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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4분기 발효된 양자간 조약

I. 2018년도 1/4 분기 신규 발효조약
목록
◦ 2018년도 1-3월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양자조
약 중 발효된 조약은 다음과 같음.
-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형사공조
조약
-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범죄인인
도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바누아투공화국 정부 간의 외
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
건 면제에 관한 협정
◦ 고시류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2017-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대한민국 정부와 코트디부아르공화국 정부 간
의 국립암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
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II. 조약별 개관
1.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
운송에 관한 협정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6년 5월 2일 테헤란에서
서명
- 발효일: 2018년 1월 4일 (조약 제2377호)
- 관보게재일: 2018년 2월 2일
• 주요내용
-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법령에 따라 다른 쪽 체
약당사자 해운 회사의 자국 영역 내 대리점･지
점 설립 및 자국 내에서 제공한 해운 서비스로
부터 발생한 소득의 자유로운 이전 등 영업활
동의 자유를 보장함.
- 각 체약당사자는 항만 접근, 항만 체류･출항
시의 대우 및 항만 시설 사용 등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선박 등에 자국의 선박 등에 제
공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제공함.
-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선박 서류와 선원 신분 증
명 서류를 인정함.
-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법령에 따라 선원 신분
증명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다른 쪽 체약당사
자 선박 선원의 상륙, 통과 및 체류를 허가함.
-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선박이
자국의 내수나 영해에서 사고 등이 발생한 경
우 자국 선박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조력과 지원을 제공함.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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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
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5년 4월 24일 브라질리
아에서 서명
- 발효일: 2018년 1월 10일 (조약 제2378호)
- 관보게재일: 2018년 2월 7일

서 국제항공업무를 운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지정하는 항공사의 개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 및 협력을 증진함.
4.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형사공조조약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6년 5월 2일 테헤란에서
서명

• 주요내용
- 한쪽 체약국이 정보를 요청하면 다른 쪽 체약

- 발효일: 2018년 2월 9일 (조약 제2382호)
- 관보게재일: 2018년 3월 12일

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필요하지 아니한 정
보라 하더라도 요청받은 정보의 입수를 위하여
자국의 정보수집 수단을 사용하여야 하고, 자

• 주요내용
- 양국은 관계인으로부터의 증거･진술의 취득,

국의 국내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요

형사사건 관련 정보･서류 및 증거물의 제공,

청받은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음.

수색 및 압수의 집행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을

- 정보를 요청받은 체약국은 은행, 다른 금융기

제공하도록 함.

관, 대리인 또는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이 피요청국의 주권･안

명의인이나 인이 보유한 정보 또는 인의 소유

보･공공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권 관련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정보의 제공을

는 공조를 거절할 수 있고, 공조요청의 이행이

거부할 수 없음.

피요청국에서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재판 절차
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조를 연기할 수

3.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 각자의 영
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7년 3월 29일 파나마시
티에서 서명
- 발효일: 2018년 1월 12일 (조약 제2379호)
- 관보게재일: 2018년 2월 7일
• 주요내용
-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 각자
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조약 제799호, 1982. 10. 14. 발효)을 개정하
여, 각 체약당사국이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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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되, 거절 또는 연기 사유를 요청국에
통보하도록 함.
- 요청국은 피요청국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공조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나 증거를 공조요청
서에 기재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
거나 전달하지 못하도록 함.
- 이 조약의 발효 전에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 공
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이 조약의 규정을 적
용하도록 함.
5.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6년 5월 2일 테헤란에서
서명

▶▶▶ 2018년 1/4분기 발효된 양자간 조약

- 발효일: 2018년 3월 8일 (조약 제2383호)

터 최대 90일까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체

- 관보게재일: 2018년 3월 12일

류할 수 있음.
-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접수국의 법령

• 주요내용

을 존중함.

- 인도대상범죄는 양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최소

- 각 당사자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되는

1년 이상의 자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

모든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벌할 수 있는 범죄로 함.

자신의 영역에의 입국을 거절하거나 체류를 종

- 피청구국이 인도청구된 자의 국적만을 이유로

료할 수 있음.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피청구국은 청구국의
요청이 있으면 기소를 위하여 자국의 권한 있
는 기관에 그 사건을 회부하여야 함.

III. 고시류 조약

- 인도청구 및 긴급인도구속청구, 신병 및 물건
의 인도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각각 정함.
- 이 조약의 발효 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도
이 조약의 규정을 적용하여 범죄인인도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함.
6. 대한민국 정부와 바누아투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7년 12월 5일 서울에서
서명
- 발효일: 2018년 2월 21일 (조약 제2384호)
- 관보게재일: 2018년 3월 15일
• 주요내용
-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어느

1.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2017-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
본약정
- 서명일자 및 장소: 2018년 1월 29일 다카에서
서명
- 발효일: 2018년 1월 29일 (고시 제906호)
- 관보게재일: 2018년 2월 6일
2. 대한민국 정부와 코트디부아르공화국 정부 간의 국
립암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에 관한 약정
- 서명일자 및 장소: 2018년 2월 8일 아비쟝에서
서명
- 발효일: 2018년 2월 8일 (고시 제907호)
- 관보게재일: 2018년 2월 19일

한 쪽 당사자의 국민은 사증 없이 입국일로부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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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4분기 신규 가입 다자조약 개관

I. 2018년도 1/4분기 신규 가입
다자조약 목록

• 주요내용
- 연합의 영역과 목적을 기존의 통상우편물 교환

◦ 2018년도 1-3월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다자조

만으로 한정하였던 것을 우편물 교환으로 함.

약 중 발효된 조약은 다음과 같음.

- 우편물의 정의를 만국우편협약과 우편송금업

- 만국우편연합헌장 제9추가의정서

무협정 및 해당 우편규칙에 기술된 대로 회원

- 만국우편연합총칙 제1추가의정서

국의 지정우편사업자가 발송하는 모든 것(통

-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상우편물, 소포우편물 및 우편환 등)을 총칭하

- 우편송금업무협정 및 최종의정서

는 용어로 규정함

-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협약 개정
- 식량원조협약

II. 협약 개관
1. “만국우편연합헌장 제9추가의정서” 발효 (Ninth
Additional Protocol to the Constitution of the
Universal Postal Union)
• 일반사항
- 채택일자 및 장소 : 2016년 10월 6일 (제26차
만국우편연합총회에서 채택)
- 발효일 : 2018년 1월 1일

2. “만국우편연합총칙 제1추가의정서” 발효 (First
Additional Protocol to the General Regulations
of the Universal Postal Union)
• 일반사항
- 채택일자 및 장소 : 2016년 10월 6일 (제26차
만국우편연합총회에서 채택)
- 발효일 : 2018년 1월 1일
- 기탁처 : 만국우편연합사무국
• 우리나라 관련사항
- 승인서 기탁일 : 2018년 1월 9일
- 발효일 : 2018년 1월 1일 (조약 2374호)
- 관보게재일 : 2018년 2월 2일

- 기탁처 : 만국우편연합사무국
• 주요내용
• 우리나라 관련사항
- 비준서 기탁일 : 2018년 1월 9일

기구에서 추천한 우편 분야 고위급 관계자와

- 발효일 : 2018년 1월 1일 (조약 2373호)

시민사회조직을 추가함.

- 관보게재일 : 2018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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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이사회 또는 우편운영이사회에서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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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을 제외하고, 이미 제출된 제안의 수정사
항은 총회 의사규칙 규정에 따라 계속해서 국
제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속하도록 함.
-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적용 가능한 국내
법 절차에 따라 사용 또는 공개하고 기밀성과

- 우편운영이사회에 의한 우편규칙을 개정하기

안전성을 보장하는 등을 전제로, 지정우편사

위한 모든 제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업자는 서비스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필

하나 이상의 회원국의 지지가 필요하도록 함.

요로 하는 도착국 또는 중계국 지정우편사업

- 연합 기관의 활동에 관련된 연간 경비는 2017

자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년부터 2020년까지 37,235,000 스위스 프랑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수 있도록 함.
- 연합의 조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 국제사무국은 납부 기일 최소 3개월 전에 회원

지정우편사업자만이 우편업무 운영 및 조약에

국들에 청구서를 송부하며, 전자 사본은 사전

따른 우편물 교환을 위한 UPU 서식과 양식을

통보 또는 알림 형식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송
부하도록 함.

