로코와64) 모리타니아65) 모두 서부사하라와 영토주
권의 연계를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66) 인접국인 모로코나 모리타니아 모두 서부사하라에
대하여 영토주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제 남은 영토주권 행사의 주체는 서부사하라의 유목민
부족뿐이다.
위 권고적 의견은 스페인이 서부사하라 지역을 식민지화 할 당시 무주지 선점이 아니라 지역통치
자들과의 합의를 통하여 영토주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았다.67)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59) 팔마스 중재판정, p. 858.
60) 이들 두 판례의 입장 차이가 두 부족의 사실상의 특수성 차이 때문이라고 예컨대, 서부사하라의 원주민 부족이
팔마스 섬 원주민 부족보다 더 문명화, 체계화되었기 때문에 야기되었다는 식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팔마스 중재판
정과 서부사하라 권고적 의견이 당시 팔마스 섬의 원주민 부족과 서부사하라지역의 부족의 구조, 규모, 문화 등
구체적 특성을 검토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서부사하라지역의 부족이 유목민이고 아프리카지역이 역사적으로
발전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팔마스 섬의 원주민 부족보다 특별히 더 문명화되었을 것 같지도
않기 때문이다.
61) J. Crawford, supra note 20, p. 220.
62) 팔마스 중재판정도 영토주권 주장을 위한 점령은 실효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18세기 중반부터 발전해 온 점이나
19세기 이래 지구상의 대부분 지역이 국가들의 주권 아래 있게 된 점을 고려할 때 어느 국가의 실효적 주권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어떤 국가가 현재의 법에 따라 유효하지 않은 취득 권원을 근거로 배타적 영향권을 미치는 영토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하였다. 팔마스 중재판정, pp. 845-846.
63) 서부사하라 권고적 의견, p. 40, para. 82.
64) 서부사하라 권고적 의견은 영토주권의 요건으로 내부적 국가권능의 현시와 국제적 승인 모두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전제 아래, 모로코의 술탄과 서부사하라의 특정 몇몇 부족들 사이에 사적 충성관계가 있었지만, 모로코가 국가
차원에서 서부사하라 영토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국가권능을 현시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고, 술탄에 대한 사적 충성관
계에서 비롯되는 인정 외에 영토주권의 행사에 대한 국제적 승인을 받지도 못하였다고 보았다. Ibid., p. 45, para.
98; p. 48, para. 105; p. 49, para. 107; p. 53, para. 118; p. 56, para. 128; pp. 56-57, paras. 128-129.
65) 서부사하라 권고적 의견은 모리타니아에 대하여는 스페인이 서부사하라를 식민지화 할 당시에는 모리타니아가
국가성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애초에 국가주권을 가질 수 없었고 그밖에 서부사하라와 모리타니아 사이에는
어떠한 주권적 연계나 충성관계도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Ibid., p. 57, para. 130; p. 64, para. 150.
66) Ibid., p. 68, para.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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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국제법적으로 효력이68) 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국제법상 유효한 합의를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주권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서부사하라 유목민 부족의 영토주권
행사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서부사하라 권고적 의견은 스페인이 원주민
부족과 체결한 합의가 무주지 선점에 의한 시원적 권원이 아니라 권원의 파생적 근원(derivative
roots of title)으로 여겨진다고 보았다.69) 식민지 종주국이 취득한 권원의 근원이 “파생적”이라면
기존에 해당 원주민 부족이 시원적 권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서부사하라 권고적 의견은 사실상 식민지시대에도 사회적, 정치적 조직을
가진 부족이나 민족이 자신들이 정주하는 영토에 대하여 영토권원을70)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일반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제한적이나마 영토주권과 이를 위한 국제법주체
성도 인정할 여지가 있다. 위 권고적 의견이 유엔총회의 질문에 대하여 탈식민지화와 민족자결권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71) 이러한 해석에 더욱 힘이 실린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영토주권이나 국제법주체성이 주권국가의 그것과 질적, 양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7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권은 제한가능성이나 가분성이 있는
점,73) 오늘날 조약법상 원칙적으로 국가가 조약체결권자이기는 하지만 국가 외에 다른 주체가
일체 조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닌 점,74) 어떠한 법체계에서든 법 주체성은 의제의 산물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동태적,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75) 고려하면, 사회적,
정치적 조직을 갖춘 원주민 부족이 자신이 정주하는 영토에 대하여 적어도 다른 국가의 선점을
허용하지 않는 정도의 제한적 의미의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그 범위에서 국제법주체성을 가진다는
이론 구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67) “서부사하라를 식민지화하는 데 있어서 스페인은 무주지에 토대를 둔 영토주권을 확립한 것이 아니다. 스페인은
1884년 12월 26일자 왕명에 따라, 그 건을 무주지 선점으로 취급하지 않고, 지역부족장들과 체결한 합의들에 기초하
여 Rio de Oro를 보호령으로 만들었다. 이 왕명에는 명시적으로 “이쪽 해안의 독립 부족들이” 스페인의 대표들과
문서에 서명하였고 왕이 스페인에 대한 “충성 서약”을 확증하였다고 선언되어 있었다. 스페인이 Rio de Oro 북부
스페인 영토의 한계에 대하여 프랑스와 협상을 벌일 때에도 무주지에 대한 영토취득 주장을 근거로 삼지 않았다.”
Ibid., p. 39, para. 81.
68) 서부사하라 권고적 의견은 이러한 합의의 성격에 대하여서도 유엔총회의 질문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언급하지 않았다. Ibid., p. 40, para. 82.
69) Ibid., p. 39, para. 80.
70) 여기서 말하는 권원은 근대 국제법 형성 이전에 존재하던 권원개념과 같이 영토주권을 전제로 하지 않는 개념도
포함한다.
71) Ibid., pp. 36-37.
72) 특히 서부사하라지역을 체계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중앙집권적 조직을 가지지 않은 채 계절에 따라 떠돌아다니는
유목민 부족이 이러한 의미의 주권을 행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M. Smith, supra note 35, p. 140.
73) 한 국가의 주권이 제한될 수 있는지, 나누어질 수 있는지 여부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으나 미국의 독립이나 연방국가
의 출현 등으로 점차 부분적인 주권의 제한과 포기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인식되었다. L. Oppenheim, supra note
11, pp. 120-123.
74) A. Aust, Modern Treaty Law and Practice, Seco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 58; J. Klabbers,
The Concept of Treaty in International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p. 48. 일찍부터 완전한 주권을 가지지
못한 국가들도 그들이 체결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약을 체결할 수 있고, 오늘날 준국가, 대만, 팔레스타인, 반란단
체 등도 제한된 범위에서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이해되고 있다. L. Oppenheim, supra note 11, p. 882; 정인섭,
앞의 주 44, 50, 51, 55면.
75)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49, p. 178; 김대순, 국제법론 제20판, (삼영사, 2019), 3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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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사하라 권고적 의견의 이와 같은 입장이 후속 판례에서 일관되게 견지되었던 것은 아니다.
1998년의 홍해제도 중재판정은 중세시대 예멘이나 19세기 오토만제국이 현대 국제법상 영토주권개
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역사적 권원이나 고대의 권원을 인정할 수 없고, 이 당시에 현대 서구의
주권적 권원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76) 그러나 이후 판례에서는
다시 원주민 부족의 국제법주체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판시들이 이어진다. 2001년에
나온 카타르와 바레인 사이의 영토분쟁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영국 식민지시대의 카타르
와 바레인을 “피보호국”(protected State)이라고 규정하고 1939년 영국정부의 결정이 이들 두 “국가
들”(States)을 구속한다고 판시하였는데77) 이를 근거로 이 보호국들의 주권적 성격이 인정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78)
2002년에 나온 바카시반도 판결은 영국이 1884년 올드칼라바 도시 국가들과 체결한 합의를 근거
로 영토주권을 승계취득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정치적 조직을 가진 부족들이
정주하는 영토는 무주지가 아니며 이러한 지역통치자들과 체결한 협정은 권원의 파생적 근원으로
간주된다는 서부사하라 권고적 의견의 판시를 계승하였다.79) 다만 이 판결은 원주민 부족의 국제법
주체성을 부정한 팔마스 중재판정의 판시를 인용하면서 올드칼라바 부족의 조약체결능력을 사실상
부정하였다.80) 이 경우 영국이 올드칼라바 부족과의 합의를 통하여 영토주권을 취득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위 판결은 “비록 이러한 영토주권의 취득 방식이
오늘날 국제법을 반영하지는 않아도 시제법 원칙에 따를 때 당시 합의의 법적 결과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81) 이것은 위 합의를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시점에서 과거의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시제법 원칙은 과거의 사태를 당시의
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며 과거에도 원주민 부족의 합의가 유효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 시제법
에 의하더라도 지 과거의 법에 따를 때 무효인 합의가 오늘날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82) 위
판시 중에서 “이러한 취득 방식이 오늘날 국제법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한 것도 이러한 논리 구성이
국제법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6) Territorial Sovereignty and Scope of the Dispute (Eritrea/ Yemen), Award of 9 October 1998, 22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이하 “홍해제도 중재판정”이라 한다), pp. 247-248, para. 143; p. 311, para. 446.
77)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Merits, Judgment, ICJ Reports 2001,
p. 83, para. 139.
78) M. Kohen, supra note 35, p. 159.
79) 바카시반도 판결, p. 405, para. 205.
80) Ibid. 요르단 출신 Al-Khasawneh 재판관의 개별의견은 팔마스 중재판정이 원주민 왕족이나 부족장들의 국제법주체성
을 부정한 견해가 유럽 중심적 국제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당시의 다양한 국가 실행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역사적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Ibid., pp. 495-497, paras. 5-6.
81) Ibid., p. 405, para. 205.
82) 바카시반도 판결에서 Al-Khasawneh 재판관도 주권평등원칙, 자결원칙, 차별금지원칙 및 (비록 유감스럽게도 절차적,
실체적 관점에서 제대로 발전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의 원주민의 권리 등에 관한 국제법 원칙이 확립된 오늘날의
관점에서 동시대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시제법이 어느 정도까지 과거 식민지시대 국가실행을 방어해주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Ibid., p. 500, para.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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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탈식민지화 완성 이후의 시대 : 원주민 부족국가의
주권국가성 인정

1. 페드라브랑카 판결의 의의
2008년에 나온 페드라브랑카 판결은83) 시원적 권원의 존부를 본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조호르왕국이 1512년 동남아시아 지역에 영토를 가진 주권국가로 탄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
다.84) 페드라브랑카 판결은 이를 토대로 영토분쟁판례들 중에서 처음으로 비유럽지역 고대국가의
시원적 권원의 성립을 인정하였다.85)
페드라브랑카 판결이 조호르왕국이 주권국가로 성립했다고 인정한 시점인 1512년은 웨스트팔리
아조약으로 근대 국제법체제가 출범한 1648년보다 130년 이상 이른 시점이다. 그 시점에 주권국가가
수립했다고 보는 것은 근대 국제법상 주권국가개념을 16세기로 소급하여 적용한 것으로서 전통적인
시제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86) 이것은 10세기경에는 영토주권에 관한
근대적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시한 동부그린란드 판결이나87) 중세시대 예멘이나 19세기
오토만제국이 현대 국제법상 영토주권개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당시에 근대 서구의 주권적
권원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판시한 홍해제도 중재판정의 입장과도88) 거리가
있다.
역사적으로 아시아지역에는 유럽국가보다 앞선 시점부터 국가들이 수립되어 자국의 영토를 지배
해왔으며 무주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89) 유럽 열강들도 아시아지역에 진출할 때에는 현지
원주민들과 합의를 체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90) 페드라브랑카 판결은 이러한 동아시아의 영토적

83) 이 사건에서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 해협의 동쪽 입구에 있는 페드라브랑카 섬이 조호르왕국 영토의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었다면서 페드라브랑카 섬은 조호르왕국의 탄생 때부터 조호르국의 영토 일부였으며 그 어느 시점에서
도 선점의 대상이 되는 무주지였던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싱가포르는 1847년 이전부터 무주지였는데
영국이 1847년부터 1851년까지의 기간 중 Horsburgh 등대를 건설하고 운영함으로써 페드라브랑카의 영토주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페드라브랑카 판결, pp. 31-32, paras. 47-48; pp. 29-30, paras. 39-42; p. 32,
para. 49.
84) Ibid., p. 33, para. 52.
85) Ibid., p. 37, para. 69.
86) 과거의 사실을 현재의 척도로 재단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지만, 역사적 사실이 합법적이고 유효하게
성립하고 대항력 있는 반대의 증거 없이 유지되어 온 경우에는 현재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박현진, “17세기 말 울릉도쟁계 관련 한ꞏ일 ‘교환공문’의 증명력: 거리관습에 다른 조약상 울릉ꞏ독도
권원 확립ꞏ해상국경 묵시 합의”, 국제법학회논총 제58권 제3호 (2013), 138-139면.
87) 동부그린란드 판결, p. 46.
88) 홍해제도 중재판정, pp. 247-248, para. 143; p. 311, para. 446.
89) M. Kohen, supra note 35, p. 167. Westlake도 문명화의 중요한 기준을 자국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할 수 있는
정부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면서 신대륙의 원주민들도 아시아 제국과 같은 방식의 정부를 가질
수 있다면 문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J. Westlake, supra note 32, p.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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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판결로 확인시켜주었다는 의의를 지닌다.91) 페드라브랑카 판결이 시원적 권원 개념을 식민지
맥락에서 해방시켰다는 평가도 있다. 유럽 열강의 식민지 취득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활용된 무주지
개념이 탈식민지화를 맞이하여 위축된 반면 시원적 권원개념은 비유럽국가에도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 개념이기 때문에 무주지 개념과 분리되어 계속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이다.92)

2. 원주민 부족국가의 주권국가성 인정의 배경과 영향
페드라브랑카 판결이 비유럽지역 원주민의 고대국가의 주권국가성과 시원적 권원을 최초로 인정
하게 된 배경에는 페드라브랑카 판결이 도입한 재판방식의 특수성이 있다. 우선 본 판결은 역사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가장 오래 전의 시원적 권원의 존부부터 판단하였다. 이것은 결정적 기일93)
전후의 사정만을 중심으로 판단한 후 결론을 내리는 기존의 다른 영토분쟁 판례와는 접근방식이
다른 것이다. 예컨대, 2001년에 나온 카타르와 바레인 사이의 영토분쟁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중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하와르제도의 영토주권에 대하여 본 판결의 다수의견은 1939년 영국정
부의 결정에 기하여 사건의 결론을 내린 이상 시원적 권원을 비롯한 나머지 effectivités, 지도, 인접성
원칙, 현상유지원칙 등의 쟁점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94) 이에 대하여 Bedjaoui,
Ranjeva, Koroma 재판관은 합동으로 반대의견을 내어 본 판결이 통상의 논리적 순서에 따라 역사적
권원을 먼저 판단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하였다.95) 이 판결 후 7년 뒤에
나온 페드라브랑카 판결은 마치 위 반대의견의 영향을 받기라도 한 것처럼 조호르왕국의 시원적
권원의 성립 여부부터 판단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그 전제로 조호르왕국의 주권국가성을 먼저 판단한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페드라브랑카 판결은 양당사국들이 주장하는 권원들의 힘을 동시에
비교하는 이른바 상대적 권원 비교의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팔마스 중재판정이 영토주권

90) M. Kohen, supra note 35, p. 169.
91) Ibid., p. 171.
92) Sookyeon Huh, “Title to Territory in the Post-Colonial Era: Original Title and Terra Nullius in the ICJ Judgments
on Cases Concerning Ligitan/Sipadan (2002) and Pedra Branca (2008)”, 26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15), pp. 712, 715-716, 724.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시원적 권원개념이 유럽 열강의 식민지화에 따른 무주지
선점 개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인데 과연 그 전제가 옳은지 의문이다. 페드라브랑카 판결 보다
한참 앞서 나온 망끼에르 에끄레오 판결에서 이미 비유럽지역의 무주지 선점과는 무관하게 유럽지역에 대한 먼저
성립한 권원으로서의 시원적 권원개념이 활용된 바 있다.
93) 그날 이후 당사국의 행동이 사건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이다. G. Fitzmaurice, “The Law and Procedur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1951-1954,” 32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1955-1956), pp. 20-21.
영토분쟁이 표면화된 이후에는 자국에게 유리한 쪽으로 증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국제재판소는 통상 분쟁이
촉발되기 직전 시점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J. Crawford, supra note 20, p. 219.
94)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Merits, Judgment, ICJ Reports 2001,
p. 85, para. 148.
95)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Merits, Judgment, ICJ Reports 2001,
Joint Dissenting Opinion of Judges Bedjaoui, Ranjeva and Koroma, pp. 152-153, para.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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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양당사국들이 주장하는 권원들 중 어느 권원이 “우월한 권원”인지를 따지는
이른바 상대적 권원 비교의 방식을 취한 이래96) 판례들은 기본적으로 상대적 권원 비교의 방식을
권원 존부 판단의 기본 전제로 삼아왔다.97) 이에 반하여 홍해제도 중재판정은 영토주권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만큼 권리취득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대적 기준이 있어야 하며 단지 증거의 상대적
비중의 차이만을 근거로 본 사건을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98) 페드라브랑카는 조호르왕국의
시원적 권원의 성립 여부를 절대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을 취한 셈이고 그 결과 시원적 권원의 성립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법주체성의 문제가 조명된 것이다.
원주민 부족국가를 주권국가라고 인정하고 나면 영토주권의 행사능력과 조약체결능력을 전면적
으로 인정하는 데 별다른 법리적 어려움이 없어진다. 그 결과 원주민 부족의 국제법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원주민들과 체결한 영토 이전에 관한 합의의 효력은 살려야 하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무리한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팔마스 중재판정처럼 원주민들과의 합의가 국제법적으로
유효하지는 않지만 간접적 효과가 있다거나99) 바카시반도 판결처럼 원주민 부족과의 합의가 국제법
상 유효하지 않더라도 시제법 원칙에 따를 때 당시 합의의 법적 결과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는
식의100) 곡예에 가까운 논리구성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원주민 부족국가를 주권국가로 인정한 페드라브랑카 판결은 이를 바탕으로 기존 영토분쟁판결에
서 등장하지 않았던 다음과 같은 새로운 법리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페드라브랑카
판결은 시원적 권원의 성립 요건으로도 “지속적이고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평화로운 영토주권
현시” 요건을 요구하였다.101) 1986년 부르키나파소와 말리 사이의 판결 이래102) 영토분쟁 판례들은
권원과 실효성(effectivités)을103) 구분하고 전자를 우선시하는 입장을 취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104)

96) 팔마스 중재판정, pp. 839, 868-870.
97) 상대적 권원 비교 방식에 대하여서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이의 리기탄시파단 판결에서 Frank 재판관이
수많은 사실들 가운데에서 한 줌의 풀과 한 줌의 깃털을 들고 양자의 무게를 저울질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한
바 있다. Sovereignty over Pulau Ligitan and Pulau Sipadan (Indonesia/Malaysia), ICJ Reports 2002(이하 “리기탄시파
단 판결”이라 한다), p. 691, para. 17.
98) 홍해제도 중재판정, p. 313, para. 453. 팔마스 중재판정이 권원의 상대적 우열로 영토주권의 귀속을 판단한 것은
당사국들이 특별협정을 통하여 팔마스 섬의 영토주권이 두 나라 중 어느 나라에 귀속되는지 판단하여 줄 것을
특별히 요청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Ibid.
99) 팔마스 중재판정, p. 858.
100) 바카시반도 판결, p. 405, para. 205.
101) 페드라브랑카 판결, p. 37, para. 68.
102) “식민지당국의 행위와 법이 정확하게 부합하는 경우, 다시 말하여 실효적 행정이 법률상의 현상유지원칙에 추가된
경우 effectivités의 유일한 역할은 법적 권원에서 발생되는 권리의 행사를 확증해주는 것이다. 행위가 법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 즉 분쟁 대상 영토에 대하여 법적 권원을 보유하는 국가와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국가가 다른 경우에는
권원을 보유한 국가가 우선한다. effectivités와 공존하는 법적 권원이 없는 경우 effectivités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법적 권원이 관련 영토의 범위를 정확히 제시할 수 없는 경우 effectivités는 권원이 실제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를 입증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Frontier Dispute (Burkina Faso/Republic of Mali), ICJ Reports 1986, pp.
586-587.
103) effectivités는 부르키나파소와 말리 사이의 판결에서 처음 사용된 이래 7건의 판례(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사이의
판결, 베닌과 니제르 사이의 국경분쟁판결, 홍해제도 중재판정,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의 리기탄시파단
판결, 바카시반도 판결, 에리트리아와 에티오피아 사이의 국경위원회 중재판정, 카타르와 바레인 사이의 영토분쟁
판결)에서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 개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김민경, “도서영유권 분쟁에 관한 최근 ICJ
판례에서 나타난 effectivités 에 관한 연구 –Ligitan/Sipadan 사건과 Pedra Branca 사건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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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페드라브랑카 판결은 아예 시원적 권원의 요건 안에 주권현시라는 실효성을 포함시켜서
양자를 일체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주권행사의 실적이 주권국가성과 권원의 성립 및
존속을 모두 입증하는 근거로 통용되게 된다. 이것은 시제법과 관련하여서도 의미가 있다. 팔마스
중재판정은 권리가 존속하기 위하여서는 법의 발전에 따라 요구되는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19세기 국제법은 영토주권의 근거가 되기 위하여서는 점유가 실효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수립되었
으므로, 실효성을 갖추지 못한 권원은 미성숙 권원에 불과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한 권원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105) 그러나 애초에 실효성이 요건으로 내포된 시원적 권원이라면 권원의 성립이나
존속 국면에서 시제법으로 인한 제한을 받을 일이 없게 되는 것이다.
둘째, 페드라브랑카 판결은 기본적으로 영토주권의 이전이 당사국들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106) 기존의 할양(cession)은 영토권원 취득의 방식들 중 하나로서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지역에 대한 영토주권을 이전하는 뉘앙스가 담겨있으나, 여기서의 “합의”는 식민지
시대의 맥락을 넘어 보다 일반적인 영토주권 이전의 근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가
없는 국제사회에서는 모든 주권국가들이 기본적으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권리 변동을 합의를 통하여 설명하는 것은 국제법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를
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조약체결능력과 다름이 없으므로 역시 주권에서 비롯된다. 페드라브랑카
판결이 이와 같이 영역주권의 이전을 “합의”나 “묵시적 합의”로107) 설명해낼 수 있는 것도 조호르왕
국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셋째, 페드라브랑카 판결이 조호르왕국을 주권국가로 인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당사국들의 다툼
없는 사실에 기반한 것이다. 그러나 위 판결은 Grotius가 조호르왕국을 포르투갈에 대하여도 공적
전쟁을 벌일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을 가진 주권적 공국으로 보았다는 점,108)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중국 범선 두 척을 나포한 사건에 대하여 조호르왕국이 자국의 주권 침해로 받아들이고 네덜란드에
속한 말라카 총독에게 재발방지를 촉구하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다는 점을109) 추가적인 근거로
들었다. 이들 근거들이 유럽의 시각이나 유럽과의 관계에 기반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국제법이

104)

105)
106)
107)
108)
109)

고려대학교 (2009), p. 13; 許淑娟, supra note 18, pp. 216-217. 판례들 중에는 effectivités를 팔마스 중재판정에서
말하는 “지속적이고 평화로운 주권현시”와 같거나 유사한 의미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 예컨대, 홍해제도
중재판정은 effectivités를 주권현시, 정부의 관리 및 지배 활동, 영토에 대한 국가와 정부권능의 현시, 지속적이고
평화로운 국가기능이나 관할권의 행사 등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홍해제도 중재판정, p. 211; p. 268,
para. 239; p. 288, para. 341; p. 297, para. 391; p. 308, para. 435; p. 325, para. 503.
예컨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의 리기탄시파단 판결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양국의 권원 주장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다음 부르키나파소와 말리 사이의 위 판결의 판시를 인용하면서 본 사건에서 권원과
effectivités가 공존하지 않는다며 양국의 effectivités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Sovereignty over Pulau Ligitan and
Pulau Sipadan (Indonesia/Malaysia), ICJ Reports 2002, p. 652, para. 92; p. 653, para. 95; p. 678, para. 124.
팔마스 중재판정, pp. 845-846.
페드라브랑카 판결, p. 50, para. 120.
페드라브랑카 판결은 팔마스 중재판정에서의 네덜란드의 경우도 자국의 주권현시에 대하여 다른 국가들이 대응하
지 않음으로써 묵인을 통하여 영토주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았다. Ibid., pp. 50-51, para. 121.
H. Grotius, De jure Praedae, vol. I Translation, 1950 (Gwladys L. Williams), Classics of International Law, p.
314. 페드라브랑카 판결, p. 33, para. 53.에서 재인용.
Ibid., p. 33, paras.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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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중심적 시각을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근대 국제법상 주권국가개념 자체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그 존부와 범위가 확정되는 국제적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비유럽지
역 원주민 부족이 주권국가로 성립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당시 서구의 국제법사회가
해당 원주민 부족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가 중요한 근거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V. 결론

페드라브랑카 판결이 판례상 최초로 비유럽지역 원주민들이 세운 고대국가의 시원적 권원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해당 부족의 특수성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바탕에는 그동안
축적되어 온 국제법 법리나 영토분쟁의 재판방식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통적인 시제법이나 결정적 기일 법리가 엄격하게 적용되었다면 시원적 권원은 인정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 존부가 검토될 기회조차 없었을 수도 있다.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입증방법이
다양해지고 입증기준도 격오지의 경우에 완화되는 등 신축성이 확보된 점도 시원적 권원의 인정가능
성을 높였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비유럽지역 원주민 부족의 국제법주체성의
인정가능성이 점차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본론에서 보다시피 원주민 부족의 국제법주체성에 대한 영토분쟁판례의 입장은 시간적 흐름에
따라 변천하여왔다. 1928년의 팔마스 중재판정은 원주민 부족의 국제법주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
였다. 자결원칙과 탈식민지화를 배경으로 1975년에 나온 서부사하라 권고적 의견은 사회적, 정치적
조직을 가진 부족이 정주하는 영토는 무주지가 아니며 유럽 국가가 이들 부족과 체결한 합의를
영토에 대한 파생적 권원의 근원이라고 함으로써, 이들 부족의 영토권원, 영토주권 및 이를 위한
국제법주체성을 인정할 가능성을 열었다. 2008년의 페드라브랑카 판결은 여기서 더 나아가 원주민
들의 부족국가인 조호르왕국이 근대 국제법이 탄생하기 이전 시점인 16세기 초에 주권국가로 성립하
였다고 인정하였다.
시간적 흐름에 따른 국제법 자체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면 원주민 부족의 국제법주체성과 유럽
열강의 식민지시대에 취득한 영토주권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원주민 부족의 국제법주체성을 인정하면 주권 중심의 전통적 국제법 체계에 맞지 않고, 그렇다고
원주민 부족의 국제법주체성을 전면 부정하면 탈식민지화가 완성되고 유럽과 비유럽을 막론하고
주권평등의 원칙이 확립된 현실의 추세를 거스른다. 시대에 따른 국제법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통시적으로 이러한 모순을 일거에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찾고자 할 경우에는 팔마스 중재판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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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시반도 판결처럼 무리한 이론 구성을 구사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팔마스 중재판정이 나온 1928년부터 페드라브랑카 판결이 나온 2008년 사이의 80년
동안 영토주권에 관한 국제법이 상당히 변화하였다는 점을 처음부터 인정하는 전제에서 비유럽지역
원주민 부족의 국제법주체성 문제를 검토하였다. 원주민 부족의 국제법주체성이 전면 부정되던
시대와 비유럽지역 원주민 부족국가가 근대 국제법 체제 탄생 이전에 유럽 국가와 같은 주권국가로
수립되었음을 인정하는 시대의 국제법은 국제법주체성 문제 외에도 여러 측면에서 같을 수가 없다.
그러한 변화를 무시하고 서로 다른 시대의 국제법을 통시적으로 보면서 모순 없이 설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가장 근본적인 층위에 있는 문제인 국제법주체성에 대한 영토분쟁판례나 국제법
법리의 입장 변화는 다른 문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할 때 결코 가볍게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서부사하라 권고적 의견을 비롯한 대부분 판례들이 원주민 부족의 국제법
주체성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향후에 나올 영토분쟁
판례가 원주민 부족의 국제법주체성 문제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을 제시해주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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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rade Negotiations Issues for OTT Services

Trade liberalization of the audiovisual sector has long been controversial. As a result,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95, the WTO system recognizes the rationale of ‘exception culturelle’1), allowing
countries to pursue values of cultural diversity and cultural protection beyond economic interests
*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1) M. Burri, “Trade Versus Culture in the Digital Environment: An Old Conflict in Need of a New Defini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12, No.1, 2008,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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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ruing from a freer trade. All along, it has been commonly observed that the audiovisual sector
was put aside from mainstream negotiations; not only was the sector excluded from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negotiations but it was often left out of the scope for
regional trade talks.
The sanctuary appeared to be robust until recently. The advent of digital economy, however, seems
to totally change the way market access issues concerning the supply of audiovisual contents are
debated and addressed in the world trading system. The rising use of digital technologies in the
media sector makes the transmission of audiovisual contents substantially easier and faster. One
example that shows well such benefits is probably cross-border supply of audiovisual contents through
over-the-top (OTT)2) video streaming services (VSS).
However, it is also important to underline that OTT VSS presents a typical example of how
digital transformation of services trade would pose regulatory challenges to the existing trading system.
One of the greatest challenges concerns its legal characterization under the GATS framework.
Depending on how one highlights its features, the OTT service could be considered as a video
service, and Internet service or an electronically retrieved data service, for instance. Since WTO
Members have already made market access commitments for each respective sector, that is, audiovisual
services, computer and related services, and telecommunication services in the GATS schedule, after
the arduous process of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this legal categorization of OTT services
based on the given GATS classification automatically leads to determining the obliged level of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in the WTO system.
At the same time, there is an on-going discussion to establish a new digital trade regime at the
WTO. No doubt there are a number of abyssal issues, including whether to adopt a positive-listing
approach to determine the negotiation scope to begin with. As it had been a painstaking process
for the GATS negotiators to finally reach an agreement to apply the modality so that WTO Members
could limit liberalization to the sectors they explicitly submit,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e
present GATS negotiators would want to replicate the experience for digital trade negotiations. Then,
if the positive approach is adopted as a basic framework, there are still concerns as to how to
overcome the tension, which typically exists between the country of Hollywood and those supporting
‘exception culturelle’ regarding the audiovisual sector. In this digitalized world, would it be different
from or the same as those raised in the mid-1980s and 1990s?
Against the backdrop, this paper explores the dynamics of trade negotiations over digital services
in the multilateral system. It should be noted that bilateral and regional trade negotiations for digitally

2) OTT services include Netflix (online video streaming services), WhatsApp (online messaging services) and Skype
(online video calling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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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vered services are also actively taking place around the world. Yet, we will focus on WTO
negotiation issues that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future liberalization of OTT VSS. To this
end, it examines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GATS commitments that are effective
now, and compare them with the two countries’ submissions to the on-going Doha negotiations.
It also examines their recent domestic media regulatory reforms. Based on the analysis, it attempts
to discuss trade negotiation implications for OTT VSS and extrapolate future direction of the relevant
audiovisual services negotiations.
The content of paper is as follows. The next section explains the main features of OTT VSS
and relevant regulatory problems inferred from WTO service negotiation. The following section
compares the negotiation strategies of the EU and the US that are reflected in their respective proposals
to the recent multilateral negotiations. The fourth section analyses two countries’ domestic media
regulatory reforms in order to draw implications for future direction of the discussions that would
establish a digital regime embracing OTT VSS. The fifth section concludes with global policy
implications.