사용하도록 함.
- 위험물품(수류탄, 포탄 및 군수품 등)이 운송
도중 발견되었을 경우 관계지정우편사업자는

3.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발효 (Universal
Postal Convention and Final Protocol to the
Universal Postal Convention)
• 일반사항
- 채택일자 및 장소 : 2016년 10월 6일 (제26차

우편물에서 해당 물품을 제거하고 이를 폐기할
권리를 갖도록 함.
4. “우편송금업무협정 및 최종의정서” 발효 (Postal
Payment Services Agreement and Final Protocol
to the Postal Payment Services Agreement)

만국우편연합총회에서 채택)
- 발효일 : 2018년 1월 1일
- 기탁처 : 만국우편연합사무국

• 일반사항
- 채택일자 및 장소 : 2016년 10월 6일 (제26차
만국우편연합총회에서 채택)

• 우리나라 관련사항
- 승인서 기탁일 : 2018년 1월 9일

- 발효일 : 2018년 1월 1일
- 기탁처 : 만국우편연합사무국

- 발효일 : 2018년 1월 1일 (조약 2375호)
- 관보게재일 : 2018년 2월 2일

• 우리나라 관련사항
- 승인서 기탁일 : 2018년 1월 9일

• 주요내용
-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 등을 만국우편협약

- 발효일 : 2018년 1월 1일 (조약 2376호)
- 관보게재일 : 2018년 2월 2일

및 우편규칙에 기술되고 그 조건에 따라 운반
되는 우편물로 정의함.

• 주요내용

- 회원국은 왜곡, 모조 또는 위조된 모든 우편요

- 총회 종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편송금업무

금선납수단의 제조, 사용, 유통, 매매, 분배, 유

규정과 관련된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기

포, 수송, 전시 또는 게시 행위를 예방, 기소

관의 이름과 주소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처벌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채택할 것을 약

국제사무국은 해당 회원국에 독촉장을 보내도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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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함.

을 보장함.

- 지정우편사업자는 이 협정에 따라 회원국으로

- 당사자는 고등교육 접근을 위한 일반 요건에

부터 위임받은 우편송금업무의 상호연계 및 운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

영의 일부를 국내 법령에 따라 해당 지정우편

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위한 일반 요

사업자와 구속력 있는 계약을 맺은 다른 기관

건을 충족하는 다른 당사자가 수여한 자격을

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함.

인정함.

- 일반원칙에 금융포용을 통한 접근을 추가하여,

- 각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다른 당사자 영역 내

적정한 가격의 다양한 우편송금업무에 접근하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부분 학습 이

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우편

수를 인정하거나 적어도 이를 평가함.

송금업무를 제공하도록 함.
- 지급 지정우편사업자가 수취인 계좌로 지급하

- 고등교육 자격이 증명하는 지식 및 기술에 주
로 기초하여 인정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실질

는 것은 송금인으로부터 해당 자금을 수령하는

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당사

것을 조건으로 하며, 이 자금은 발행 지정우편

자는 다른 당사자가 수여한 고등교육 자격을

사업자의 연결계좌로부터 받거나 중앙 청산 및

인정함.

정산 시스템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함.

- 당사자는 난민 등이 취득한 자격이 서류로 증
명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격 인정 평가
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5.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
약 개정” 발효 (Asia-Pacific Region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in Higher
Education)

6. “식량원조협약” 발효 (Food Assistance Convention)

• 일반사항

• 일반사항

- 채택일자 및 장소 : 2011년 11월 26일 (유네스
코 아태지역총회에서 채택)
- 발효일 : 2018년 2월 1일
- 기탁처 : 유네스코 사무총장
• 우리나라 관련사항
- 비준서 기탁일 : 2017년 12월 19일
- 발효일 : 2018년 2월 1일 (조약 2380호)
- 관보게재일 : 2018년 2월 7일
• 주요내용
- 당사자는 자격 평가와 인정에 적용되는 절차와
기준의 투명성, 일관성, 신뢰성, 공정성 및 비
차별성을 보장함.
- 당사자는 자격 인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국
교육제도에 대한 충분하고 명확한 정보의 제공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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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다함.

- 채택일자 및 장소 : 2012년 4월 25일 (런던에
서 채택)
- 발효일 : 2013년 1월 1일
- 기탁처 : 유엔사무총장
• 우리나라 관련사항
- 가입서 기탁일 : 2018년 1월 31일
- 발효일 : 2018년 1월 31일 (조약 2381호)
- 관보게재일 : 2018년 2월 9일
• 주요내용
- 이 협약의 목적은 가장 취약한 인구의 생명을
구하고, 기아를 줄이며, 식량안보를 증진하고,
영양상태를 개선하는 것임.
- 당사자는 가장 취약한 인구에 대하여 식량원조

▶▶▶ 2018년 1/4분기 신규 가입 다자조약 개관

를 제공하고 전달하는 경우 식량원조 일반원

- 각 당사자는 이 협약에 따른 최소 연간 공약의

칙, 효과성 원칙, 제공 원칙 및 책임 원칙을 준

이행 여부를 설명한 연례보고서를 매 연도가

수함.

종료한 후 90일 이내에 사무국에 제출함.

- WTO 협정 의무와 이 협약 간의 충돌이 있는
경우, WTO 협정이 우선함.

- 이 협약의 모든 당사자들로 구성된 식량원조위
원회를 설립하고, 식량원조위원회는 공식 회의

- 각 당사자는 이 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

에서 결정을 내리며 이 협약의 원칙과 목적에

여 자국의 법령에 따라 금액 또는 물량 기준으

따라 이 협약의 조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

로 최소 연간 공약을 만드는 데 합의함

능을 수행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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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he Legality
of Trade Regulation
Lee Whiejin (Former Ambassador to Papua New Guinea)

I. Introduction

degradation was brought about i.e. the discharge
of wastes, global warming, and pollution of air and

Reflecting that the escalation of confrontation

water as a result of industrialization, international

and conflicts among states resulting from higher

endeavor has been undertaken to regulate the phe-

economic barriers through protective trade led to

nomena. Since 1970s the multilateral environmental

World War II,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greements (MEAs) started to be made, at the

and Trade was concluded aiming at the realization

beginning in the form of soft law and later on

of free trade by establishing a new trade system and

hard law taking on more binding force progressively.

removing tariffs and non-tariffs barriers following

To take some treaties, in the 1980s as the issue

the war.

of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The original GATT regime did not lead to the

gets more prominent, the Base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ITO). Due to the selfish desire of each individual

Wastes and Their Disposal of 1989 was concluded,

state the invisible barriers were formed which were

and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not consistent with the original purpose of free trade

the Ozone Layer of 1987 was adopted, regulating

and so international endeavor has been made to

the manufacturing and consumption of materials

improve it systematically. As a result of 7 rounds

depleting the ozone layer to protect it.

of

negotiations1)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was established in 1995.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international
endeavor has been strengthened for the protection of

Apart from the improvement in economic wealth

environment, the link between trade and environment

through the pursuit of free trade, the issue of

was discussed and it is recognized that dealing with

environmental protection for human living has been

both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rade regulation

raised somewhat belatedly. As the environmental

together can make for mutually effective protection
of international environment. As part of the efforts

1) Rounds of negotiation are as follows: Annecy Round (1949),
Torquay Round (1951), Geneva Round (1955-56), Dillon Round
(1960-62), Kennedy Round (1962-67), Tokyo Round (1973-79),
and Uruguay Round (1986-9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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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2) have been made, while under the WTO
2) The number of trade-related treaties amounts to more tha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he Legality of Trade Regulation

regime the free trade has been pursued and the

an active position for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international trade order is sought to be established

With the acceleration of the endeavor toward inter-

on the basi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national environmental protection at the initiative

As trade regulation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of the UN, the Rio Environment and Development

has the possibility of being abused arbitrarily and

Declaration was made in 1992 and the Sustainable

unjustifiably, the issue of legitimacy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da 21 was adopted, producing

law is raised and international disputes among

international outcome on the achievement of harmony

related states could be brought about, if no agree-

of development and environment. Around the time

ment is reached to prevent the problem. Therefore,

of the Rio Declaration, important treaties relating

judging the legitimacy or legality of the trade

to environment such as the Climate Change Con-

regulation for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becomes

vention, the Bio Diversity Convention, and the

important.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Desertification

With the heightened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were concluded. The provision on the environment

to regulate the trade system that violates environ-

in WTO system is the result of reflecting the

mental norms, it has been stated in international

importanc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rotection.

trade norm including WTO Agreement. This paper

How to reflect environmental protection issue in

studies the issue of trade norm, environmental

international trade has been a daunting issue. A

protection, and its legality to examine the linkage

very great awarenes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between trade and environment. The relevant pro-

will pose an impediment to the formation of free

visions on the trade and environment under the

international trade order and frustrate the develop-

WTO Agreement and dispute cases are to be dealt

ment of international trade, while excessive priority

with. Besides, the collisions between MEAs and

to international trade worsens international environ-

GATT/WTO system will be analyzed.

ment and causes degradation of human living
environment, failing to achieve the objective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us, balance needs to be

II. The Environment-related
Provisions of WTO Agreement

struck between appropriate protection of environment
and promotion of trade.
Most of tricky issues in this argument are attri-

The WTO system, unlike the GATT system, takes

butable to the conflict between free traders who
attempt to remove unnecessary trade barriers and

200 and among these treaties the treaties with the provisions
on trade regulation for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are about
30. MEA is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based on the criterion of
states for the application of trade regulation. 1) Trade regulation
will be applied to MEA states parties only: Biodiversity Agreement of 1992, 2) Trade regulation will be applied to not only
MEA states parties, but also MEA non-states parties: CITES,
Basel Convention, 3) Trade regulation will be applied to nonstates parties only: Montreal Protocol of 1987. Go Junsung,
“Environment and Trade”, in Go Junsung et al. (eds), International
Trade Law, Parkyoung-sa, 2008, p.437.