II. A Challenge to Regulatory Classification of OTT Services

From the technological point of view, OTT VSS is composed of contents delivery platform, that
is, OTT, and delivery mode, namely, streaming. OTT is generally understood as Internet-based contents
delivery platform.3) In the past, video content was delivered to viewers only over the dedicated
networks of a television broadcast, cable, fiber, or satellite. The proliferation of broadband Internet
connections, however, has enabled content providers to transmit video content to connected devices
called ‘over the top’ of traditional distribution technologies.4) As a result, network operators came
to have less influence on the contents and their distribution5), and content providers can now readily
avoid stringent regulations by which conventional media channels abide.

3) S. Peng, “GATS and the Over-the-Top Services: A Legal Outlook”, Journal of World Trade, vol.50, No.1, 2016, p.22.
4) F. Arthofer et al., “The Future of Television: The Impact of OTT Video Production around the World”, The Boston
Consulting Group, 2016, p.7.
5) F. Blázquez et al., “VOD, Platforms and OTT: Which Promotion Obligations for European Works?‘, IRIS Plus 2016-3,
2016,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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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aming is a way of downloading contents via the Internet but comparable to traditional progressive
downloads.6) In the case of progressive download, consumers have to wait until the entire file of
video, music, or game is downloaded from the Internet before they fully consume it. On the contrary,
streaming, a new online data transfer technique, enables users to enjoy audiovisual content almost
immediately without waiting. Salient features of streaming technology include easy access to broadband
Internet connections, the convenience of usage and no need for large storage capacity on devices.
Thanks to stable and rapid Internet connectivity, streaming services are widely used, and even preferred
to conventional progressive downloads.
On the other hand, media services are often categorized into two services in domestic regulatory
systems: ‘linear’ and ‘non-linear’ services. The EU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AVMSD),
for instance, categorizes television broadcasting, which is provided on the basis of a program schedule,
into a linear audiovisual media service. On-demand audiovisual media services, which are provided
at the moment chosen by the user and at his or her request on the basis of a catalogue of programs,
fall within the coverage of non-linear audiovisual media services. To put it in another way, a scheduled
broadcasting program, in a linear service business model, is ‘pushed’ to consumers through
conventional television networks, the Internet, or mobile phones; in the meantime, consumers, in
a non-linear services business model, ‘pull’ video-on-demand, news or short video clips from the
online network.7) The latter is usually governed by less stringent media regulations due to viewers’
greater control and choice in this respect.
Given the recent explosive growth of OTT video streaming platform, it may not be long before
relevant domestic regulations are adopted in an increasing number of countries, creating significant
trade barriers and even disputes, as some of the previous literature discusses.8) Suppose that WTO
Members want to talk about market access issues for digitally-carried audiovisual services in general
and OTT services in specific, the negotiations would have to entangle first a number of threshold
issues, most of which are technical and procedural. For example, since the OTT services are based
on technological convergence between computer technology, telecommunications, and audiovisual
content, one difficult issue involves finding their relevant sector(s) in the existing GATS framework.
Unfortunately, the GATS framework for service trade negotiations is based on the Services Sectoral
Classification List (W/120), a classification scheme for service sectors devised in the early 1990s
when the Internet was in its infancy. It is obviously unreasonable to expect that the decades-old
classification scheme would provide an appropriate negotiation structure for the newly emerging
6) S. Costello, “Internet Streaming: What It Is and How It Works”, Lifewire, 17 December 2018.
7) S. Peng, “Liberalization of Trade in Television Services: The Negotiation Dilemma and Challenges for the Future”,
Journal of World Trade, vol.43, No.4, 2009, p.676.
8) Peng, supra note 3,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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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media sector.
Given the discrepancy between the obsolete regulatory structure for the service sector and expanding
hybrid of digital technologies and services, major negotiators, especially the US and the EU, suggest forming
the GATS to incorporate the recent development of digitalized services including OTT VSS. Their proposals,
when compared with their past stance with respect to audiovisual and media sector liberalization, seem
to suggest clearer pictures to understand their negotiation strategies towards OTT VSS.

III. Negotiation Strategies for OTT Services: EU vs US

In this section, we examine the original GATS schedules of the EU and the US and their new
schedules offered at the Doha Round. As Peng (2007) succinctly points out, monitoring the bilateral
request-offer procedures shed light on the political dynamics of services trade negotiations and WTO
Members’ specific trade interests. Therefore, the analysis covers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countries’ current state of concessions and reform proposals regarding three most relevant sectors
to OTT VSS: computer and related services, telecommunication services, and audiovisual services.

1. Negotiations for computer and related services
The US, a front-runner i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a leading player in the computer technology
and software sector, committed at the Uruguay Round to fully liberalize the computer and related
services sector. It denied distinguishing sub-categories of the sector except for airline computer
reservation systems so that the computer and related services sector could be liberalized to the broadest
extent possible. This liberalistic approach continued to the Doha Round.
The position of the EU regarding the market opening of computer and related services was essentially
in line with the US but with several distinctive differences. During the Uruguay Round, the EU
(then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their member states) undertook commitments on the computer
and related service sector. It has committed to open all of the sub-sectors listed in W/120 with
specific CPC numbers.9)
During the Doha services negotiation, the EU presented the idea of the so-called ‘cluster’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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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chedule commitments broadly on a 2-digit-level (CPC 84) basis in an effort to streamline trade
liberalization in the computer and related services sector. Moreover, the EU underscored that there
had to be a delineating line between the ‘enabling service’ such as web-hosting or application hosting
and the ‘content or core service’ such as media content or broadcasting that could be possibly delivered
electronically. In such cases, the content or core service was not covered by the computer and related
services. This stance has remained unchanged in its successive negotiation offers at the Doha Round,
including the revised offer10) and the consolidated schedule.11) The negotiation strategy taken by
the EU appears to be clear; it intended not to classify any services connected to media contents
or broadcasting, despite the facts that provision of which was sometimes enabled by computer services,
as part of the computer and related services category.

2. Negotiations for telecommunication services
In negotiations over telecommunication services, the US has also sought the highest level of
commitment. During the Uruguay Round, US negotiation strategy for telecommunication services
was based on the dichotomy of ‘basic’ and ‘value-added’ services. Uber the approach, basic services
included voice services, packet- and circuit-switched data transmission services, and facsimile services,
whereas value-added services referred to services transmitted over telecommunication networks or
computer processing applications to provide subscribers with additional information or involve
subscriber interaction with stored information such as electronic mail, online database retrieval, and
online information and/or data processing.12) In that category, the US has explicitly excluded one-way
satellite transmission of direct-to-home (DTH), direct broadcast satellite (DBS), television services,
and digital audio services from any market access or national treatment obligations.
The US offer for the Doha services negotiations entails some definitional calibrations but the
distinction between basic and value-added telecommunication services remains. It is worth noting
that the US proposed to eliminate the subgroup of ‘Enhanced Telecommunications Services’ under
the heading of ‘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n the original GATS Schedule and move the
9) Sub-sectors of computer and related services in terms of W/120 include: consultancy services related to the installation
of computer hardware (CPC 841); software implementation services (CPC 842); data processing services (CPC 843),
data base services (CPC 844); and other computer services (CPC 849).
10) WTO, Communication from the European Communities – Classification in the Telecom Sector under the WTO-GATS
Framework, TN/S/W/27, S/CSC/W/44, 10 February 2005.
11) WTO, Communication from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Their Member States – Conditional Revised Offer,
S/C/W/273, 9 October 2006.
12) W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 Supplement 2, GATS/SC/90/Suppl.2,
11 Apri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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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subcategories to the new heading titled ‘E. Information Services (Value-added services)’,
which did not exist in W/120.13) Not only did it maintain its previous position to distinguish basic
and value-added telecommunication services, but the division of the two seemed to be bolstered,
when compared to the classification of W/120 and its original Schedule, in which the two services
were merely subgroups within the heading of ‘C. Telecommunications Services14)’.
On the other hand, the original EU GATS Schedule contains nearly full commitments on
telecommunication services. One of the most noticeable features of the EU Schedule is that it intended
to exclude ‘broadcasting’ from telecommunication commitments. While telecommunication services
were defined as the ‘transport of electromagnetic signals – sound, data image and any combinations
thereof’, broadcasting was explicitly carved out from liberalization commitments under the category
of telecommunication services.
Then, in its 2005 communication, the EU proposed to revise the schedule, taking a new negotiating
approach in the telecommunication services sector. The EU has argued that economic activities that
provided contents by using telecommunication services as its transport were beyond the intended
scope of telecommunication services.15) Furthermore, the EU sought to make the provision of
audiovisual or broadcasting contents, which were not intrinsically linked to the transmission and
reception, a type of services subject to the classification of audiovisual service sector, rather than
to that of telecommunication service sector.
Following the communication, the EU revised offers and suggested a consolidated schedule at
the Doha Round. There were a number of meaningful changes in the negotiation strategy for the
telecommunication sector. First, to base its commitments on the more comprehensive classification
of telecommunication services, the EU has redefined telecommunication services as ‘[a]ll services
consisting of the transmission and reception of signals by any electromagnetic means’. From the
scope of telecommunication service, it has excluded ‘broadcasting’ as it consistently has done. The
EU has expected such a far-reaching definition based on the functions performed to cover unmistakably
all telecommunication services. Second,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EU has proposed a ‘cluster’
approach for the telecommunication sector to abandon the dichotomic view of basic and value-added
services. It was a part of EU negotiators’ efforts to create greater legal certainty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and to prevent national regulators from discriminating between different

13) Information services are defined as ‘the offering of a capability for generating, acquiring, storing, transforming,
processing, retrieving, utilizing, or making available information via telecommunications’. See WTO, United States
– Revised Services Offer, TN/S/O/USA/Rev.1, 28 June 2005.
14) WTO, European Communities and Their Member States –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GATS/SC/31/Supple.3,
11 April 1997.
15) WTO, Communications from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Their Member States – Conditional Revised Offer,
TN/S/O/EEC/Rev.1, 29 Jun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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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ies in providing a service.
The cluster approach clearly accords flexibility to trade negotiators on a technologically neutral
basis in line with technological development.16) Although the EU approach toward the classification
of telecommunication sector would help clarify confusing definitions, however, not all WTO Members
agreed with the idea. The US raised its concern that the EU’s classification scheme might not cover
value-added services, which the US considered as essential part of telecommunication services.17)

3. Negotiations for audiovisual services
Since the beginning of the Uruguay Round, the US has insisted that the audiovisual services
sector should be made negotiable. From its point of view, the GATS has trade disciplines flexible
enough to accommodate specific concerns such as special cultural characteristics.18) The US has
also presented the diverse set of activities that might be considered as part of the audiovisual sector.
Among others, ‘converged transmission services’, which transmit other forms of data, voice or other
communication services from producers to end-users, was exemplified as an audiovisual or an
audiovisual-related service activity.19) Although it did not specifically describe what constituted
‘converged transmission services’, it seems plausible to assume that US delegates were certainly
aware in the early 2000s that it was technologically feasible to deliver audiovisual content over
the online network.
Against this backdrop, at the Doha Round, the US proposed to substantially transform the
classification scheme in order to promote deeper liberalization in the audiovisual sector. One of
the most noticeable suggestions was to break down the sub-category of ‘motion picture and video
tap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ervices’ in the original GATS schedule into four sub-sector:
promotion or advertising services; motion picture or video tape production services; motion picture
or video tape distribution services; and other services in connection with motion pictures and video
tape production and distribution.20) It is important to highlight that the US separated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elements of motion picture and video tape. it also attempted to add a new
classification, ‘promotion or advertising services and other services in connection with motion pictures

16) R. Weber and M. Burri, Classification of Services in the Digital Economy (Berlin: Springer, 2013), p.126.
17) WTO, Communication from the United States – Classification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under the WTO-GATS
Framework, TN/S/W/35, S/CSC/W/45, 22 February 2005.
18) WTO, Communication from the United States – Audiovisual and Related Services, S/CSS/W/21, 18 December 2000.
19) Ibid.
20) WTO, supra not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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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video tap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into its Schedule.
Moreover, the revised offer introduced a new classification, entitled ‘Other Communications
Services’, which is a category non-existent in the W/120 scheme. Under the new classification,
several sub-categories were included: cable services provided over a cable system; one-way satellite
transmission of DTH and DBS television services and of digital audio services; program transmission
services; broadcast television transmission services; radio broadcast transmission services; and radio
and television combined program making and broadcasting services. The new classification scheme
separating a ‘transmission’ element from a ‘content’ element in audiovisual services could be an
innovative strategy to address the technological convergence phenomenon in the sector.
In the case of OTT VSS, the possibility of being qualified as the ‘transmission’ of video content
cannot be ruled out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its ‘streaming’ function. If OTT VSS is to fall
within ‘other communications services’ because of its role of transmitting audiovisual content, countries
who want to exempt culture-related services from trade negotiation under the rationale of cultural
products may face significant pressure to take new commitments on this sector.21)
As for the audiovisual sector, the EU has strongly insisted on cultural exemptions since the conclusion
of the GATT in 1947.22) In particular, it was believed that preserving and nurturing the domestic
media industry was essential to promote cultural diversity.23) In line with this logic, the EU has
never undertaken any commitment to audiovisual services in terms of W/120 to maintain utmost
discretion in domestic cultural policy. Furthermore, it as scheduled various most-favored-nation (MFN)
exemptions pursuant to the Annex on Article II Exemptions to the GATS. The EU has also shown
no willingness to abandon its ‘all-or-nothing’ negotiation strategy at the Doha Round.24) Given the
innovation-friendly or a pro-trade approach taken for computer and telecommunication services, it
remains to be seen how much longer the EU would adhere to the delineation of computer and
telecommunication services, on the one hand, and audiovisual services, on the other, in spite of
technological convergence.25)
21) The US pushes its trading partners even harder to open markets for OTT video streaming services by taking a
negative-list approach during RTA services negotiations.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for example, touts
that Korea-US FTA ensures that US-origin online video and streaming music is not subject to Korea’s legacy media
restrictions. See USTR, 2019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2019, p.322.
22) Article IV of the GATT sets forth special rules relating to cinematograph films allowing exceptions to the general
national treatment obligation. See, for more historical background on Article IV of the GATT, generally T. Voon,
Cultural Products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p.92-96.
23) See L. Garrett, “Commerce Versus Culture: The Battl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over
Audiovisual Trade Policies”, North Carolin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Commercial Regulation, vol.19, No.3,
1994;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ouncil Resolution of 21 January 2002 on the Development
of the Audiovisual Services Sector, 2002/C32/04, 5 February 2002.
24) Weber and Burri, supra note 16, p.88.
25) At the regional level, the all-or-nothing negotiating strategy combined with the positive-list approach of the EU for
the audiovisual sector has continued until a Korea-EU FTA negotiation. Recently completed services negot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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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gulatory Developments for OTT Services
in the EU and the US

The US and EU positions with regard to cross-border digital supply of audiovisual contents like
OTT VSS, which can be best inferred from their Doha proposals as the previous section has analyzed,
appear to be consistent with direction of their efforts to establish relevant domestic schemes. In
this section, we further explore recent development under the domestic regulatory reforms in the
two countries and attempt to confirm their positions in the trade rule-making at the WTO.

1. EU Regulatory Approach for OTT Video Streaming Services
In the context of content regulation, the EU regulatory framework concerning OTT VSS has struggled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this new type of media business model must be governed in the same
way as conventional media services such as television broadcasting.26) As the new type of video
programming services, which did not rely on a dedicated conventional transmission facility, had
become widely available, EU regulators have decided to expand the scope of domestic regulatory
framework to include online audiovisual media services.
The AVMSD of 2010 covers all audiovisual media services including television broadcasting and
on-demand video services, irrespective of the technology used to deliver content. However, services
are outside the purview of the legislation unless the provider holds control, that is, editorial
responsibility, for the content offered. The user-generated content offered by YouTube, for instance,
are not subject to the AVMSD because YouTube does not exercise control over the content, whereas
Netflix, which manages content and obligations appear to be relatively lax with respect to non-linear
or on-demand audiovisual media services where consumers play an active role in deciding the program
content and the time of watching. In contrast, linear media service providers are continuously subject
to stringent regulations since they take control of the content and program schedules.27)
The AVMSD was amended in November 2018 to respond to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s in
of the EU-Japan EPA and the EU-Canada CETA were, however, carried out on a negative-list basis.
26) Weber and Burri, supra note 16, p.89.
27) A linear audiovisual media service is ‘provided by a media service provider to simultaneous viewing of programs
on the basis of a program schedule’ (Art. 1(e) of the AVMSD). A non-linear audiovisual media service is ‘provided
by a media service provider for the viewing of programs at the moment chosen by the user and at his individual
request on the basis of a catalogue of programs selected by the media service provider’ (Art. 1(g) of the AVM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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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udiovisual and online video-on-demand (VOD) markets in a more active manner. A number
of changes in the regulatory framework concerning online video services draws our attention: revised
rules extend to video-sharing platform services and social media services such as YouTube and
Facebook, which used to be beyond the scope of the AVMSD; minimum content quota of 30 per
cent imposed on Internet-based VOD services (see Figure 1).28) It must be true that the EU is
not only hesitant to discard the protectionist approach to digital media industry but also in favor
of government engagement in the sector even in the age of digital transformation. Such a protectionist
or ‘all-or-nothing’ approach of the EU may not radically change at the international trade negotiations.

2. US Regulatory Approach for OTT Video Streaming Services
The US domestic communication regulatory framework has traditionally dealt with various types
of communication media on a silo approach basis.29) For example, communication services are defined
and classified in terms of technological features; then, each of them is bound by specified regulation.
To elaborate, telecommunication carriers, wireless broadcasting operators, and cable companies are
subject to Title II, Title III, and Title IV of the Communications Act of 1943, respectively, whereas
ICT-enabled services delivered online are often classified as ‘information services’. Based upon the
approach, the US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USFCC) categorizes entities in the video
distribution industry, the most relevant industry to OTT VSS of our interests, into three groups:
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s (MVPD); online video distributors (OVD); and broadcast
television stations. From the regulator’s point of view, an MVPD is an ‘entity that makes available
for purchase by subscribers or customers multiple channels of video programming’, including cable
companies, DBS MVPD, telephone company MVPD, and combined telephone companies and DBS
MVPD.30)
Less than two decades, varying types of OVD, which are analogous to OTT video service providers,
have penetrated into households at a rapid pace by taking advantage of lax regulation on them.
Unlike a traditional MVPD, whose service area is dependent on the provider’s dedicated facilities-based
28)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Directive (EU) 2018/18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November 2018 amending Directive 2010/13/EU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Audiovisual Media Services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in View of Changing Market Realities, OJ L 303/69, 28 November 2018.
29) P. Larouche, “Dealing with Convergence at the International Level”, in D. Geradin and D. Luff (eds.), The WTO
and Global Convergence in Telecommunications and Audio-Visual Servic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p.403-405.
30) USFCC, The 18th Report on the Annual Assessment of the Status of Competition in the Market for the Delivery
of Video Programming, MB Docket No.16-247, 17 Januar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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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rastructure, OVD may provide viewers with the online video content in any place at any time
if broadband Internet services are available. With the growing volume of video content being supplied
by OTT streaming platforms, the USFCC was asked to level the playing field and accommodate
the technological transition taking place in the video distribution industry.31) Subsequently, the USFCC
modernized the definition of MVPD in 2015 to include ‘services that make available for purchase,
by subscribers or customers, multiple linear streams of video programming, regardless of the
technology used to distribute the programming [emphasis added]’.32) Thus, linear OTT VSS suppliers,
which provide pre-scheduled streams of video programming and used to be classified as OVD, would
fall within the scope of MVPD.
However, non-linear service providers, which transmit online video content at a time of viewer’s
choosing, would be qualified as OVD and still remain outside of the scope of MVPD (see Figure
2). Taking into account its recent domestic media regulatory reforms, it is likely that, at prospective
trade negotiations, the US would continue to maintain a negotiation strategy of separating non-linear
OTT VSS from linear ones.

V. Analysis of the OTT Services Trade Negotiation:
‘All-or-nothing’ Approach vs ‘Salami-slice’ Approach

Based on the EU and US strategies inferred from the international trade negotiations as well
as their domestic regulatory reforms, this section analyzes the GATS services trade negotiation
structures, delving into possible approaches to incorporate OTT VSS in the multilateral scheme.
In the case of the EU, there is no sign of changes in negotiation strategy to draw a distinct
line between telecommunications and audiovisual services despite technological convergence.
Considering its high sensitivity to cultural products and the media industry, it is assumed that the
EU would classify OTT VSS as audiovisual services at trade negotiations, regardless of whether
video content is transmitted in a linear way or a non-linear way over the Internet. In so doing,

31) USFCC, FCC Proposes to Modernize MVPD Definition, 19 December 2014.
32) Federal Register, Promoting Innovation and Competition in the Provision of 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ion Services, 80 FR 2078, 15 January 2015.

184

●●● 제 3 부

Trade Negotiations in the Digital Era: A Case of OTT Video Streaming Services | Dongchul Kwak ●

the EU would take OTT VSS off the negotiating table to preserve a policy space, imposing
discriminatory or protectionist measures, such as content quota or subsidies, in favor of domestic
OTT providers. European Commission’s latest regulatory reforms confirm our preliminary conclusion:
online video-sharing platform services and social media services no more fall within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subject to the Electronic Commerce Directive; instead, they are, for the first time,
qualified as audiovisual media service providers under the AVMSD of 2018; and minimum 30 per
cent content quota would be imposed on on-demand audiovisual media services such as Netflix.
Contrary to the EU’s ‘all-or-nothing’ strategy, the US has attempted a ‘salami-slice’ strategy at
services negotiations to liberalize trade in audiovisual services converged with digital technology.
The salami-slice strategy hereby refers to a trade negotiation strategy of breaking down
digitally-enabled audiovisual services into several sub-sectors, negotiating market opening for each
sub-sector one by one. As a part of this salami-slice strategy in the audiovisual services sector,
the US could make an argument that OTT video streaming services fall not within audiovisual services
but within computer or related services, value-added telecommunication services, or other
communication services, which is subject to much more liberal commitments in the GATS context.
With more emphasis on transmission, database, and data processing elements of the OTT video
streaming services, the US could push hard its trading partners, including the EU, to undertake
a market opening commitment on each element of OTT VSS at trade negotiations. Moreover, the
USFCC has made the distinct separation of linear streaming services and non-linear services. It
has recently decided that multiple linear streams of video programming were covered by MVPD
but non-linear streaming services were subject to much less stringent media regulation as they were
provided by OVD.33) It is probable that the US would pursue utmost trade liberalization at least
in the non-linear OTT VSS sector to exploit great trade opportunities.
Therefore, it is conspicuous that the two countries will keep their respective conventional positions
toward the digitalized audiovisual sector as they have done so toward the analogous one decades
ago. Essentially, a clash over opening the cultural markets in the digital world seems unavoidable;
but, this time, the tension is likely to linger on technical issues like how to categorize them under
the outdated GATS classification scheme.
Many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Korea, China, Southeast Asian and Latin American countries
are at the critical crossroads in the era of digitalization. Some countries have great potential to

33) Although linear OTT video streaming business might suffer from legacy regulations as a result of the new definition,
MacDonald asserts that the benefits would outstrip the potential for harm. She takes guaranteed access to programming
and exemption from data caps as just two examples of the benefits. See M. MacDonald, “Comcast v. Netflix: Why
the FCC Should Redefine 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s to Include Over-the-Top Video Providers”,
Colorado Technology Law Journal, vol.12, No.2, 2014,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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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ome a cultural powerhouse in the global market. Korea’s pop music and film industries, for
instance, are good examples affirming the view that innovative digital technologies and pro-trade
policies can be helpful for the national cultural industry to grow competitive in the global market.34)
However, it should not be neglected that there is also an increasing demand from domestic politics
to strengthen regulations against OTT VSS supplied by foreign providers. Not to mention Korea35)
but in a growing number of countries, express resistance to foreign-supplied OTT services and
subsequent regulatory responses are observed. To take a few examples: in 2018, Indonesia adopted
a legal basis to impose customs duties on electronically delivered movies, e-books, and music; in
Brazil, the government applies to foreign media content producers significantly higher taxes than
it does to domestic ones. Countries except for the EU and the US have not yet clearly decided
their positions in the trade negotiations for OTT services-related sector. Given the two different
approaches suggested by the Atlantic negotiators, the other countries would have to come up with
a strategy that serves best their industrial and market situations.
An alternative, however, would be to consider using the updated version of CPC at the services
negotiation fora. To illustrate, the latest CPC 2.1, made available since 2015, includes a group entitled
‘on-line content (CPC 843)’ unde the division of ‘telecommunication, broadcasting, and information
supply services (CPC 84)’. OTT VSS could be readily recognized to fall under the subclass of
‘streamed video content (CPC 84332)’, as this subclass explicitly includes ‘streamed video data
sent over the Internet’.36)
Nevertheless, CPC 2.1 has a limitation, too. It is still uncertain whether its new category
encompassing streamed video contents covers both non-linear and linear services.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ew classification of CPC 2.1 and countries’
commitments made under the GATS in accordance with W/120.37) The task of clarification, in turn,
employs substantive negotiations for service sectors, suggesting a long bumpy road ahead.

34) See P. Messerlin, “Turning the Single Digital Market into a House of Cards? The European Local Content Quota
on Netflix”, ECIPE, 2016; P. Messerlin and W. Shin, The Success of K-pop: How Big and Why So Fast?“, Asian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45, No.4, 2017; J. Parc and P. Messerlin, ”In Search of an Effective Trade Policy
for the Film Industry: Lessons from Korea“, Journal of World Trade, vol.52, No.5, 2018.
35) See J. Sohn, “Korea Moves to Strengthen Regulation on Facebook, Google, Netflix”, The Korean Herald, 10 September
2018.
36) UN,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CPC) Version 2.1, ST/ESA/STAT/SER.M/77/Ver2.1, 2015.
37) Weber and Burri, supra note 16,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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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Conclusion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convergence between computer technologies, telecommunications,
and media contents has substantially changed forms of trade, especially in the audiovisual services
sector. Once being highly insulated from globalization, the audiovisual sector is now deeply embedded
in a digital world, which makes ‘exception culturelle’ rationale gradually lose its ground.38) As shown
in the analysis of this paper, the case of OTT VSS highlights fundamental issues central to the
ongoing trade negotiations.
As we have discussed, the existing service sector classification adopted by the WTO falls short
of providing an appropriate up-to-date framework for the negotiators to talk about market accesses
accordingly. In addition to the technical issues surrounding the classification and the modality,
development of the domestic regulatory reforms in the EU and the US suggests that trade negotiations
concerning digital media services would be ever controversial. It is likely that the EU continues
to pursue the exemption of audiovisual services from trade negotiations: to this end, it would insist
classifying OTT VSS as part of audiovisual services. On the contrary, having the world’s dominant
suppliers of the OTT services, the US would push forward to modify the current classification scheme
in order to distinguish the streaming or transmission aspect of the OTT VSS from the audiovisual
contents it carries. It may even attempt to separate non-linear services from linear services, and negotiate
to win other trading partners to commit market opening in the non-linear service sector at least.
Given the two approaches to OTT VSS-related negotiations in the WTO, the other countries have
not yet made a clear choice. It is a critical time for national policymakers to calculate the net benefit
of industrial interests and consumers among others factors before they decide to regulate OTT VSS.
On top of the classic controversy over audiovisual market liberalization, they also have to carefully
take into account the irresistible wave of digitalization as well as principal absurdity to construct
territorial barriers in cyberspace.