environmentalists who try to enact and enforce
laws and regulations on necessary environmental
protection. Environmentalists argue that as free
trade has brought about the increase in new market
opportunities and economic activities, leading to
global expansion of income and consumption, negative environmental effects have resulted, due to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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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ustainable consumption of resources and pro-

is permitted exceptionally under a certain limitation

duction of wastes. Free traders, on the other hand,

in the WTO system. The most important and typical

retort the opinion of environmentalists and assert

provision, among others, is article XX of 1994

that free trade will bring along effective utilization

GATT.4) The chapeau and (b), (g) of article XX

of resources and rise of economic welfare. Thus,

allows trade regulation where it is necessary to

economic growth will call forth the demand for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for conse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realize the improve-

vation of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without

ment of environmental standards and environmental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and any

protection technology by generating additional incomes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Trade

for the expenditure of environmental

protection.3)

The

restriction measures for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main issues are broadly the harmony of environ-

are permitted even in the case of colliding against

mental criterion, the use of products standards

article I Most-Favored-Nation Treatment, article

distinguishing products according to the distinction

III National Treatment, and article XI General

of product processing and means of production, and

Elimina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trade regulations to be used in deciding whether

Besides article XX of GATT, provisions of WTO

environmental criterion would violate trade obligation.

Agreement state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Stating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directly,

Above all, the preamble of WTO Agreement states

the preamble of the WTO Agreement provides for

basic purpose and will on the protection of environ-

the ground to discuss the issue of environmental

ment, providing that “... for the optimal use of the

prote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nvironment-

world’s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the objective

related provisions in WTO system are included in

of sustainable development, seeking both to protect

1994 GATT, and other treaties such as agricultural

and preserve the environment and to enhance the

agreemen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Agree-

means for doing so in a manner consistent with

ment,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their respective needs and concerns at different

Phytosanitary Measures (SPS Agreement), Agreement

levels of economic develop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CM),

Article 2(2) and article 5(4) of TBT Agreement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allow trade regulation measures within necessary

Property Rights (TRIPs), and General Agreement

limits to achieve justifiable objectives such as the

on Trade in Services (GATS).

III. Trade Regulation for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Trade regulation for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3) Jung Hyungjin, “Trade and Environment in WTO”, Review
of Commercial Case Law Vol. 19 No. 2, June 2006,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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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rticle XX General Exceptions
Subject to the requirement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countries where the same
conditions prevail,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the adoption or enforcement by any contracting party of
measures: ...
(b)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
(g)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of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if such measures are made effective in conjunction with
restrictions on domestic production or consumption; ...“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he Legality of Trade Regulation

protection of human health or safety,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or the

environment.5)

public or morality, including to protect human, animal

Articles

or plant life or health or to avoid serious prejudice

2, 3 & 5 of SPS Agreement provide member states

to the environment and diagnostic, therapeutic and

with the right to take sanitary and phytosanitary

surgical methods for the treatment of humans or

measures only to the extent necessary to protect

animals.”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6) Agreement
on Agriculture Annex 2 paragraphs 2 & 12 allows
the basis for exemption from the reduction commitment with regard to the payments under environmental programmes as to domestic support. SCM
Agreement, article 8(2), recognizes environmental

IV. Dispute Cases for the
Regulation of Trade under
the WTO Regime for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subsidies within certain limits as non-actionable
subsidies which do not become the object of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surrounding environ-

countervailing measures. GATS, article 14(b), allows

mental protection have been raised under the previous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GATT system, and since the inauguration of WTO

plant life or health as exceptions to other provisions

appeared more in earnest as major issues of dispute

of GATS, subject to the requirement that such

for discussion.7) The necessity to regulate trade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for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in the process

constitute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

of consideration and judgment of dispute bodies

crimination between countries where like conditions

has tended to be considerably strictly interpreted.

prevail,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in services.

Since disputes are strictly construed and considered,

TRIPs, article 27(2)&(3) provides that “Members

limiting it to the case that without regulating trade

may exclude from patentability inventions, the pre-

serious harm might be caused to human, animal

vention within their territory of the commercial

or plant life or health and the conservation of

exploitation of which is necessary to protect ordre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it seems that precaution
is taken to prevent trade from being regulated for

5) TBT Agreement states the proviso that even in allowing the
exceptional trade regulations technical regulations shall not
be more trade-restrictive than necessary to fulfil a legitimate
objective,
6) Under article XX (b) of GATT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on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have been allowed
exceptionally as part of necessary measures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but import restriction measures
have been abused by taking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
arbitrarily. On the other hand, the SPS Agreement prohibits
the possibility of abuse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by providing for standard and evaluation means for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and
demanding scientific legitimacy, clarity and predictability of
sant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hall be applied within the necessary limits and
based upon scientific principle and sufficient scientific proof.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or health.
Before the inauguration of WTO, six cases of
dispute were brought on the legitimacy of trade
7) Under MEAs, trade disputes of GATT/WTO types have not
been filed, for the system and contents of MEAs provisions,
unlike GATT/WTO, establish mechanisms centered around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s. MEAs do not build up
their own dispute settlement bodies for their settlement on
the premise of occurrence of disputes and provides for the
means of settlement such as diplomatic negotiations between the
parties, arbitration and judicial settlement, in case of disputes
on the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Therefore, normally no disputes have come into being under
MEAs.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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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measures on the ground of environmental

the MMPA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of

(g).8)

1972. The MMPA requires a general prohibition

These six cases were judged not to have met the

on “taking” and importation into the United States

conditions of GATT article XX, having not received

of marine mammals unless explicitly authorized.

legitimacy of trade regulation for the cause of

The goal of this Act is to reduce incidental kill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injury rates of marine mammals by commercial

protection based upon GATT article XX (b) &

After the inauguration of WTO in 1995, cases

fishermen. The provisions in the MMPA are appli-

brought based upon GATT article XX (b) & (g)

cable to tuna caught off the coast of North, Central

are the U.S. - standards for reformulated and con-

and South America. Specifically these rules apply

ventional gasoline case, EC - hormone case, the

to the taking of marine mammals incidental to the

U.S. - import prohibition of certain shrimp and

harvest of yellow-fin tuna as well as the importation

shrimp products case, the U.S. - implementation

of said yellow-fin tuna harvested in the Eastern

of the award on the import prohibition of certain

Tropical Pacific Ocean. The U.S. argued the legiti-

shrimp, EC - asbestos case etc. Among these cases,

macy of its measures to protect human and animal

EC - asbestos case is handed down, meeting the

life and health and conserve exhaustible resources,

requirement of GATT for the reason of environ-

but Mexico brought the complaint with GATT

mental protection.

dispute resolution system, claiming that the U.S.
MMPA ban on tuna imports was inconsistent with

1. Major Dispute Cases

the provisions of GATT.9)

Major issues concerning the U.S. - tuna/dolphin

the U.S. for reasons that the US could not embargo

(I) & (II) which attracted a lot of attention as trade

imports of tuna products from Mexico simply

dispute involving environment and EC – asbestos

because Mexican regulations on the way tuna was

case which received recognition of legitimacy for

produced did not satisfy US regulations. But, the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will be explored.

US could apply its regulations on the quality or

GATT panel did not accept the arguments of

content of the tuna imported. This has become

The U.S. - Tuna/Dolphin (I)

known as a “product” versus “process” issue. GATT

Dolphin casualties have led to the initial ban

rules also did not allow one country to take trade

on tuna imports from Mexico which have been

action for the purpose of attempting to enforce its

harvested using controversial purse-seine fishing

own domestic laws in another country — even to

technique. The controversy and initial ban on United

protect animal health or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10)

States tuna imports from Mexico was based on

The term used here is “extra-territoriality”.