38) P. Cowey and J. Aronson, Digital DNA: Disruption and the Challenges for Global Governa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p.243; Peng, supra note 3,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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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hanges in the EU legal framework concerning OTT VSS

Source: Author’s compilation

Figure 2. USFCC’s new categorization of providers of video programming

Source: Author’s compi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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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dynamics of trade negotiations over over-the-top (OTT) video streaming
services (VSS) in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Specifically, it compares specific commitments
made under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and offers submitted to the Doha
Round negotiations by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and examines the two countries’
recent domestic media regulatory reforms in order to delineate major negotiation issues for OTT
VSS.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suggest that the EU continues to take an ‘all-or-nothing’ negotiating
strategy while the US takes a ‘salami-slice’ strategy on OTT VSS to pursue the utmost trade
liberalization in the sector. The case study of OTT VSS highlights fundamental issues central to
the ongoing services trade negotiations in the digital era. It may provide policymakers with significant
implications regarding digital trad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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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같은 전염병을 통제할 수
있는 해결방안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접촉경로 추적조사와 같은 디지털 기술의 폭넓은
보급이 손꼽히고 있다.1) 온라인 쇼핑, 인공지능 로봇을 이용한 배달서비스, 각종 전염병 증상 확인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전염병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겨버린 사람
간의 물리적 거리를 다시 원상태로 복구해 줄 것이고, 나아가 국가 간 물리적 거리 역시 좁혀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중 IV 단원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대한국제법학회 신진학자학술대회 발표를 위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본고는 필자의 개인적 견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대법원의 공식 입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대법원 국제심의관(변호사, 법학박사)
1) Luca Ferretti, Chris Wrymant, Michelle Kendall, Lele Zhao, Anel Nurtray, “Quantifying SARS-CoV-2 transmission
suggests epidemic control with digital contact tracing”, 31 March 2020, Sci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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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국제기구들은 최근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 전염병으로 인하여 근시일
내에 디지털화가 가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2) 세계무역기구 역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사회
의 디지털화를 가속시킴으로써, 온라인 무역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과 규칙의 발전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예상3)하는 등 세계적 유행병으로 말미암은 무역의 디지털화 및 이를 규율하기 위한 국제규
범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불과 2017년 말까지만 해도 현지 컴퓨터 설비 설치 금지,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원시코드 공개
금지 등 선진적인 디지털 무역 규범이 정말로 현실화될지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다. ‘가장 야심차고
전도유망한

인터넷

관련

무역협정’이라

평가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조차 미국의 탈퇴로 발효 자체가 불투명했다. 선진적 디지털 무역 규범이 논의되었
던 복수국간 서비스무역협정(TiSA) 협상 역시 재개될 여지도 없이 중단되었을 뿐 아니라, 미국과
EU 간의 무역협상도 중단되었고, 당시에는 일본과 EU 간의 경제동반자협정 협상도 지지부진했다.4)
그러나, 근래 들어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무역 규범들이 시시각각 일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이 발효, 무려 11개국이 디지털 교역 관련 각종 선진 규범들을
이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CPTPP와 유사한 디지털 무역 규범으로 장착된 미국, 멕시코, 캐나다간
무역협정(USMCA)도 발효를 추진 중에 있다. 심지어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 및 디지털경제파트너십
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과 같이 디지털 무역규범만을 다루는 독자적인
무역협정도 등장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미국은 디지털 교역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지니
고 있으므로 미국의 무역정책은 이와 같은 사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5)하는 등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자국 디지털 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규범을 마련하려는 의도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반면,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은 여전히 선진적 규범 도입에는 매우 신중할 뿐더러,
EU와 같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여러 이유를 들어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의 디지털 규범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듯, 지역무역협정 차원에서 수준 높은 디지털 무역규범들이 다수 반영되었을 뿐 아니라,
이를 다자규범 체재에 도입하기 위해 2019.5월 개시된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수준 높은 디지털 무역규범에 대한 각국의
입장 간에는 여전히 큰 간극이 있다. 이중에서도 ‘비차별 대우원칙’은 무역규범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대원칙 중 하나로 간주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무역규범 내로의 도입시 매우
2) UNCTAD, “The COVID-19 Crisis: Accentuating the Need to Bridge the Digital Divides”, 6 April 2020, UNCTAD/DTL/
INF/2020/1, p.3.
3) WTO, “E-Commerce, Trade and the COVID-19 Pandemic”, 4 May 2020,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covid19_e/ecommerce_report_e.pdf (2020.5.15. 최종방문).
4) Jane Kelsey, “E-commerce - The development implications of future proofing global trade rules for GAFA”, 2017,
Paper to the MC11 Think Track, ‘Thinking about a Global Governance of International Trade for the 21st Centur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n the eve of the 11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Buenos Aires, Argentina, p.9.
5) U.S. Trade Representative (USTR), “2019 Trade Policy Agenda and 2018 Annual Report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n the Trade Agreements Program”, 2019,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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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스럽게 접근되는 점이 주목된다. 따라서 본고 II.에서는 수준 높은 디지털 무역규범 중에서도
비차별 대우원칙이야말로 상품이나 서비스무역에서와 같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되짚어 보고,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지역무역협정 차원에서 발전되어 온 비차별 대우규정의 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III.에서는 지역무역협정상 비차별 대우규정이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IV.에서
비차별 대우원칙의 적용방식을 검토해 봄으로써, 향후 디지털 무역상 비차별 대우규정의 수립방향을
가늠해 보기로 한다.

II. 디지털 무역상 비차별 대우원칙

1. 디지털 무역상 비차별 대우원칙의 필요성
사전적 정의6)에 따르면 ‘차별 (discrimination)’은 둘 이상의 대상에 차이를 두어 구별하는 것이고
법적 관점에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 기준에 의하여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 즉 유사한 상황에서의 다른 대우(treatment of similar situations differently)를 의미한다.7) ‘국제
무역에서의 비차별 대우’원칙은 서로 같은 두 개의 대상을 다르게 대우(discrimination)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는 각국의 경제적 국수주의를 타파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세계 경제 차원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도모하고 있다.8) 이렇듯, 국가 간 또는 원산지 간 차별을 철폐하고자 하는 비차별 대우원칙은
GATT 및 WTO에 따른 다자무역 체재가 개시되기 훨씬 이전부터 가장 중요한 국제무역의 대원칙으
로 간주 되어 왔다.
한편, 데이터의 이동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소비자 및 개인정보 보호, 전 세계 인터넷 플랫폼
시장을 독점하는 기업들로 인한 반경쟁법적 문제, 디지털 전자 지불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등
사이버 보안,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사회적 책임 등 인터넷을 필두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며 너무나 다양한 이슈가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을 규제하기 위하여 도입되는 각종
정책들9)은 때로는 해외 디지털 재화 및 서비스 공급자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과도한 행정적,

6) Cambridge dictionary, ‘the practice of treating people, companies, countries, etc. in the same way as others in order
to be fair’.
7) Davey, W. J., “Non-discrimination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 The Rules and Exceptions”,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2012, p. 56.
8) 이춘삼, “GATT/WTO상의 비차별 원칙”, ｢산업경영연구｣ 제29권 3호, 2008,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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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부담을 부담하게 하거나 서비스 공급 자체를 포기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더욱이 최근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같은 전염병으로 인하여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라인
쇼핑, 원격의료, 공급망 4.0, 3D 프린팅 등 10대 기술 모두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10)
이에 따라 국가들은 앞다투어 자국 디지털 산업 육성 계획을 천명11)하고 있다. 디지털 무역시
생겨나는 다양한 이슈들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각국의 절박함에 기인한 산업 장려 정책 역시 자칫 위장된 무역제한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디지털 무역 관련 국제 규범을 수립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자유롭고 공정한 디지털 무역환경
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는 점은 일반적인 국제무역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과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서문은 ‘관세 및 무역장벽의 삭감’뿐 아니라 ‘국제무역 관계에 있어서의 차별대우
의 폐지’야말로 세계무역기구협정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적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관세 등 무역장벽이
제거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차별대우가 존재한다면 공정한 경쟁조건이 보장될 수 없으므로 무역장벽
제거와 비차별 대우원칙은 상호 분리할 수 없는 관계임에 틀림없다. 이와 같은 점에서 디지털
무역상 비차별 대우원칙이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디지털 무역규범에서는 이를 소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정신을 서문이나 일반조항 등에 명시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많은 지역무역협정상 전자상거래의 장에서도 전자상거래야말로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므
로 이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 제거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있을 뿐,12) 비차별 대우원칙의 중요성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하에서는 지역무역협정상 제한적으로 도입되
어 온 디지털 무역에 관한 비차별대우 규정의 연혁과 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지역무역협정상 비차별 대우규정
현재까지 WTO에 통보되고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 중 디지털 교역이나 전자상거래가 명시적으
로 언급되어 있는 협정은 약 85개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비차별 대우규정이 포함된 협정은 약
27개 정도에 불과하다.13) 더욱이, 미국, 일본, 싱가포르 및 한국 등이 당사국인 협정들만이 주로

9) 디지털경제파트너십협정 서문에서도 ‘디지털경제 내의 통상과 관련되는 장벽의 증가를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는
국제규범 업데이트의 필요성을 인정하며’라고 명시하는 등, 디지털 경제에 들어서며 각종 무역장벽이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10) WEF, “10 technology trends to watch in the COVID-19 pandemic”, https://www.weforum.org/agenda/2020/04/10technology-trends-coronavirus-covid19-pandemic-robotics-telehealth/ (2020.5.15. 최종방문).
11) 2020.5.6.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데이터, AI 활용 지원을 위한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성장 촉진 특별법(가칭)
제정을 위한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
do?bbs_seq_n=162906&bbs_cd_n=81&currentPage=31&search_key_n=title_v&cate_n=&dept_v=&search_val_v=
(2020.5.15. 최종방문).
12) CPTPP 제14.2조 제1항.
13) WTO, “Provisions on Electronic Commerce in Regional Trade Agreement”, World Trade Organization Economic
Research and Statistics Division, 2017, 동 보고서는 2017.5월까지 WTO에 통보된 총 275개의 지역무역협정을 대상으
로 조사하였고, 그 이후부터 2020.4월까지 추가로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은 총 19개이다. 추가로 통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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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차별 대우규정을 포함하고 있을 뿐, 중국이나 EU 등 여타 주요국이 주도하는 지역무역협정에는
비차별 대우원칙이 명시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 물론, 다자무역 체재차원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비차별 대우원칙을 법규화한 적은 더더욱 없다.14) 게다가, 2019.5월 공식 개시된 WTO 전자상거
래 협상을 위하여 각국이 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비차별 대우규정을 공식적으로 명시한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15)
디지털 교역이나 전자상거래의 장 내에 별도의 비차별 대우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은
대부분 디지털 제품의 개념을 설시한 후, 동 디지털 제품에 ‘국한한’ 비차별 대우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차별 대우규정은 1) 타방 당사국의 디지털 제품에만 국한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
는 방안, 2) 타방 당사국의 디지털 제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는 물론 최혜국 대우도 함께 부여하는
방안, 3) 차별적 조치 제거를 위해 양 당사국이 노력하도록 하는 도의적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16)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식은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를 동시에 부여하는
2) 번 방안17)이다. 2) 번 방안은 타방 상대국의 디지털 제품에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를 모두
부여하는 방식으로, 타방 당사국 영역에서 창조, 생산, 출판, 저장, 전송, 계약, 위임 또는 처음
상업적으로 이용된 해외 디지털 제품을 비차별 대우원칙의 대상으로 삼는 ‘장소와 행위의 결합조건’
을 추가하기도 하고, 저자, 공연자, 생산자, 개발자 및 배포자가 타방 당사국의 인인 디지털 제품이
비차별 대우원칙 대상이라는 ‘행위자의 형태’를 규정하기도 한다. 나아가 일부 지역무역협정의
경우18)에는 자국 영역 내에서 창조, 생산, 출판, 저장, 전송, 계약, 위임 또는 처음 상업적으로
이용된 동종 디지털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차별대우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일 경우 비차별 대우원칙 위반으로
간주하고자 하는 조항으로 이해된다.
비차별 대우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은 전자적 전송에 관한 무관세의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19) 이를 기술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첫째 방식은

14)

15)
16)
17)
18)
19)

지역무역협정 중 캐나다-우크라이나 FTA, 캐나다-EU FTA (CETA), 중-조지아 FTA, 터키-싱가포르 FTA, TPP, EU일본 EPA가 전자상거래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비차별 대우원칙을 포함하고 있는 협정은 TPP 및 터키-싱가
포르 FTA 총 2개이다.
WTO,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AIMING AT THE 11TH MINISTERIAL
CONFERENCE Communication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Pakistan Revision 1”, JOB/GC/110/Rev.1
(16 November 2016) 중국의 경우 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통관 절차 간소화 등 관세통관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WTO, “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 ESTABLISHING AN
ENABLING ENVIRONMENT FOR ELECTRONIC COMMERCE Communication from the European Union”,
JOB/GC/188 (15 May 2018)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EU 경우 역시 전자 계약, 전자인증 및 신뢰, 소비자 보호,
스팸메일,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인증 요건 및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원칙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디지털 제품이라던가,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원칙은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현재 수록되어 있는 WTO online documents 중 공개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확인한 결과이다.
WTO, 위의 자료(각주 13), p.35.
Ibid, p.36.
예를 들어 2013.7.1. 발효된 싱가포르와 코스타리카 간 자유무역협정 제12.4조 3항이 그러하다.
특이하게도 한-캐나다 FTA의 경우에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규정은 부재하는 반면, 한-미 FTA와 유사한
디지털 제품의 정의에 대하여 설시한 후, 제13.3조 (관세)를 두고,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디지털 제품’에 국한한
무관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97

● 2020년 신진학자학술대회 국제법의 새로운 쟁점을 찾아서

미-싱가포르 FTA20)와 같이 ‘디지털 제품’이라는 한 조항 내 같이 규정하는 방식21)이다. 미-싱가포르
FTA는 ‘디지털 제품’이라는 제목 아래, 1항에서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수출입시 무관세 의무를
규정한 후, 3항부터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미국, 싱가포르, 한국이 체결한 FTA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는데, 한국이 체결한 한미 FTA, 한-싱가포
르 FTA, 한-중미 FTA 모두 ‘디지털 제품’이라는 제목 아래 디지털 제품에 대한 무관세의무와
비차별 대우원칙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둘째 방식은 비차별 대우원칙과 무관세 모라토리움를
별도의 조항에서 다루는 방식인데, 이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디지털 제품이라는
제목의 하나의 조항 아래 무관세의무와 비차별 대우규정을 동시에 규정하는 첫째 방식을 별개의
조항으로 나누어 디지털 제품에 대한 무관세 의무 조항과 디지털 제품의 비차별 대우원칙을 각각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첫째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 미-칠레 FTA22)나 미-호주 FTA23)
의 경우가 바로 디지털 제품에 대한 무관세 부과의무 및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원칙을
별도의 조항으로 규율하고 있다. 후자인 터키-싱가포르 FTA, 호주-싱가포르 FTA, 스리랑카-싱가포
르 FTA, 일본-몽골 EPA 등의 유형에서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를 하나의 조항으로
구성하는 한편, 별개의 조항을 두고 무관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디지털 제품’이 아닌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의무를 부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전자와 구별된다. 즉, 후자의 방식은, 적어도
관세 측면에서는 무관세 부여 대상을 디지털 제품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전송’과 관련된
모든 것으로 더 확대하려는 태도로 판단된다. 한편, 2019.5월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하여
미국이 제출한 제안서24)에 따르면 미국이 체결한 FTA상 다양한 조항의 형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20) ARTICLE 14.3 : DIGITAL PRODUCTS
1. A Party shall not apply customs duties or other duties, fees, or charges on or in connection with the importation
or exportation of digital products by electronic transmission.
2. Each Party shall determine the customs value of an imported carrier medium bearing a digital product according
to the cost or value of the carrier medium alone, without regard to the cost or value of the digital product stored
on the carrier medium.
3. A Party shall not accord less favorable treatment to some digital products than it accords to other like digital
products:
a) on the basis that
(i) the digital products receiving less favorable treatment are created, produced, published, stored, transmitted,
contracted for, commissioned, or first made available on commercial terms, outside its territory; or
(ii) the author, performer, producer, developer, or distributor of such digital products is a person of the other
Party or a non-Party, or
(b) so as otherwise to afford protection to the other like digital products that are created, produced, published,
stored, transmitted, contracted for, commissioned, or first made available on commercial terms, in its territory.
21) 미-모로코 FTA 제14.3조, 미-페루 FTA 제15.3조, 미-오만 FTA 제14.3조, 파나마-싱가포르 FTA 제13.3조, 인도 싱가포
르 FTA 제10.4조, 코스타리카-싱가포르 FTA 제12.4조, GCC-싱가포르 FTA 제7.4조도 동일한 ‘디지털 제품’이라는
조항에 무관세 의무 및 비차별 대우원칙을 모두 규정하고 있다.
22) 미-칠레 FTA 제15.31조 (디지털 제품 관련 관세), 15.4조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23) 미-호주 FTA 제16.4조.
24) WTO, “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 communication from the U.S.”, INF/ECOM/5 (25
March 2019).
3. FAIR TREATMENT OF DIGITAL PRODUCTS
3.1. WTO Members have long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ensuring fair, nondiscriminatory, duty-free treatment
of digital products and services. Digital products like apps, songs, books, games, and videos are cr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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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 바는 다소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관세 측면이든지 비관세 측면이든지 간에 ‘디지털
제품’을 기준으로, ‘공정대우’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 일관된 태도로 보인다.
한편, 비차별 대우원칙을 규정하는 일부 지역무역협정 중에서는 비차별 대우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예외 부분을 따로 명시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보조금, 지식재산권과 충돌하는 부분이
나 정부조달, 정부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방송 서비스25) 등의 경우 비차별 대우원칙의 적용대상에
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제품이 내용적 측면에서 특히 지식재산권과 관련 있고,
방송 서비스의 경우 자국 디지털 제품을 보다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 등이 부각되고, 자국 디지털
제품의 문화적, 교육적 콘텐츠 육성 등을 위해 각종 보조금 지급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디지털 무역에 대한 비차별 대우원칙을 강행규정으로 포함하는 모든 지역무역협정들은
비차별 대우원칙의 하부조항이나 별도의 규정을 통해 서비스 무역, 투자 및 금융 서비스상 유보내용
이 있을 경우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원칙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제품이라 하더라도 서비스 무역, 투자 및 금융 서비스상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등에
대한 유보가 되어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비차별 대우 부여를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디지털 제품과
겹치는 서비스 무역, 투자 또는 금융서비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어떠한 서비스에 해당하고, 어떠한 유보사항에 걸리기에 디지털 교역 관련 비차별 대우원칙을
주장할 수 없는지에 대한 해석상 다툼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서비스 무역,
투자 또는 금융서비스의 유보사항과 연계하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전자상거래의 장이 여타 장과
충돌이 있을 경우 여타 장을 우선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논란은 동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disproportionately by small businesses, individual artists, and entrepreneurs—who are generally least able to
overcome trade barriers. WTO Members can protect these creators from unfair treatment and guarantee that they
can sell their products on a level playing field around the world through the continued application of free trade
principles to digital products. These principles include:
•Duty-Free Treatment of Digital Products: Since 1998, WTO Members have agreed not to impose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this agreement clearly requires the tariff-free treatment of digital products. Trade
rules can ensure that governments continue and make permanent the practice of eschewing customs duties on
digital products.
•Non-Discriminatory Treatment of Digital Products: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is at the core of the
global trading system. Trade rules can ensure that these protections against discrimination apply when products
are digitized and distributed electronically.
25) TPP 제14.4조, 호주-싱가포르 FTA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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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지역무역협정상 비차별 대우규정의 문제점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온라인을
통한 구매 대상은 단순히 옷이나 신발 같은 유형 (tangible) 재화부터, 최근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화된 정보 (digitalized information)나 프로그램까지 확대되고 있다. 광의의 개념으로
볼 때, ‘디지털 교역의 대상물’은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무형 제품과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 가능한 서비스 (digitally deliverable services),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포함한 각종 데이터까지
모두 포괄할 수 있다.26) 물론 디지털 상거래를 온라인상의 주문을 통해 이루어지는 국경 간 거래행위,
그리고 사업활동 영위를 위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국경 간 정보의 이동으로 구분한 후, 전자의
대상은 상품이나 서비스 및 디지털 재화이고, 후자의 대상은 정보(information)나 데이터가 포함된다고
설명하며 전자와 후자 각각의 규율을 고려하는 견해도 있다.27) 그러나, 전자뿐 아니라 후자의 경우에도
차별적 소지가 있는 국가의 조치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점은 부인될 수 없을 것이다. 디지털
재화나 서비스, 각종 데이터의 이동 등 디지털 무역의 ‘모든’ 분야에서 비차별 대우원칙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무역협정상 비차별 대우규정은 철저하게 ‘디지털 제품’에만
한정되어 적용되고 있을 뿐이다.28) 지역무역협정에서는 디지털 제품을 ‘디지털로 암호화되거나
전자적 전송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텍스트, 비디오, 이미지, 음향녹음 및 여타 제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29)에 따라 ‘디지털 제품’이라는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를
고찰할 경우, 빅데이터 발달 등으로 상업적 이용가치가 높은 각종 데이터 및 최신 디지털 기술에
따라 등장하는 신규 디지털 서비스나 일부 디지털 제품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다고 해석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혁명이라 불리며 등장한 3D 프린팅30)의 경우와 같이
첨단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영역이 과연 디지털 제품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을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3D 프린팅은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되고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전자적으로
전송이 가능한 파일이지만, 이러한 전송 파일이 다시 물리적 실체가 있는 상품으로 변환된다는

26) 김정곤, “국경간 디지털 상거래의 쟁점과 과제”, ｢국제통상연구｣ 제23권 제1호, 2018, p. 55.
27) Ibid, p. 64.
28) 비차별 대우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은 ‘디지털 제품’ 또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원칙’이라는
조문 제목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동 조항을 통해 디지털 제품의 무관세 원칙과 함께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원칙을 포함하기도 하고, 디지털 제품의 무관세 원칙은 ‘관세’ 또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세’라는
별도 조항을 통해 규율하고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원칙을 이와 따로 규정하기도 한다.
29) 제31조 1항,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면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30) 3D 프린팅을 설명할 때 3D 모델링 데이터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3D 모델링 데이터란 3D CAD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설계한 3차원 형상을 2차원 데이터인 SRL 형태로 저장한 파일을 의미하는데 이것만 있으면 누구든지
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다. 이미 미국의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은 비행기 조립에 사용할 300여 개 부품을 3D 프린팅으
로 생산하고 있다. 부품을 3D 프린팅으로 생산하면 미리 부품을 생산해 창고에 비축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아주 오래된 부품이라 하더라도 3D 모델링 데이터만 있으면 다시 제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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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디지털 제품의 정의에 완벽히 포섭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그렇다고 이와 같은 3D 프린팅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범주에 완벽히 포섭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디지털 제품의
개념을 좀 더 포괄적으로 재설정하기 보다는 아예 대상을 디지털 제품으로만 한정하지 아니하고
디지털 교역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비차별 대우원칙 수립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31)
물론, EU와 같은 국가들의 경우 전자상거래의 절을 서비스의 장 내에 배치, 전자상거래 관련
내용이 서비스 무역의 일부로 포함되도록 하여 서비스 무역에 적용되는 비차별 대우규정을 적용하도
록 의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서비스 무역으로 완벽하게 포섭되지 아니하는 전자상거래
대상물의 경우에는 비차별 대우원칙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제품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좀 더 포괄적으로 디지털 무역 전체를 아우를수 있는
비차별 대우규정 도입이 시급하다. 더욱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을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 도입시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신규 디지털 무역 대상물이 출현할 때마다, 모든
기업에게 자유롭고 공평한 무역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비차별 대우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전자상거래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차별대우에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인 비차별 대우원칙을 도입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준을 철저하게 수립하는
것이 법적 공백의 방지를 위한 현명한 방책일 것이다.
한편, 지역무역협정상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서의 비차별 대우원칙은 ‘시장접근에 대한 약속’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지역무역협정은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따른 최혜국 대우의 예외규정
을 통해 특정 당사국 간에만 추가적 시장개방이 부여되고 그에 따른 비차별 대우 등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다. 비차별 대우원칙이 결과적으로 동등한 시장접근의 기회를 보장32)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차별 대우원칙은 시장개방과 필연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
디지털 제품이 상품 또는 서비스 중 어느 쪽에 분류되는가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33)이 있어 왔다.
이와 같은 논란과 더불어 디지털 제품이 시장개방 대상인지, 그 이외의 디지털 교역 대상물은
상품 또는 서비스 어느 한쪽에 분류되어 양허 가부가 확인되는지, 상품 또는 서비스 어느 쪽에도
분류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시장개방 되는 것을 전제하는지 등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같이, 지역무역협정에서 디지털 교역이나 전자상거래 분야의 시장개방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이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원칙만을 규정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34)
31) 또한, 보조금, 정부조달, 방송 서비스 등 비차별 대우원칙의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였는데, 향후 각국이 자국 디지털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보조금 부여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후 예외 해당 여부 및 예외를 확대해석하여 비차별 대우원칙을 우회할 여지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등장할 수 있다.
32) Javier Lopez Gonzalez, Janos Ferencz, “Digital Trade and Market Openness”, OECD Trade Policy Papers No.217,
2018, P. 33, 동 보고서에 따르면 투명성, 무역제한효과 제거, 상호 인증의 도모, 경쟁 뿐 아니라 비차별 대우원칙은
비즈니스 친화적인 시장개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하고 있다.
33) Sam Fleuter, “The Role of Digital Products Under the WTO: A New Framework for GATT and GATS Classification”,
Chicago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16, p.158, 동 논문은 E-product라는 개념의 분류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E-product는 콘텐츠에 기반한 상품으로 원래는 물리적 형태가 존재하는 방식으로 배송되었으나 최근에
는 인터넷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MP 3 음악 파일, 전자책, 디지털로 다운로드 가능한 드라마나 영화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E-product에 대하여 GATT를 적용할지, GATS를 적용할지 논란이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어떠한 협정을
적용할지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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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체결한 지역무역협정상 전자상거래 규정은 대부분 서비스 무역의 장 내에 배치되어 있으므
로, EU가 체결한 지역무역협정상 전자상거래의 경우 서비스 무역상 시장개방을 전제로 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35) 또한, 비록 EU의 지역무역협정과 같이 서비스 무역의 장 내에 전자상거래 규정이
배치된 것은 아니지만, GCC-싱가포르 FTA 제7.3조36)와 같이 ‘전자적 방법에 따른 배달’은 서비스
무역의 장의 의미 내에서 ‘전자적 방법을 사용한 서비스 공급’으로 간주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디지털 교역의 양허를 서비스 무역 시장 개방 여부에 따르면 될 것이다. 한편, 대부분의 지역무역협정
에서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원칙은 서비스, 투자 및 금융 서비스 무역상 불합치조치에
한하여 적용되지 않도록37)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한도 내에서는 동 디지털 교역이 서비스
무역, 투자 및 금융서비스상 시장이 개방된 분야인지를 살펴본 후, 비차별 대우의무에 대한 유보가
적용되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 투자 및 금융서비스 무역으로 포섭이
불가능한 영역의 경우에는, 동 영역이 시장 개방 대상인지 부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정의되어
있는 디지털 제품이 모두 시장개방의 대상인지조차 불분명할 뿐더러, 데이터 이동이나 3D 프린팅
등 서비스 무역으로 규율되지 못하는 신규 영역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 개방
논의는 전혀 없이 바로 비차별 대우원칙을 내세우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 들어 WTO 차원에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관련된 기존 서비스
무역의 시장개방 약속을 재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018년 캐나다가 WTO에 제출한
제안서38)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근래에는 디지털 기술에 따라 대부분 전자적 방법에 의한 국경
간 공급, 즉 mode 1의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캐나다는 기술의 무한한 발전이
사실상 모든 산업 분야에서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므로 WTO 회원국들은
GATS 양허표의 mode 1 부분을 request-offer 방식으로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촉진시키기 위해 특히 CPC 코드 84에 해당하는 ‘컴퓨터