8) Six cases are as follows: case concerning prohibition of imports
of tuna and tuna products from Canada: Canada v. US (1982),
Canada – salmon trade dispute case (1988), Thailand – restrictions
on the importation of and internal taxes on cigarettes (1990),
the U.S. - tuna/dolphin case (I) (1991), the U.S. - tuna/dolphin
case (II) (1994), and the U.S. - taxes on automobiles cas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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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Michael Trebilcock, Robert Howse, and Antonia Eliason,
The Regulation of International Trade 4th edition, Routledge,
2013, pp.665-666.
10) U.S. - Tuna/Dolphin (I), Panel Report, paras. 5.26 &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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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 - Tuna/Dolphin (II)
The case was brought against the United States
by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and
the Netherlands in June 1992, who claimed that
the U.S. did not have the right to place embargoes
on intermediary nations. For an intermediary nation,
the MMPA requires its government to “…certify

they too could not find any content with the GATT
that alluded to the exhaustible resource needing
conservation or protection, having to be within
the jurisdictional territory of the country enforcing
the measure.11)

EC – Asbestos

and provide reasonable proof to the Secretary of

On 28 May 1998, Canada requested consultations

Commerce that it has not imported, within the

with the EC in respect of measures imposed by

previous six months, any yellow-fin tuna or yellow-

France, in particular Decree of 24 December 1996,

fin tuna products that are subject to a direct ban on

with respect to the prohibition of asbestos and

importation to the United States.” If the intermediary

products containing asbestos, including a ban on

nation cannot provide this proof, then its yellow-fin

imports of such goods. Canada alleged that these

tuna or yellow-fin tuna products are banned from

measures violate Articles 2, 3 and 5 of the SPS

importation into the United States. The EEC and

Agreement, Article 2 of the TBT Agreement, and

the Netherlands argued that this ban violated Articles

Articles III, XI and XIII of GATT 1994. Canada

XI, III, and not supportable by XX of the GATT.

also alleged nullification and impairment of benefits

The United States argued that regardless of

accruing to it under the various agreements cited.

whether its embargo measures violated Articles

EC argued that French decree of 1996 which

XI and III, they were covered under Article XX

banned the use of asbestos was necessary to protect

(g) and (b) as measures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human health set out in GATT article XX(b).

of an exhaustible resource,” and “necessary to protect
the life and health of dolphins,” respectively.

The panel considered whether the import prohibition of France contravened the provision of

For Articles XI and III, the GATT panel ruled

GATT article XX(b) and chapeau. Above all, it

in favor of the EEC and the Netherlands. For

pointed out three elements in considering the

Article XI, the panel agreed that the United States

legitimacy of the measures under GATT article

embargoes on yellow-fin tuna and yellow-fin tuna

XX(b): i) the existence of danger for human health,

products were in fact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ii) the level of protection the concerned member

not “duties, taxes, or other charges.” For Article

intends to achieve, and iii) the existence of other

III, after reviewing the note to it mentioned above,

measures which are consistent with GATT or can

the panel concluded that this provision could only

achieve identical objective of health, with less

be applied with respect to a measure which “applies

degree of infringement. The panel ruled that the

to an imported product and to the like domestic

policy of prohibiting the use of asbestos products

product.”

France has implemented in respect of the decree

For both Articles XX(g) and (b), the panel ruled

of 1996 falls under the category of policy to protect

in favor of the United States with regard to the
dispute over jurisdiction. Like the United States,

11) U.S. - Tuna/Dolphin (II), Panel Report, para. 5.20.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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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life or health.

cerning asbestos and asbestos-containing products,

Furthermore, the panel reviewed whether French

and found that the TBT Agreement applies to the

measures of prohibiting the use of asbestos products

measure viewed as an integrated whole. The Appellate

would be “necessary” to achieve the objective of

Body concluded that it was unable to examine

health policy under GATT XX(b). It was pointed

Canada’s claims that the measure was inconsistent

out that if the measures of France are consistent

with the TBT Agreement and reversed the Panel’s

with GATT, reasonably expected to achieve the

findings with respect to “like products”, under Article

objective of health policy, and no other, less incon-

III(4) of the GATT 1994. The Appellate Body ruled,

sistent alternative measures are available, such

in particular, that the Panel erred in excluding the

restrictive measures are necessary. The panel ruled

health risks associated with asbestos from its exami-

that French measures of prohibiting the use of

nation of “likeness” and reversed the Panel’s con-

asbestos products meet the requirement of protecting

clusion that the measure is inconsistent with Article

human life or health in GATT article XX(b).

III(4) of the GATT 1994. The Appellate Body itself

Finally, the panel12) concluded that French decree

examined Canada’s claims under Article III(4) of

meets GATT article XX chapeau, holding that

the GATT 1994 and ruled that Canada has not

Canada has not retorted about the issue of whether

satisfied its burden of proving the existence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would exist

“like products” under that provision, and upheld

in its application and there is not any clue with

the Panel’s conclusion, under Article XX(b) of the

the goal of protecting domestic industry of France,

GATT 1994, that the French Decree is “necessary

as to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to protect human life or health”.

Canada made an appeal, arguing that there existed
error as to the ruling of the panel concerning GATT

2. Other Dispute Cases

article XX (b). Canada claimed that the panel made
no “objective evaluation on the facts” DSU article 11

In addition, cases related to GATT 1944 article

required, because scientific data were not evaluated

XX(b),(g) are summarized.14) Here cases are cate-

on the principle of equilibrium of possibility and

gorized into the necessity of environmental pro-

facts were not evaluated objectively.

tection, the conservation of exhaustible natural

The Appellate Body13) circulated its report on
12 March 2001. The Appellate Body ruled that

resources, non-discrimination, and the prohibition
of disguised trade regulation.

the French Decree, prohibiting asbestos and asbestoscontaining products had not been shown to be
inconsistent with the European Communities’ obligations under the WTO agreements and reversed
the Panel’s finding that the TBT Agreement did
not apply to the prohibitions in the measure con-

12) WT/DS135/R
13) WT/DS135/A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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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Prof. Choi Seunwhan explains that seven elements should
be met in order to justify the measure of trade regulation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under WTO system: 1) necessit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2) conservation of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3) non-discrimination, 4) prohibition of
disguised trade regulation, 5) minimum trade regulation, 6)
prohibition of unilateral trade regulation, and 7) prohibition
of extraterritorial trade regulation. Choi Seungwhan, International
Trade Law, Bubyoung-sa, 2014, pp.637-647.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he Legality of Trade Regulation

1) Necessit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Trade regulation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should be the measure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as is
stipulated in GATT 1994 article XX(b), TBT Agreement article 2(2), SPS Agreement article 2(1)&(2),
and TRIPs article 27(2). The requirement of the
necessity is: i) it should not be inconsistent with
GATT and WTO system, or no other less inconsistent alternative means is available, or all other
alternative means should have been exhausted, ii) it
should have reasonable relations with the objectiv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ii) trade regulation
should be proportionate to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he seriousness of environmental
damage.

that the environmental standard of gasoline rule
enacted by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pursuant to the Clean Air Act (CAA) violated
GATT 1994 article 3(4) by its discriminate application against imported gasoline.
WTO panel ruled that the baseline establishment
rules of Gasoline Rule of the U.S. did not meet
the ‘necessity’ requirement of GATT 1994 XX(b),
for reasons that other measures exist which are
reasonably available and consistent with GATT
or other less inconsistent measures exist.

2) Conservation of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Trade regulation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should be relating to conservation of exhaustible

In the case concerning restrictions on the impor-

natural resources (GATT article XX(g). The proviso

tation of and internal taxes on cigarettes (1990)15),

of this article states that the measure for the con-

Thailand argued that the prohibition on the impor-

servation of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should

tation of U.S. cigarettes is a measure necessary

be valid in relation to the restriction on domestic

to protect the health of its own nationals, as U.S.

production or consumption. The appellate body held

cigarettes are more harmful to human body than

interpreting broadly that the scope of exhaustible

Thai cigarettes and U.S. cigarettes are purchased

natural resources includes living and non-living

more than Thai cigarettes due to its name value.

resources, irrespective of rarity or extinction crisis.

The GATT panel ruled that discriminatory restric-

In the case concerning Salmon (1998)17), GATT

tions on the importation of cigarettes and internal

panel ruled that regulating foreign herring and salmon

taxes on cigarettes by the Thai government do not

only is not considered to aim at the conservation

meet the ‘necessity’ requirement of GATT 1994

of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article XX(b), for reasons that other alternatives

In the case concerning Tuna import ban (1982)18),

are available such as the obligation of tagging,

as the U.S. has not taken any measure to adjust

financial measures, prohibition of advertisement,

domestic production or consumption, having no

and education on non-smoking.

objective of conserving tuna resources, the Panel

In the case concerning taxes on automobiles16),

found that the import prohibition was contrary to

Venezuela sued the U.S. with the WTO, arguing

Article XI:1, and was justified neither under Article
XI:2, nor under Article XX(g) of the GATT.

15) Thailand – Cigarettes, Panel Report, para. 75.
16) U.S. - Gasoline, Panel Report, para. 6.16; U.S. - Gasoline,
Appellate Body Report, p.29.

17) Canada – Salmon, Panel Report, para.4.6.
18) U.S. - Tuna/Dolphin (I), Panel Report, para. 5.33.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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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ase on Reformulated gasoline (1996)19),

is treated more unfavorably than domestic gasoline,

the appellate body ruled that the baseline establish-

for even though being of the identical products,

ment rule of gasoline, due to having the objective

imported gasoline is excluded from the enjoyment

of conserving clean air, meets the requirement

of favorable sales condition equivalent to the treat-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under GATT article

ment given to domestic gasoline pursuant to individual

XX(g). It was interpreted to imply the requirement

standard connected with producers of products.

of even-handedness between domestic products and

In the case concerning Shrimp/turtle (1998)22),

imported products, but not to imply identical treat-

on 15 May 1998, the panel found that the import

ment. Accordingly, the baseline establishment rule

ban in shrimp and shrimp products as applied by

meets the requirement relating to conservation, as

the United States is inconsistent with Article XI(1)

the rule is applied to both imported products and

of the GATT 1994, and cannot be justified under

domestic products.