34) 권현호, “WTO와 한미 FTA 전자상거래 장의 비차별대우원칙의 비교”, ｢성신법학｣ 제7호, 2008, p.89.
35) 다만, EU는 지역무역협정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비차별 대우원칙을 규정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으므로 현재로는
큰 의미는 없다. 그러나 향후 비차별 대우원칙을 규정하려 할 경우, 전자상거래 규정들이 서비스 무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기존 서비스 무역상 규정된 비차별 대우원칙과 예기치 아니한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서비스 무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디지털 교역의 경우에는 여전히 비차별 대우원칙을 원용할 수 없을 것이다.
36) ARTICLE 7.3 Electronic Supply of Services
The Parties agree that delivery by electronic means is to be considered as the supply of services using electronic
means, within the meaning of the Chapter 5(Trade in Services).
37) 예를 들어, 미-페루 FTA 제15.3 조에서는 3항과 4항에서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원칙을 규정한 후, 5항에서
‘4항은 서비스 무역, 투자 및 금융 서비스의 비합치 조치에 따라 채택되고 유지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페루, 미-바레인, 미-모로코, 미-호주, 미-싱가포르, 파나마-싱가포르 FTA도 미-페루 FTA 제15.3
조와 동일하게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원칙 조항 ‘내’에 서비스 무역 및 투자 등의 비합치 조치와 연계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미-칠레, 인도-싱가포르, 코스타리카-싱가포르, 터키-싱가포르, 호주-싱가포르, GCC-싱
가포르 FTA, TPP, USMCA의 경우에는 비차별 대우원칙 조항 ‘외’ 별도의 조항을 두고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는 서비스 무역, 투자 및 금융서비스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기도 한다. 전자의
방식과 후자의 방식의 차이점은 전자의 경우 디지털 제품의 비차별 대우원칙에만 서비스 및 투자상 유보가 적용되는
반면, 후자의 방식은 전자상거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내용에도 서비스 및 투자상 유보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후자가 보다 폭넓게 해외 디지털 제품이나 디지털 상거래의 시장 진입을 보호하고 있다.
38) WTO, “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 MARKET ACCESS AND ELECTRONIC COMMERCE
Communication from Canada”, JOB/GC/189 (18 Ma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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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련 서비스’ 분야에 대한 양허를 최대한 개선하는 한편, 동 서비스의 mode 1부터 mode 3까지는
모두 개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들어 일부 지역무역협정의 경우에도 기술 발달 등에 따른
신규 서비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언급하는 경우가 등장하고 있다. 캐나다와 EU간의 무역협정
(CETA) 부속서 9-B에 따르면 1991년 CPC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신규 서비스’의 경우에는
국내규제,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및 시장접근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캐나다와 EU
양측은 신규서비스를 CETA에 포함시키는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과거 서비스 분류체계에 따른 서비스 무역 양허에 대한 해석이 논란이 되고
있고, 과거 서비스 분류체계로 포섭할 수 없는 신규 서비스는 새로이 시장개방을 위한 양허협상을
하여 지역무역협정의 포섭 하에 두고자 하는 움직임 중 하나로 사료된다.39)
더욱이 2019.5월 공식 개시된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캐나다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이
기존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분류에 대한 명확한 해석, 과거 서비스 무역상 양허에 대한 재협상
등을 거론하고 있다. 캐나다40)의 경우는 2019년에도 1) 서비스 무역 중 mode 1, 2)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3) 금융 서비스, 4) 무관세 모라토리움, 5) 정보기술협정 (ITA)의 대상 확장이라는
총 5가지 부분에 대한 개선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시장접근의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U41)도 제안서를 통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WTO 규범, WTO 통신서비스에
대한 개정뿐 아니라, 각국의 기존 양허 개선을 위주로 하는 ‘시장접근’ 문제를 다시 짚어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개발도상국인 브라질조차 디지털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되는 서비스 및 비서비스 분야, 그리고 디지털 환경의 인프라와 관련된 서비스 및 비서비스
분야로 구분한 후,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의 분류 등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고 통신서비스 등 하부
서비스 분류에 따른 양허 등을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42) 개발도상국인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및 코스타리카43)의 경우에도 전자상거래와 관련되는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의 법적 구속력 있는 ‘시장 개방(market opening)’을 위한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교역에 대한 비차별 대우원칙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관련
39) 다만 CETA Annex 9-B 4항는 다음과 같이 기술상 가능성의 부족으로 국경간 서비스 공급이 불가능했던 현존 CPC
코드로 분류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UNDERSTANDING ON NEW SERVICES NOT CLASSIFIED IN THE UNITED NATIONS PROVISIONAL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CPC), 1991
1. The Parties agree that Chapter Twelve (Domestic Regulation) and Articles 9.3, 9.5, and 9.6 do not apply to a
measure relating to a new service that cannot be classified in the CPC 1991.
4. For greater certainty, paragraph 1 does not apply to an existing service that could be classified in the CPC 1991,
but that could not previously be supplied on a cross-border basis due to lack of technical feasibility.
40) WTO, “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 communication from Canada”, INF/ECOM/11 (25
March 2019).
41) WTO, “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 communication from the EU”, INF/ECOM/10 (25
March 2019).
42) WTO, “EXPLANATORY WORK ON ELECTRONIC COMMERCE non-paper from Brazil”, INF/ECOM/3 (25 March
2019).
43) WTO, “NEGOTIATIONS ON TRADE-RELATED ASPECTS OF E-COMMERCE ELEMENTS OF A POTENTIAL
APPROACH UNDER THE FRAMEWORK OF THE 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
Communication from Argentina, Colombia and Costa Rica“, INF/ECOM/1 (25 March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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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개방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시장개방 문제를 전혀 논의함이 없이
비차별 대우원칙만 먼저 수립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IV. 디지털 무역상 비차별 대우규정의 적용방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지역무역협정상 디지털 무역에 관한 비차별 대우규정은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적용될 뿐더러 디지털 무역에 대한 시장개방 문제와도 연계되지 못하고 단독으로
설계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상품 및 서비스 무역상 기존 비차별
대우규정과의 관계 측면에서 디지털 무역상 비차별 대우규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상
비차별 대우규정을 기존 상품 및 서비스무역상 비차별 대우규정과 연계하여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첫째, 디지털 교역의 장에서는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을
디지털 교역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일부 지역무역협정의
경우 디지털 교역의 범위 설정시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한’ 것을 포함한다는 점을 오히려 명시하고
있다.44) 둘째, EU가 체결한 일부 지역무역협정과 같이 전자상거래 규정을 서비스 무역의 장의
일부분으로 포함하는 등 특히 서비스 무역과 디지털 교역을 체계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협정이
존재한다. 셋째, 많은 지역무역협정에서 타 장과의 충돌시 우선 조항규정을 두거나, 서비스, 투자,
금융 서비스 무역상 유보가 중첩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지역무역협정상 디지털 교역규범이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에 적용되는 것을 배제하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디지털 무역상 비차별 대우원칙도 현존 규범인 GATT 및 GATS와의 관계선상
에서 살펴보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 디지털 교역상 비차별 대우규정의
적용 방식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기존 GATT 및 GATS 등 기존 WTO 규범의 적극적 해석과 적용을 통해 디지털 교역을
포섭해나가는 방식(적극/확장 해석방식)45)이다. 한-중 FTA 제13.2조와 같이 디지털 교역규범과
상품 및 서비스 무역 등 여타 규범 간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후자를 우선시하는 조항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GATT 및 GATS의 규범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적극/확장

44) 일본-스위스 EPA 제70조 (범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의 장’은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한 것을 포함하여 전자상거래
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의 조치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5) 본고상 GATT 및 GATS 규범과 디지털 교역 간의 관계를 고려한 비차별 대우원칙 규율방식인 적극/확장 해석방식,
보충적 규범 창출방식, 특별규범 창출방식 등 3가지 방식 구분은 지도교수님인 최원목 교수님의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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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방식’은 현행 지역무역협정상 기존 조항들과도 조화롭게 부합될 수 있다. 일부 지역무역협정상
전자상거래의 장에 존재하는 서비스, 투자 및 금융 서비스상 유보와의 연계조항도 결국 유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디지털 교역규범보다는 서비스, 투자 및 금융 서비스 등 GATS를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적극/확장 해석 방식’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더욱이, 가장 최근 타결된
한-중미 FTA의 경우 특이하게도 여타 규범과의 불일치시 타 규범을 우선시하는 조항46) 및 서비스,
투자, 금융서비스상 유보와 연계되는 조항47)을 모두 다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바,48) 한국
역시 디지털 교역규범보다 기존 규범들을 적극적으로 확장하여 적용하려는 입장인 것으로 사료된다.
‘적극/확장 해석 방식’은 이미 존재하면서도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기합의된 규범’인
GATT 및 GATS 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 GATS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무가 투명성의 원칙과 더불어 바로 최혜국 대우 등 비차별 대우원칙이라고 지적되고 있을
만큼,49) GATT와 GATS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비차별 대우원칙이다. 이와 같은
비차별 대우원칙에 대해서는 WTO의 패널이나 상소 기구들의 판단을 통한 충분한 경험과 해석이
축적되어 있다. 예컨대, 비차별 대우원칙 판단의 핵심인 동종성 (likeness)만 하더라도, 상품 무역
측면에서 발전되어 온 상품성질설 (the BAT Approach), 조치목적설 (the Aim-and-Effect Approach),
시장 기반설 (the Market-based Approach)50) 등이 이미 존재하고, 서비스 무역의 ‘동종성 (likeness)’
판단까지도 이러한 기준들이 활용되어 온 이상, 디지털 무역에 있어서도 이들 상품 및 서비스
무역상 비차별대우 원칙을 적극적으로 확장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적극/확장 해석 방식’이 비단 GATT 및 GATS의 활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비차별 대우원칙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TBT),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까지 포괄하는 근본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무형의 창작물인 음악이나 게임, 비디오, 애플리케이션 등 예술가나 창작자들의
생산물이 디지털 교역 다수를 차지하고, 특허권이나 저작권, 디자인, 상표권 등과 연관될 수 있는
이상,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상 비차별 대우원칙을 디지털 무역으로 끌어와
확장 적용할 수도 있다. 더욱이, 디지털 교역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므로 특정 기술표준과
연관될 수 있으므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TBT)상 비차별 대우원칙을 적극 원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현존하는 WTO 규범을 최대한 활용하는 ‘적극/확장 해석 방식’은

46) 제14.8조 다른 장과의 관계
이 장과 다른 장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그 다른 장이 우선한다.
47) 제14.2조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들은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는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제9장(투자),
제10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제11장(금융서비스)의 관련 규정에 포함된 의무의 대상이고 이 의무는 해당 의무에
적용 가능한 이 협정에 규정된 모든 예외 또는 비합치 조치를 조건으로 함을 확인한다
48) 한-중미 FTA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무역협정은 다른 장과의 관계 조항과 서비스, 투자, 금융서비스와의
연계조항 중 하나만을 택일하여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9) L. Lee TUTHILL, “Implications of the GATS for Digital Trade and Digital Trade Barriers in Services”, DigiWorld
Economic Journal, 3rd Quarter, Issue 107, 2017, p.106.
50) 최원목, WTO 비차별원칙의 이해와 적용 연구, 법무부, 2003,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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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안정된 비차별 대우원칙의 정착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적극/확장 해석 방식’은 여러 가지 단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비차별 대우원칙을 위해
시장접근 문제가 선행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GATS에서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던 시장접
근 해석에 대한 기존 논란이 디지털 교역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될 수 있다. 비록 과거 WTO 패널은
기술 중립성 원칙의 측면에서 인터넷을 통한 도박서비스 관련 양허 가부를 판단51)했지만, 이와
같은 해석에 대해서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은 여전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명시적인 양허를
하지 아니한 신규 서비스의 경우 무턱대고 기술 중립성을 들이댈 수 없거니와, 양허된 서비스라
하더라도 서비스 무역에 대한 양허 당시 예측 할 수 있었던 범위까지만 구속력 있는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기술 중립성원칙의 무한정한 적용은 불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캐나다와
EU 간의 무역협정52)의 경우, CPC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신규 서비스의 경우에는 기존 국내규제,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및 시장접근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 협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결국 기존 상품이나 서비스 무역규범의 적극적 해석만으로는 신규 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이나
비차별 대우원칙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등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EU-싱가포르 FTA 및 EU-우크라이나 FTA 등 일부 지역무역협정에서 CPC
코드 84에 분류되는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의 범위에 대하여 과거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하
는 점, 2019.5월 공식개시된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캐나다, EU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이
기존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분류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현행 서비스 무역상 양허에 대한 재협상
등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 심지어 개발도상국인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조차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의 분류 등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고 통신서비스 등 하부 서비스 분류에 따른 양허 등을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점 등은 결국 기존 GATT나 GATS 규범의 문제점이 디지털 교역에서도
그대로 재연되는 한계점을 보여준다.
‘적극/확장 해석 방식’의 또 다른 문제점은 바로 WTO 협정상 일반적 예외 규정 해석에 관한
것이다. 디지털 교역에서도 비차별 대우원칙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이 원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각국이 정당한 정책수행을 가능하도록 조화를 꾀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
그런데, 기존 WTO 협정상 일반적 예외규정은 GATT 제20조의 10개 유형 및 GATS 제14조의
5개 유형이라는 한정적 열거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이 없는 조치일 경우에는 일반적
예외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53) 과거 무역패턴과는 달리, ‘개인’에게 교역의 영향이
보다 직접적으로 미치고, ‘개인’이 스스로 교역의 주요 주체로 등장하는 디지털 교역에서는 예전
상상하기 어려웠던 여러 보호 가치가 신규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규 가치는 GATT나 GATS상
일반적 예외 문언의 확장 해석만으로는 포섭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일부 지역무역협정에서도

51) WTO Panel Report, United States - Measures Affecting the Cross-Border Supply of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
WT/DS285/R, 10 November 2004, para 6.285.
52) CETA 부속서 9-B.
53) 김승민, “인터넷 제한조치 규제문제 관련 신무역규범의 논의동향과 시사점- TPP협정의 국경간정보이동 및 데이터현
지화 규정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2017,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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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EU가
멕시코와 체결한 FTA이다.동 협정에서는 GATT 및 GATS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도덕이나 공공의
건강, 환경과 같은 사유뿐 아니라,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공공교육 및 문화적
다양성을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책 목적으로 명시하였다는 점은 바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규정이라고 사료된다.
둘째, GATT 및 GATS 등 현행 WTO 규범으로 포섭하기 곤란한 부분을 발라내고 이러한 부분에
적합한 비차별 대우규범을 수립해서 적용해나가는 방안(보충적 규범 창출 방식)이다. ‘적극/확장
해석 방식’은 GATT 및 GATS 등 기존규범과 연결점이 존재하는 이상, GATT 및 GATS 등 기존규범
이 지니고 있었던 한계와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보충적 규범 창출 방식’은
디지털 교역에 해당되는 부분만을 정확하게 구분한 후, 그 부분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규범을 채택하
여 적용하므로 명확성과 구체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19.5월 공식 개시된 WTO 전자상거
래 협상을 위한 러시아의 제안54)이 바로 이러한 ‘보충적 규범 창출 방식’의 일종으로 보인다. 러시아
의 경우 전자상거래 이슈를 기존 WTO 프레임워크 하에서 해결 가능하지만 명확화가 필요한 것과
현행 WTO 협정으로는 다룰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하고, 전자에는 관세부과, 관세평가, 원산지, 수입허
가, 인증, 라벨링, 기술규정 및 SPS 조치, 혁신적인 전자상거래의 특징을 고려한 전자상거래 분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통 원칙 적용, GATS뿐 아니라 전자상거래와 관련되는 별도의 서비스
양허가 있을 경우의 특정 약속(commitments) 적용, 종이 없는 무역 원활화 등이 포함되고, 후자의
경우 전자서명 인증 및 인정, 보안메커니즘을 포함한 전자 지불,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이동,
소비자 보호 원칙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가장 명쾌한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인 적용에는 난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 방식은 GATT 및 GATS 규범과 연계시키는 ‘적극/확장 해석 방식’과는 달리, GATT
및 GATS 등 기존 규범과 디지털 규범의 적용 경계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규범과 새로운 디지털 규범을 구분짓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셈법이 전혀 다르다. 러시아가 나름 위와 같이 기존 규범으로 포섭 가능한 이슈와
그렇지 아니한 이슈로 분류하자고 제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분류에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극도로 의견이 충돌될 영역은 바로 ‘서비스 양허상 특정 약속
(commitments) 적용’ 문제이다. 일부 선진국은 이를 현존 WTO 프레임워크 하에서 해결이 가능한
이슈라고 분류하며, 기존 GATT 및 GATS의 시장개방을 확대해석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고, 개발도
상국들은 엄격하고 보수적인 해석을 주장하며, WTO 협정 타결 당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부분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신규 협상을 다시 하거나 별도의 규범으로 규율하라고 요구할 것이고 신규 협상이나
별도의 규범 수립에는 소극적으로 일관할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보충적 규범 창출 방식’은 남북
(North-South) 간 합의가 쉽지 아니하고, 가사 합의된다 하더라도 이행시 분쟁이 야기되는 등 어려움