Article XX of the GATT 1994.
The United States notified its intention to appeal

3) Non-discrimination (Most-favorednation Treatment and National
Treatment)

certain issues of law and legal interpretations

Trade regulation cannot become arbitrary and

is not within the scope of measures permitted under

unjustifiable means of discrimination. The principle

the chapeau of Article XX of the GATT 1994, but

of non-discrimination, as a basic principle of WTO,

concluded that the US measure, while qualifying for

is reflected in the most-favored-nation treatment

provisional justification under Article XX(g), fails to

(GATT 1994 article I), national treatment (GATT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chapeau of Article XX.

1994 article III), GATT article XX chapeau, and

The WTO panel and appellate body held that

the preamble of WTO Agreement etc.

developed by the panel. The Appellate Body reversed
the panel’s finding that the US measure at issue

prohibiting importation of and discriminating against

In the case concerning Superfund (1988)20), the

shrimp of the same kinds due to differences in

GATT panel ruled that the principle of national

terms of fishing methods and conservation policy

treatment is applicable to all domestic taxes irrespec-

of fishing countries contravenes GATT article I

tive of objectives of tax imposition and imposing

(most-favored-nations), and even though fishing

3.5 cent higher taxes per barrel on imported petro-

by the use of turtle excluder devices, prohibiting

leum pursuant to the Comprehensive Environment

importation of sea turtle from non-recognized countries

Response, Compensation and Accountability Act

is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and unilateral question,

and the Superfund Amendment and Reauthorization

no offer of reply opportunity during examination,

Act contravenes GATT principle of national treatment.

no availability of individual written communication

In the case concerning Reformulated gasoline

procedure, and rejection of review and appeals in

(1996)21), the panel ruled that imported gasoline

respect of the U.S. domestic laws would be considered arbitrary discrimination.

19) U.S. - Gasoline, Appellate Body Report, pp.19-21.
20) U.S. - Petroleum, Panel Report, para. 5.1.1.
21) U.S. - Gasoline, Panel Report, para. 6.16; U.S. - Gasoline,
Appellate Body Report,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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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U.S. - Shrimp/Turtle, Panel Report, paras. 7.48-49; U.S. - Shrimp/
Turtle, Appellate Body Report, paras. 176, 180 & 184.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he Legality of Trade Regulation

4) Prohibition of Disguised Trade
Regulation

the objective.

Trade regulation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GATT panel ruled that discriminatory restrictions

cannot be utilized as a means to impose disguised

on the importation of cigarettes and internal taxes

restrictions upon international trade (GATT 1994

on cigarettes by the Thai government contravened

article XX chapeau, SPS Agreement chapeau and

GATT 1994, for reasons that other less restrictive

article 2(3), TRIPs Agreement article 3(2) etc.).

alternatives were available such as the obligation

Distinguishing disguised trade regulation is not

of tagging, financial measures, prohibition of adver-

easy, but it includes trade regulation in excess of

tisement, and education on non-smoking.

the extent and range necessary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trade regulation not based upon scientific
grounds, and arbitrary and discriminatory trade
regulation.23)
In the case concerning Reformulated gasoline
(1996)24), the GATT panel ruled that the term
‘disguised restriction’, considered to be inclusive
of disguised discrimination, refers to ‘concealed
or unannounced’ restriction or discrimination in
international trade.

5) Minimum Trade Regulation

In the case concerning Cigarettes (1990), the

3. The Position of GATT/WTO seen
in Dispute Cases
The basic positions of WTO on trade and environment as appeared in the rulings of WTO dispute
settlement bodies are drawn as follows.25)
First, most of disputes are concerned with GATT
article I (most-favored-nation treatment), article
III (national treatment), article XI (prohibi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 and article XX (trade
regulation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In most
cases, the WTO invoked GATT article XX(b)&(g)

Trade regulation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s the ground of trade restriction for environmental

should be minimum trade restriction necessary to

protection and it is found that exceptional measures

achieve the objectiv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for trade regulation are limited strictly, by ruling

as it should not be unnecessary impediment to

that the requirement of prohibiting arbitrary or

international trade (TBT Agreement chapeau and

unjustifiable discriminatory measures or disguised

article 2(2)&(3), SPS Agreement chapeau and

trade restriction stated in the chapeau of article

article 2(2), article 5(4)&(6), TRIPS Agreement

XX was contravened. The position of the WTO

preamble and article 27(2) etc.). The requirement

is seen to give priority to trade liberalization than

of minimum trade regulation implies that regulation

environmental protection.

measures should be proportionate to the importance

Second, WTO dispute settlement bodies take

of the objectiv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account of mainly environmental pollution of products

the seriousness of environmental damage and trade

themselves as was seen in the U.S. - tuna/dolphin

is not regulated beyond the necessity of achieving
23) Matthias Herdege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2013, p.204.
24) U.S. - Gasoline, Appellate Body Report, p.25.

25) Kim Mija, “Theory and Practice on Free Trad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view of Environment” Kore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13 No. 2, 2005, pp.167-168; Jung
Hyungjin, op. cit. pp.15-17.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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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to the neglect of PPMs of products. Environ-

If the living environment of the globe worsens

mentalists argue that to prevent cross-border envi-

in the future, the existing idea of putting emphasis

ronmental pollution and protect environment, trade

on the value of free trade might change.

regulations based upon PPMs should be done as

MEAs comprise the provisions on trade regulation

well.26) Considering that like the labelling or

for the protection of international environment.

packaging of products being related to the character

The WTO Agreement, while gearing toward free

of products their consumption can cause harm to

trade, makes exceptional provision of trade regulation

environment and health, not just the discussion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Free traders insist

on the character of products, but establishing the

that trade regulation should be enforced strictly

standard of production improvement of harmful

exceptionally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in

materials that pollute environment resulting from

the extent of not causing any impediment to trade

the process of production and trade regulation in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free trade of

accordance with this standard will be necessary,

the WTO Agreement, while environmentalists have

Third, WTO DSB does not recognize the appli-

the position that trade regulation measures should

cation of provisions of GATT article XX (b)&(g)

be taken as effective measures for environmental

beyond the territory of a member state. It was

protection of MEAs.27)

shown that the U.S. domestic act, MMPA, cannot

MEAs such as Montreal Protocol, Basel Conven-

be implemented in the territory of other states beyond

tion, and CITES provide for export and import

the territory of the U.S. to protect human, animal

regulation on targeted materials and animals and

and plant life and health and conserve and manage

plants through export and import permit system.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However, as was

Conflicts and collisions between the trade provisions

indicated in the U.S. - tuna/dolphin case (II), some

of MEA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provisions

leeway was shown for implementation of environ-

of WTO can be settled pursuant to the Vienna

mental protection beyond the territory of a member

Convention of Treaties article 30(3). That is, if

states, raising the possibility of trade regulation

disputes occur concerning application scope of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future.

treaties between treaty parties with identical subjects,
lex posterior derogat priori applies. The WTO
Agreement takes precedence over MEAs, as the

V. Settlement of Collisions
between MEAs and GATT/WTO

WTO Agreement took effect in January 1995, as
les posterior in comparison with MEAs.28) However,
because the contents of WTO and MEAs to be

No collisions between MEAs and GATT/WTO

regulated are different, the principle of lex posterior

have been noticed up till now. WTO Committee

derogat priori might not be applied. Looking into

on Trade and Environment undertakes research on
the issue of linkage between trade and environment.
26) S. Charnovitz, “Exploring the Environmental Exceptions in
GATT Article XX”, 25 Journal World Trade 37, Oct. 1991,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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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J. Cameron and J. Robinson, “The Use of Trade Provisions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and Their Compatibility
with the GATT”, 2 Yearbook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3, 1991, pp.7 & 15.
28) Choi Seungwhan, op. cit. pp.663-664.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he Legality of Trade Regulation

individual provisions, the principle of lex posterior

The provisions of GATT article XX (b)&(g)

can be applied to regulate trade for the protection

and chapeau have been enforced strictly and with

of environment.

limitation as exceptions to GATT article I, article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at WTO has

III, and article XI.

agricultural products, manufactured goods and other

Looking into the dispute cases considered by

general products as the object of regulation, while

WTO DSB, it can be drawn that under the cir-

MEAs have specific materials inclusive of chloro

cumstances of collision between the interest of

fluoro carbons, hazardous wastes, and GMOs as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he value of trade,

the objects, MEAs can take precedence over WTO

the idea that environmental protection should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lex specialis.

become a hurdle to trade is still dominant and the

Besides, in case the applicable treaties are different

issu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should not be

pursuant to the principle of lex posterior and lex

abused arbitrarily as a means of trade regulation

specialis, more universal treaty can be applied in

by states.

consideration of the number of parties to the treaty.

MEAs do not have their own autonomous dispute

The principles of lex posterior and specialis above

settlement instruments, establishing only implemen-

are to be applicable in rather simple situations.

tation regime. Concerning the disputes on the

However, in reality, more factors need to be taken

interpretation of treaties, MEAs have in place the

into consideration in deciding upon whether MEAs

procedure of settlement through diplomatic nego-

or the WTO agreement would be

applied.29)

tiations or international judicial settlement. In case
environmental protection provisions of WTO system
and MEAs are inconsistent, the issue of priority

VI. Conclusion

of effects needs be dealt with in the future.
It is very much noticeable whether negotiation

The GATT/WTO system which seeks the economic

on independent international norm on the scope

interests through the increase of free trade regulates

and limits of trade regulation for environmental

the issue of harmonizing economic interests with

protection mainly at the initiative of the Committee

another value and interests of environmental pro-

on Trade and Environment which was established

tection. This study examined how GATT 1994,

pursuant to the decision on trade and decision

especially article XX, on the protection of human,

adopted at Ministerial Conference at Marrakesh

animal and plant life and health and conservation

in April 1994 would be undertaken.

of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provides for trade
restriction measures and looked into dispute cases
which were dealt with by WTO DSB.
29) Oh Sunyoung, “An Approach to Reconciling the Conflicts
between MEAs and WTO Agreements”, International Economic
Law Research Vol. 9 No. 2, 2011, p.200; Chris Wold,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and Trade Rules:
Conflict and Resolution, 26 Environmental Law 841,1996,
pp.910-911.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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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예외로서 ‘public order’의 개념과 적용
이 주 윤 (연세대학교 강사)

I. 들어가며

국판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공공질서에 위
배되는 수락할 수 없는 결과를 피하기 위한 예외

주로 민법이나 국제사법에서 사용하는 개념인

적이지만 필수적인 조치를 뜻한다.2) ‘public order’

‘공공질서’(ordre public) 또는 ‘공공정책’(public

는 법정지국가의 기본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사유

policy)1)은

최신의 국제법, 특히 국제경제법(투자

가 외국법 적용의 사유보다 더 중요할 때 일종의

법 포함)과 인권법 등에서 예외(exception)나 적용

도피처를 제공해 주며, 법정지국가의 법과 가치를

제외(derogations) 또는 정당화(justifications)의 사

준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3) 다시 말해, 외국법

유로서 점차 원용되고 있다.

(외국판결)은 한 국가의 기본적 가치에 위협이 되

‘public order’의 개념은 완전히 명확하지는 않

지 않는 한도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국제

으나, 국제사법(private international law)상 법정

법(public international law)의 관점에서 ‘public

지국가(forum state)의 법원이 자신에게 부탁된 사

order’를 적용해 본다면, 이는 국내법 규칙이 국제

건에서 자국법의 가치와 충돌되는 외국법(또는 외

법의 실체적 규칙과 충돌하는 경우 국내당국이 국
제법의 적용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 할

1) ‘ordre public’(öffentliche Ordnung, public order)은 주로 대
륙법계(시민법) 국가에서, ‘public policy’는 영미법계(보통
법)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대륙법계는 동 술어를 자신의
법체계 및 사회질서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반면, 영미법계는 이것이 보다 광범위한 입법영역을
대변하며 정치적 다수의 견해를 어느 정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Alexander J. Bělohlávek, “Public Policy
and Public Interest in International Law and EU Law”, The
Journal of Eurasian Law, Vol. 8, No. 3, 2015, p. 284; 한편,
Catherine Kessedjian, “Public Order in European Law”, Erasmus
Law Review, Vol. 1, Issue 1, 2007, p. 26에 의하면, ‘ordre
public’과 ‘public policy’가 그 내용 또는 범위에 있어 차이
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한다; 또한, 본고에서 주로 살펴
볼 GATS 제XIV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
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유럽
인권협약, EU기능조약의 관련 조항들은 (영어본은 때에 따
라 ‘public order’와 ‘public policy’를 혼용해서 쓰고 있지만)
독어본에서는 모두 “öffentliche Ordnung”이라는 용어를 공
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Rolf Schwartmann, Völker- und
Europarecht: Mit WTO-Recht und Zusatztexten im Internet,
10. Aufl. (Heidelberg: C.F.Müller, 2015), Ordnungsnummer
des Rechtstextes 33, 34, 104, 111, 12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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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겠다.
국제법은 수많은 국가의 법규칙 간 충돌을 조화
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국제경제법과
인권법에서 예외사유로 들고 있는 ‘public order’
의 개념과 그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국제법과 국내법(주로 행정법)의 혼성적 성
격을 가진 EU법의 경우,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로
서 ‘public order’라는 용어를 주요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국에 따라 ‘public order’의 정의
2) Rüdiger Wolfrum et al (eds.), The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ume VII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 1008; Tena Hoško, “Public Policy
as an Exception to Free Movement within the Internal Market
and the European Judicial Area: A Comparison”, Croatian
Yearbook of European Law and Policy, Vol. 10, 2014, p. 190.
3) Gernot Biehler, Procedures in International Law (Heidelberg:
Springer, 2008), pp. 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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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EU사법재판소는

한 목적인 경우, GATS 제XIV(a)조에 의해 정당

EU차원의 통일적인 ‘public order’ 개념을 발전시

화될 수 있다.7)

키려 노력해 왔다. 경제적 이익 및 인권보호에 함

GATS 제XIV(a)조에 함께 규율된 ‘public morals’

께 중점을 두고 있는 EU법상 ‘public order’를 면

와 ‘public order’의 관계를 살펴보면, 두 개념이 일

밀히 검토함으로서 국제경제법 및 인권법질서에

부 중첩되는 경우도 있고, ‘public order’가 ‘public

적절히 적용할 수 있는 해석지침을 발견할 수 있

morals’를 포함하거나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

을 것이다. 본 연구는 각 법체계별 ‘public order’

다. 예컨대, 주로 ‘public morals’와 관련이 있는 미

의 이론적 의미와 실제적 사례를 살펴 ‘국제법의

성년자의 도박 금지나 도박 중독자의 보호가 동시

예외로서 public order’의 개념을 구상해 보고자

에 ‘public order’의 문제로 간주될 수 있지만, 조

한다.

직범죄와의 전쟁, 필수적 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안전기준에 관한 이해관계는 ‘public morals’와는
연관이 없고 ‘public order’에만 관련될 수 있다.8)

II. 국제경제법상 ‘public order’

한편, WTO협정상 ‘public order’와 관련된 규정의
해석에 있어 WTO회원에 유연한 ‘정책적 여지’를 부

1. 관련 규정

여하며, ‘비례의 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9)
과 함께 ‘합리성’(reasonableness)10)과 ‘필요성’

1) WTO협정

(necessity)11)의 요건들이 적용되어 왔다.12)

WTO법상 ‘일반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GATT
제XX조와 GATS 제XIV조 중 후자만이 ‘public
order’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4) 공공
질서 요건이 꽤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는 측면에
서 GATS가 GATT에 비해 보다 큰 규제재량권
(regulatory autonomy)을 허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5) ‘public order’는 사실상 아주 포괄적인 용
어로 간주될 수 있는데, 이는 GATS 제XIV조에
규정된 다른 모든 정당한 목적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6) 또한 문제의 조치가 각주 5에 따라 (1)
“진정하고도 충분히 심각한 위협”에 노출된 (2)
“사회의 근본적인 이익 중의 하나”를 보호하기 위
4) 즉, GATT 제XX(a)조는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
한”으로, GATS 제XIV(a)조는 “공중도덕을 보호하거나 공
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후자의 각주 5에 의하면 “공공질서 예외는 사회의 근본적
인 이익 중 하나에 진정하고도 충분히 심각한 위협이 가해
진 경우에만 원용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5) Rüdiger Wolfrum, Peter-Tobias Stoll and Clemens Feinäugle
(eds.), Max Planck Commentaries on World Trade Law: WTO
–Trade in Services (Leiden: Koninklijke Brill NV, 2008), p.
292.
6) Ibid., p. 300.