54) WTO, “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 communication from Russia”, INF/ECOM/8 (25
March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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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상된다.
셋째, GATT 및 GATS의 규범에 우선하는 특별규범을 창출해서 적극적으로 규율해나가는 방안(특
별 규범 창출 방식)이다. ‘특별 규범 창출 방식’은 GATT 및 GATS의 기존 규범을 그대로 디지털
무역에 확대적용하기 보다는 디지털 무역에 맞춤형으로 수립된 특별 규범을 디지털 무역뿐 아니라,
디지털무역과 상품 및 서비스 무역 간에 중첩되는 부분까지도 확대하여 특별법과 같이 우선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일본-스위스 EPA의 경우 ‘특별 규범 창출 방식’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동 EPA 제70조의 경우 전자상거래의 장이 적용되는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위한’ 전자상거래 분야를 동 장이 다루게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태도는
상품이나 서비스 무역까지도 전자상거래 방식을 이용하는 교역이라면 동 전자상거래 규정을 통해
규율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위와 같은 각 방식의 장단점을 종합하여 볼 때, 우선 ‘보충적 규범 창출 방식’은 기존 무역과
디지털 무역 간의 경계선 획정에 관한 실무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활용하기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적극/확장 해석 방식’을 살펴보도록 한다. GATT 전문에 따르면, 상품 무역은 무역으로
인한 생활수준 향상, 완전고용, 실질소득과 유효수요 확보를 통한 재화의 생산 및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GATT는 관세평가, 수입수출 수수료, 원산지 표시, 수량 제한 철폐, 보조금 등
주로 상품의 생산, 판매에 초점을 맞추고 수출입 기업에 대한 규율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GATS
역시 전문에서 세계 경제 성장에서 서비스 무역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확인하고, 각국의 자유로운
서비스 분야의 규제도입 권한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GATT 및 GATS 등 기존 협정의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이들 협정의 목표와 구조를 살펴보면, 이들 협정은 수출입 기업 구도의 전제
하에서, 교역 대상물의 생산, 무역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효과를 핵심목표로 삼고 있다.
물론, GATS 제28조에서 동 협정이 적용되는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의 조치’에
서비스의 ‘이용 (use)’ 관련 조치도 포함되도록 정의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용 측면을 고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소비자 이용측면이 GATS 규정 전반을 관통하는 주된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GATT 및 GATS 등 기존 협정을 아무리 확장 해석한다 하더라도, 기업과 국가의 단순구도에서
벗어나 개인이 디지털 교역물의 생산자이자 배포자이면서도 소비자로 등장한 디지털 교역만이
지니는 고유의 취지를 반영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적극/확장 해석 방식’이 기존 협정인 GATT
및 GATS와의 연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상,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환경
확보 뿐 아니라, 최종 소비자인 ‘개인’의 보다 나은 디지털 제품 ‘이용’을 위한 각종 폐해를 예방하여
야 한다는 디지털 무역만의 독특한 취지와 정신을 충분히 감안할 수 없다. 더욱이 디지털 기술로
인하여 기존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은 디지털 교역으로 대전환하고 있다. 미래에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교역이 무역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그런데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품 교역이나 서비스 무역상 기존
舊규범으로 엄청난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新 영역인 디지털 교역까지 포섭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디지털 교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별규범을 가지고 미래에는 디지털 교역에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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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무역에 오히려 적극적 확대 적용을 시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자 미래지향적일 것이다. 이제는 단순히 기업이나 국가에게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뛰어넘어 디지털 교역의 가장 핵심 주체로 등장한 ‘개인’이 디지털 ‘상품을 보다
잘 잘 이용’할 수 있는 차원의 적극적인 비차별 대우원칙을 모색하고, 이를 기존 WTO 규범 영역에도
적용해 나가는 것이 새로운 디지털 교역의 시대를 대비하는 길일 것이다.

V.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까지 많은 국가들은 디지털 무역에 대한 비차별 대우규정을 별도로
두는 것조차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는 실정이다. 미국을 비롯, 일본, 싱가포르, 한국 등 일부 디지털
선진국의 경우 비차별 대우원칙을 규정하는데 거부감이 없지만,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입장이 전혀 다르다. 중국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지역무역협정에서 디지털 교역과 관계된
별도의 비차별 대우규정을 합의한 바 없고, 2019.5월 공식 개시된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제안서에도 ‘디지털 제품에 대한 대우’ 이슈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2018.7.12. 인도가 남아공과 함께 WTO에 제출한 제안서55)에
따르면 공정대우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 무관세 모라토리움에 대해서도 영원히 관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으로 하여금 세수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2019.2월 인도 정부가 발표한 ‘국가 전자상거래 정책 초안 (draft National
e-Commerce Policy)’56)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인도는 오히려 자국 디지털 제품에 대한 특별
우대를 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비차별 대우원칙 도입에 대한 남북 (North-South) 갈등은
골이 깊고, 개발도상국들은 기존 WTO 협정 탄생시의 약속 (commitment)을 고수하며, 기존 협정
수준의 규범에 집착할 것이다.
아직까지 전 세계는 디지털 교역을 석권하고자 하는 국가, 그리고 정보 격차(digital divide)와
낙후된 인프라로 인하여 밀려오는 디지털 재화에 대하여 수세적인 국가로 양분되어 있다. 그러나
55) WTO,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MORATORIUM ON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NEED FOR A RE-THINK“, WT/GC/W/747, 12 July 2018, 동 제안서에 따르면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를 유지할 경우 동일한 유형제품의 경우 수입시 특정 관세가 부과되는 것과 비교할
때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조치의 합의는 기존 관세
양허를 허무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무관세 모라토리움의 범위(scope)에 대하여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56) India, “Draft National e-Commerce Policy”, 2019, p.10,
https://dipp.gov.in/sites/default/files/DraftNational_e-commerce_Policy_23February2019.pdf (2020.5.15. 최종방문).

209

● 2020년 신진학자학술대회 국제법의 새로운 쟁점을 찾아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디지털 교역이야말로 미래의 먹거리라는 인식이 선ꞏ개도국을 막론하고 공통적
으로 퍼지기 시작하고 있다. 2019.5.30. 발효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AfCFTA) Agreement)의 경우에도 비록 협정문 본문에서는 디지털 무역을 다루고 있지
아니하나, 이행단계에서 디지털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57)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개도
국의 경우에도 더 이상 수세적 입장에서만 디지털 무역을 다루어서는 안된다는 절박감을 대변한다.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 역시 디지털 무역이야말로 자국의 산업을 대변혁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음을 자각하기 시작하였고, 이와 같은 점에서 디지털 무역에서의 비차별 대우규정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만은 못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개도국이나 선진국
모두 고민하고 있는 합목적적인 정책을 위한 규제권한과 자유롭고 공정한 디지털 무역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할 때, 기존 WTO 협정상 비차별대우 규정을 디지털 무역에 확대적용을 고민하는
것보다는 디지털 무역에 특화된 특별규범을 수립하고 기존 WTO 협정에 오히려 확대 적용을 모색하
는 것이 선진국 및 개도국의 고민을 보다 잘 반영한 균형적 규범 수립에 훨씬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57) WEF, “Algorithms could give the world its first ‘born digital’ free trade agreement in Africa”, 24 July 2019,
https://www.weforum.org/agenda/2019/07/algorithms-could-give-the-world-its-first-born-digital-free-trade-agreement-i
n-africa-16a8d3d463 (2020.5.15. 최종방문).

210

●●● 제 3 부

디지털 무역상 비차별 대우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 이주형 ●

참고문헌

<국내문헌>
권현호, “WTO와 한미 FTA 전자상거래 장의 비차별대우원칙의 비교”, ｢성신법학｣ 제7호, 2008,
65-98쪽.
김승민, “인터넷 제한조치 규제문제 관련 신무역규범의 논의동향과 시사점- TPP협정의 국경간정보이
동 및 데이터현지화 규정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62권 제2호, 2017, 11-54쪽.
김정곤, “국경간 디지털 상거래의 쟁점과 과제”, ｢국제통상연구｣ 제23권 제1호, 2018, 55-79쪽.
이춘삼, “GATT/WTO상의 비차별 원칙”, ｢산업경영연구｣ 제29권 3호, 2006, 1-21쪽.
최원목, WTO 비차별원칙의 이해와 적용 연구, 법무부, 2003.

<외국문헌>
Luca Ferretti, Chris Wrymant, Michelle Kendall, Lele Zhao, Anel Nurtray, “Quantifying SARS-CoV-2
transmission suggests epidemic control with digital contact tracing”, Science, 31 March 2020.
Sam Fleuter, “The Role of Digital Products Under the WTO: A New Framework for GATT and
GATS Classification”, Chicago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16, pp.155-177.
W. J. Davey, “Non-discrimination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Rules and Exceptions”,
Nordic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13, pp.329-338.

<기타자료>
India, “Draft National e-Commerce Policy”, 2019, https://dipp.gov.in/sites/default/files/DraftNational_
e-commerce_Policy_23February2019.pdf (2020.5.15. 최종방문).
Javier Lopez Gonzalez, Janos Ferencz, “Digital Trade and Market Openness”, OECD Trade Policy
Papers No.217, 2018.
Jane Kelsey, “E-commerce - The development implications of future proofing global trade rules
for GAFA”, 2017, Paper to the MC11 Think Track, ‘Thinking about a Global Governance
of International Trade for the 21st Centur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n the eve of
the 11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Buenos Aires, Argentina.
UNCTAD, “The COVID-19 Crisis: Accentuating the Need to Bridge the Digital Divides”,
UNCTAD/DTL/INF/2020/1 (6 April 2020).
U.S. Trade Representative (USTR), “2019 Trade Policy Agenda and 2018 Annual Report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n the Trade Agreements Program”, 2019.

211

● 2020년 신진학자학술대회 국제법의 새로운 쟁점을 찾아서

WEF, “10 technology trends to watch in the COVID-19 pandemic”, https://www.weforum.org/agenda/
2020/04/10-technology-trends-coronavirus-covid19-pandemic-robotics-telehealth/
(2020.5.15. 최종방문).
WTO, “E-Commerce, Trade and the COVID-19 Pandemic”, 4 May 2020, https://www.wto.org/
english//tratop_e/covid19_e/ecommerce_report_e.pdf (2020.5.15. 최종방문).
WTO, “Provisions on Electronic Commerce in Regional Trade Agreement”, World Trade Organization
Economic Research and Statistics Division, 2017.
WTO,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AIMING AT THE 11TH
MINISTERIAL CONFERENCE Communication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Pakistan Revision 1”, JOB/GC/110/Rev.1 (16 November 2016).
WTO, “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 MARKET ACCESS AND
ELECTRONIC COMMERCE Communication from Canada”, JOB/GC/189 (18 May 2018).
WTO, “EXPLANATORY WORK ON ELECTRONIC COMMERCE non-paper from

Brazil”,

INF/ECOM/3 (25 March 2019).
WTO, “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 communication from Canada”,
INF/ECOM/11 (25 March 2019).
WTO, “NEGOTIATIONS ON TRADE-RELATED ASPECTS OF E-COMMERCE ELEMENTS OF
A POTENTIAL APPROACH UNDER THE FRAMEWORK OF THE 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 Communication from Argentina, Colombia and Costa
Rica“, INF/ECOM/1 (25 March 2019).
WTO, “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 communication from the EU”,
INF/ECOM/10 (25 March 2019).
WTO, “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 communication from Russia”,
INF/ECOM/8 (25 March 2019).
WTO, “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 communication from the U.S.”,
INF/ECOM/5 (25 March 2019).

212

●●● 제 3 부

디지털 무역상 비차별 대우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 이주형 ●

국문초록
인류는 디지털 신기술들로 인하여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된 반면, 다국적 디지털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역차별, 다국적 기업들의 경쟁법 위반 가능성,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안보 및 국가안보
이슈 등 다양한 부작용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각국은 새로운 규제조치
를 내놓고 있고, 디지털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고자 이에 맞서고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이러한 충돌을 조화롭게 규율할 수 있는 국제규범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지난 몇십년간 다자 차원에서의 논의가 부진하자, 지역무역협정 차원에서 디지털 교역규범이
적극적으로 수립되어 왔다. 지역무역협정에서 소비자 보호나 개인정보 보호 등 비무역적 이슈는
발전을 거듭해 온 반면, 전통적인 무역이슈인 비차별 대우원칙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
다. 최근 지역무역협정의 경우에는 비차별 대우원칙 도입 대신,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이나 현지
서버 설치 금지와 같은 신규 규범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역무역협정상 디지털
교역의 비차별 대우원칙은 비차별 대우원칙의 수용과 불수용 입장을 가진 국가 간의 의견 분열,
보편적인 비차별 대우원칙의 부재, 비차별 대우원칙 적용대상의 한계, 디지털 교역 관련 시장개방에
대한 논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국제무역에서 디지털 기술이 바꾸어 놓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최종적인 소비자, 즉 개인이 바로
‘무역의 핵심 주체’로 최전선에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상품을 다량으로 판매하고, 대규모로
생산하도록 하는 무역규범에서 벗어나, 개인들이 디지털 ‘상품을 잘 이용’함으로써,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해 주는 새로운 무역목표가 생기게 되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고는 디지털 교역의 특징에 맞는 비차별 대우원칙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았다. 상품
및 서비스 무역협정 등 기존 협정과의 관계에서 기존 GATT 및 GATS의 규범의 적극적 해석과
적용을 통해 디지털 교역을 포섭해나가는 방안(적극/확장 해석방식), GATT 및 GATS 등 기존
규범으로 포섭하기 곤란한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이러한 부분에 적합한 독자적인 비차별 대우규
범을 창출해서 적용해 나가는 방안(보충적 규범 창출 방식), GATT 및 GATS의 규범에 우선하는
특별규범을 창출해서 적극적으로 규율해나가는 방안(특별 규범 창출 방식)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향후 대부분 디지털 교역으로 편입될 상품이나 서비스 무역에도 디지털 교역에
대한 특별규범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특별 규범 창출 방식’이 ‘WTO 3.0 거버넌스’시대에 부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디지털무역, 전자상거래, 자유무역협정, 세계무역기구,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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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applying
non-discrimination principle in the digital trade

Joo Hyoung Lee
Deputy Director General of International Affairs
Supreme Court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common international norm of non-discrimination principle
applicable to digital trade. While human beings enjoy various benefits from digital technologies,
they can encounter several adverse effects including reverse discrimination between multinational
and domestic companies, possible violation of competition laws by enterprises, privacy infringement,
cyber security issues. To minimize these adverse effects, countries have come up with new regulatory
measures to keep this situation under control and digital industries are struggling to expand
internationally to tackle markets at the same time. However, there is no international norm that
can harmonize these conflicts.
In the last few decades, as multilateral discussions have been sluggish, digital trade rules have
been agreed at the level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While non-trade issues such as consumer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have been developed in the regional trade agreement, traditional
trade issues such as non-discrimination principle have not been actively discussed. Recently, new
norms such as cross-border transfer of data and prohibition of installation of local servers have
been actively introduced in the regional trade agreements, instead of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It is difficult to accept non-discrimination principle as a common international norm in a short period
of time since it is highly controversial among countries. In the long term,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can be incorporated into the international treaties. However,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in the current regional trade agreement have problems such as disagreement among
countries, absence of its universal type, dispute on the market openness. The most substantial change
in the digital trade is that the end user has emerged at the forefront as ‘the core of trade’. In this
regard,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should be properly understood
and improved to harmonize main characteristics of digital trade. In the first approach, we are able
to embrace digital trade through activ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existing GATT and GATS
norms. Second approach is that we should clearly identify the areas that are difficult to com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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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existing GATT and GATS norms and create and apply a new norms suitable for these areas.
For the third approach, we should generate and actively regulate special rules that can prevail GATT
and GATS norms. Among the above approaches, the last approach, ‘special rule creation method’,
that actively apply special rules for digital trade to trade of goods and services, can be balanced
with current trends

[Key words] Digital trade, E-commerce, FTA, WTO,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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