7) Ibid., p. 301.
8) Ibid., pp. 299-300.
9) 국내법에서 발전된 비례의 원칙은 정부의 조치가 합법적
인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덜
침해적인 수단이 존재해서는 안 되며, 목적과 영향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적절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제법상 비례의 원칙은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형식을 빌
려 발견되는데, 복구 및 자위권의 행사에 언급되었다가
현재는 인권과 관련하여 필수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WTO법의 경우 ‘필요한’, ‘가장 덜 무역제한적인’ 또
는 ‘적절한’과 같은 용어들에서 간접적으로 비례의 원칙
을 표현하고 있는데, 회원국의 조치와 그 정책목적 간의
인과관계, 정책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가장 덜 무역제한
적인 조치, 조치의 비례에 대한 균형을 기반으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한다. Thomas Cottier et al.,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International Law”, NCCR Working Paper
No 2012/38, December 2012, p. 13.
10) WTO협정은 ‘reasonable’, ‘unreasonable’, ‘reasonableness’,
‘reasonably’와 같은 용어를 200번 이상, WTO판결문에는
8,000번 이상 사용하고 있다. WTO판례법상 합리성의 원
칙은 WTO패널 및 항소기구가 문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
우, WTO협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구체적으로 규정되
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행동이 합리적인지를 결
정하는 경우, WTO협정에 대한 특정한 해석이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러한 해석을 거부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Graham Cook, “Reasonableness
in WTO Law”, Latin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Law, Vol. 1, No. 2, 2013, p. 714.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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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투자협정
최근 들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
인 국제투자법과 관련하여, 양자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이하 ‘BIT’) 대다수는 위 WTO
협정에서 살펴본 “일반예외” 규정을 가지고 있지
는 않은데, 2008년 기준으로 2,800개 이상의 국제
투자협정 중 약 25~30개 협정에만 GATT 또는
GATS 방식의 일반예외 조항이 발견된다.13) 예컨
대, 1959년에 체결된 최초의 독일-파키스탄 BIT
는 비차별의무에 대한 예외로서 “안보, 공중보건
및 도덕”을 포함할 뿐이었다.14) 1991년 미-아르헨
티나 BIT 제XI조의 경우 매우 간단하지만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은 공공질서의 유지,
국제평화 또는 안보의 유지나 회복과 관련된 의무
준수, 또는 자국의 본질적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
해 필요한 양 당사국 중 하나의 조치의 적용을 배
제해서는 안 된다”.15) 한편, 최근에 활발히 체결되
고 있는 FTA는 투자챕터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일반예외의 한 사유로서 ‘공공질서의 유지’를
대체로 규정하고 있다.16)
11) 필요성의 원칙은 비례의 원칙의 일부로서, 문제의 조치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덜 침해적인 수단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12) Diane A. Desierto, “Balancing National Public Policy and
Free Trade”, Pace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27, No.
2, 2015, pp. 565-566.
13) Andrew Newcombe, “General Exception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Draft Discussion Paper for BIICL
Eighth Annual WTO Conference, 2008, p. 3.
14) Alison Giest, “Interpreting Public Interest Provision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ies”, Chicago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8, No. 1, 2017, p. 333.
15) Jürgen Kurtz, “Adjudging the Exceptional at International
Law: Security, Public Order and Financial Crisis”, Jean Monnet
Working Paper 06/08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2008), p. 19.
16) 한-콜롬비아 FTA 제21.1조 제2항, 한-페루 FTA 제5.18조,
한-호주 FTA 제9.22조와 제14.3조, 한-뉴질랜드 FTA 제
12.3조 제4항; 한편, ‘공공질서’ 예외가 사회의 근본적인
이익 중 하나에 대해 진정으로 충분히 심각한 위협(genuine
and sufficiently serious threat)이 제기되는 경우에만 원용
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고 있는 경우도 여러 개다. 한-EU
FTA 제7.50조 주 40, 한-ASEAN FTA 제13조 주 6과 제20
조 주 22, 한-인도 CEPA 제6.14조 주 9, 한-터키 서비스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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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와 FTA를 포함한 국제투자협정(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대부분은 실질적 투자 의
무, 예컨대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 공정
하고 형평한 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 비
차별(non-discrimination) 등을 규율하면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특히 정부의 조치가 ‘공
공목적’에 비례한 것인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7) 예컨대, 2012년의 US Model BIT에 의하
면, ‘수용과 보상’, ‘행정절차의 투명성’, ‘정보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서 ‘공공목적’(public purpose),
‘공공이익’(public interest),18) 또는 ‘공공복지’(public
welfar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19) 그 이전
1994년에 체결된 NAFTA의 경우, 전문에 ‘공공이
익’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20) 그
내용에 있어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재법원이 투자자의 주장을 검토할 때 ‘공공이
익’에 보다 큰 비중을 부여할 수 있다.21) 국제투자
협정의 회원국들은 ‘공공이익’ 규정에 많은 재량
을 가지길 원하지만, 위 Model BIT를 포함하여
국제투자협정은 중재법원이 인용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명확성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22)
정 제1.16조 주 7 참조; Newcombe, op. cit., p. 4.
17) Andrew D. MitchellㆍJames Munro and Tania Voon, “Importing
WTO General Exceptions into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Proportionality, Myths and Risks”, forthcoming in
Yearbook o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 Policy 20162017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pp. 8, 13,
15, 16; Newcombe, op. cit., p. 3.
18) ‘public interest’(공공이익)는 소비자 보호와 같이 특정의
보호 대상이 있다면, ‘public policy’는 보다 일반적이고 중
대한 가치와 연관이 있다. 즉, ‘public policy’는 국가의 존
재에 바탕이 되는 절대적인 기본적 가치를 의미하는 반면,
‘public interest’는 다양한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특정한 규
범의 보호와 관련이 있다. Bělohlávek, op. cit., pp. 307, 308.
19) US Model BIT 제6.1조, 제11.6조, 제19조, 부속서 B(수용) 참조.
20) “CREATE new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improve working
conditions and living standards in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UNDERTAKE each of the preceding in a manner consistent
with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conservation; PRESERVE
their flexibility to safeguard the public welfare;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STRENGTHEN the development
and enforcement of 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and
PROTECT, enhance and enforce basic workers’ rights.”
21) Giest, op. cit., p.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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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판례

을 원용하였다.27) 항소기구는 패널과 마찬가지로
문제의 미국 연방법(즉, 전신법, 여행법, 불법도박

1) WTO패널과 항소기구
GATT시절부터 시작하여 WTO에 이르는 동안,
US-Gambling 사건에 와서 처음으로 GATS 제
XIV(a)조가 예외조치로서 원용되었는데, 패널과
항소기구 모두 (‘public morals’와) ‘public order’
의 개념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양한 제도와 우
선되는 가치의 경중에 따라 WTO회원마다 다르
게 해석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23) 패널은 GATS
제XIV(a)조의 ‘public order’ 개념을 설명하면서
동 조항 각주 5 및 관련 있는 사전적 의미에 기반
을 두어 ‘public order’는 “공공정책과 법에 반영
된 것과 같이, 사회의 근본적인 이익의 보존을 의
미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이익은 특히, 법, 안보
및 윤리의 기준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결
하였다.24) 여기서 패널이 안보 기준을 언급하였다
고 해서 ‘public order’ 규정이 국가안보상 이해관
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25)
또한, 패널은 ‘public order’의 내용을 결정하는데
있어 회원이 일정 정도의 재량을 가져야 한다고 보
았지만, 각주 5의 규정을 충분히 평가하지는 못하
였다. 오히려 각주 5의 요건은 WTO회원이 ‘public
order’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 있어 그 범위를 제한
하고 있다.26) 패널은 ‘public order’의 개념과 범위
를 결정하기 위해 보충적 해석 수단도 사용하였는

사업법)이 다루고자 하는 사항이 제XIV(a)조의
‘public morals’ 및/또는 ‘public order’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결하였다. 특히, 패널이 ‘public order’
를 각주 5의 기준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 뒤,
문제의 조치가 ‘public morals’를 보호하고/또는
‘public order’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
기 위해 위 정의를 사실관계에 적용했기 때문에,
패널은 추가적으로 각주 5의 기준이 충족되었다
는 별개의 명시적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다고 언
급하였다.28)
한편, GATT 제XX(a)조의 ‘public morals’는 일
상적 의미에 따르면 “공동체 또는 국가에 의해서
나 이들을 위해 유지된 옳고 그른 행동의 기준”을
뜻하는 것으로서,29) 주로 예외를 원용하는 회원의
법질서 중 일부인 인권 및 사회적 기준을 포함하
는 것으로 해석된다.30) 그러나 China-Audiovisual
Services 사건에서 중국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서가 아니라 일정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출판물을
‘public morals’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기 위해,
즉 자국의 사찰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GATT 제
XX(a)조를 원용하였는데,31) 이는 분명히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에 합치되
지 않는 것으로서,32) 패널과 항소기구 모두 중국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패널은 ‘public morals’

데, 즉 서두에서 잠시 언급한 국제사법상의 개념
22) Ibid., p. 347.
23) United States-Measures Affecting the Cross-Border Supply
of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 WT/DS285/R, para. 6.461;
Wolfrum, Stoll and Feinäugle (eds.), op. cit., p. 298.
24) United States-Measures Affecting the Cross-Border Supply
of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 WT/DS285/R, para. 6.467;
Christine Breining-Kaufmann, “The Legal Matrix of Human
Rights and Trade Law: State Obligations versus Private Rights
and Obligations”, in Thomas Cottier･Joost Pauwelyn and
Elisabeth Bürgi Bonanomi (eds.),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Trad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p.
107-108.
25) Wolfrum, Stoll and Feinäugle (eds.), op. cit., p. 299.
26) Ibid., p. 301.

27) United States-Measures Affecting the Cross-Border Supply
of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 WT/DS285/R, paras.
6.470-6.473.
28) United States-Measures Affecting the Cross-Border Supply
of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 WT/DS285/AB/R, paras.
296-299.
29) China-Audiovisual Services, WT/DS363/R, para. 7.759; United
States-Measures Affecting the Cross-Border Supply of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 WT/DS285/R, para. 6.465.
30) Rüdiger Wolfrum, Peter-Tobias Stoll and Holger P. Hestermeyer
(eds.), Max Planck Commentaries on World Trade Law: WTOTrade in Goods (Leiden: Koninklijke Brill NV, 2011), p.
483.
31) China-Audiovisual Services, WT/DS363/R, para. 7.760.
32) Wolfrum, Stoll and Hestermeyer (eds.), op. cit., p. 483.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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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호가 중국 정부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배에 대한 포장 및 라벨을 규제하는 것이 ‘public

또는 이익에 해당하고 중국이 자국 영토 내에서

policy’의 문제임은 인정하였지만, 결론적으로 이

‘public morals’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를 채택하

러한 예외조항은 투자 설립 전 단계에만 적용된다

고 있음을 인정하며, 덧붙여 문제의 조치 중 일부

고 판정하였다.38)

가 ‘public morals’의 보호에 실질적 기여(material

또한, 일부 학자들은 ‘public interest’의 해석시

contribution)를 할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였는데, 항

투자자의 권리와 공공이익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

소기구는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결정하였다.33)

해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는데, 무엇보다 중재법

WTO패널은 GATT 제XX조 역시 ‘public order’

원의 경우 이를 위해 자신의 재량을 제한해야 하

왔다.34)

며, 국가들의 관련 규제 역시 제한될 필요가 있다

목적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여

또한 이러한 해석은 비무역적 관심사, 예컨대 인

고 주장한다.39)

권준수를 무역자유화 및 시장접근 목적과 연계시
키는 방식으로 발전되어 왔다.35)

III. 국제인권법상 ‘public order’
2) 투자중재법원
국제투자법에 대한 중재법원의 판정 중에는
‘public interest’에 대한 해석이 눈에 띄는데, 2006
년 수용과 관련한 사건에서 중재법원은 ‘public
interest’ 요건은 대중의 진정한 이익을 필요로 하
는 것으로서, ‘public interest’에 대한 단순한 언급
만으로 마법처럼 그러한 이익을 존재하게 만들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게 만든다면 이는 무의미해질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36) 이는 잘 확립된 판례법
으로서, 정부의 수용행위가 합법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사회적 이익(real societal interest)
을 만족시켜야만 한다고 보았다.37)
2016년 Philip Morris v. Uruguay 사건에서 중
재법원은 국내규제당국이 ‘public policy’ 결정을
내릴 때 ‘재량의 여지’(margin of appreciation)를
향유하는데, 우루과이 정부가 건강에 위협적인 담
33) China-Audiovisual Services, WT/DS363/AB/R, paras. 243,
255, 290, 299, 336.
34) Diane A. Desierto, “Public Policy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Trade Law: Community Expectations and Functional
Decision-Making”, Florid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6, No. 1, 2013, p. 141.
35) Ibid., p. 149.
36) ADC Affilate Limited and ADC & ADMC Management Limited
v. Republic of Hungary, ICSID Case No. ARB/03/16, 2 October
2006(Bělohlávek, op. cit., p. 296, 주 36에서 재인용).
37) Bělohlávek, op. cit., p. 296, 주 3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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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규정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관습법적 의무
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1948년의 세
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은 개별적인 권리 및 그러한 권리 행사에 있어 허
용 가능한 제한으로서 ‘public order’와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였는데,40) 예컨대 제29조 제2항에
서 “모든 사람은 민주사회에서의 윤리, 공공질서
및 일반의 복지의 목적상 자신의 권리와 자유 행
사에 있어 . . .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66년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ICCPR’)은 제12조 제3항(거주이전
의 자유),41) 제14조 제1항(재판상 평등권), 제18조
38) Philip Morris v. Uruguay, ICSID Case No. ARB/10/7, 8 July
2016, paras. 388, 419.
39) Giest, op. cit., pp. 349-350.
40) Scott P. Sheeran, “Reconceptualizing States of Emergency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ory, Legal Doctrine,
and Politics”,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4, Issue 3, 2013, p. 505.
41) “3. The above-mentioned rights shall not be subject to any
restrictions except those which are provided by law, are
necessary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public order (ordre

국제법의 예외로서 ‘public order’의 개념과 적용

제3항(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19조 제3항

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45)

(표현의 자유), 제21조(집회의 권리), 제22조 제2

또한, 1966년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항(노동조합 결성 및 결사의 자유)에서 해당 권리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제한의 합법적 근거 중 하나로 ‘public order’를 규

Social and Cultural Rights) 역시 제8조 제1(c)항

정하고 있다.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권리)에서 해당 권리의

위 규약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인권위
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제12조 제3항

행사에 대한 적법한 제한사유 중 하나로 ‘public
order’를 규정하고 있다.

의 적용에 관한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한편, 가장 대표적인 지역인권조약으로 인정되

있는데, 동 규정의 제한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제

는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한이 법에 규정되고, 그 목적의 보호를 위해 민주

Rights)은 제6조 제1항(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이며 동 규약에 승인된 모든

과 제9조 제2항(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서

다른 권리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제

‘public order’를 해당 권리에 대한 합법적 제한사

한조치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 때

유로 인정하고 있다.

비례의 원칙은 제한을 만드는 법 뿐만 아니라 그

국제인권법상 ‘public order’가 인권에 대한 제

법을 적용하는 행정 및 사법당국에 의해서도 준수

한에 적용되는 경우, 법으로는 쉽게 정의내릴 수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42) 또한, 제19조 제3항

없는 개념인 공공질서나 국가안보와 같은 집단적

에 관한 인권위원회의 주석서에 의하면, ‘public

인 목표를 해당 인권에 조화시키도록 하고 있다.46)

order’는 국가안보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사회
의 평화적이고 효율적인 기능을 보장하는 규칙 전

2. 관련 판례

부”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동 조항상 ‘public order’
제한은 범죄, 폭력 또는 집단패닉을 유발할 수 있

2005년, 인권위원회는 반국가단체(“한총련”) 회

는 표현에 대한 금지를 포함하는데, 무허가 공중

원 자격으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방송의 금지가 전파 신호와 장애의 혼돈을 방지하

Lee v. Republic of Korea 사건에서 ICCPR 제22

기 위한 ‘public order’ 조치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

조 제2항에 따른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유효

또한, 제19조 제3항에 의해 표현의

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자유 행사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동반하는데

즉 “법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제2항에 규정된

‘public order’와 같은 제한이 허용되지만, 권리와

목적을 위해 부여되어야 하며, 이러한 목적 달성

제한 및 규범과 예외 간의 관계가 역전되어서는

을 위해 ‘민주사회에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한계

안 됨을 강조하였다.44) 제21조와 제22조의 ‘public

는 목적 보호를 위하여 이용 가능한 가장 최소한

order’에 관한 해석 역시 다른 규정들의 해석과 동

의 제한이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한국이 이러

고

보았다.43)

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견해를 제시한
public), public health or morals or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and are consistent with the other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venant.”(필자 밑줄 강조)
42) Sarah Joseph and Melissa Casta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ases, Materials, and Commentary,
3r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 405.
43) Ibid., pp. 617-618.
44)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No. 34: Article
19(Freedoms of opinion and expression), CCPR/C/GC/34,
2011, p. 5.

바 있다.47)
45) Joseph and Castan, op. cit., pp. 646-647, 652.
46) Sheeran, op. cit., p. 499.
47) CCPR/C/84/D/1119/2002, paras. 7.2-7.3(인권위원회 견해
는 http://docstore.ohchr.org/SelfServices/FilesHandler.ashx?
enc=6QkG1d%2fPPRiCAqhKb7yhstcNDCvDan1pXU7dsZ
DBaDULNop8XGUJ1UcaZrBnkJpO%2fW9rCacH13nhXuF
mXWcLDmqnEwk%2fgnT17WyURkXF6wkgRbyhHMH2T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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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2년 인권위원회는 왜소증을 앓고 있

IV. EU법상 ‘public order’

는 Wackenheim이 고용, 사생활 및 적절한 생활수
준의 존중 등을 이유로 나이트클럽에서의 ‘난쟁이

1. 관련 규정

던지기’(dwarf tossing) 이벤트 금지 명령의 취소
를 구한 Wackenheim v. France 사건에서 프랑스

1) EU기능조약

의 금지 조치는 ‘public order’를 보호하기 위하여

EU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을 한 마디로 압축

필요한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프랑스는 ‘난쟁이
던지기’가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며, 인간 존
엄성에 대한 존중이 ‘public order’의 일부를 구성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인권위원회는 이에 동조하
였다.48)
한편, 2011년 병원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
하던 중 히잡 착용 금지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에 실패한 Ebrahimian이 프랑스를 상대
로 유럽인권재판소에 청원을 제기하였다. 청원자
는 그녀의 히잡 착용 사실이 ‘public order’와 안보
에 어떠한 위협도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
데, 유럽인권재판소는 직장에서의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민주사회에서 국가는 히잡 착용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 및 ‘public order’를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인) 목적에 합치되지 않는다면 여기
에 제한을 가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그러
면서 유럽인권협약 제9조 위반의 정당화사유를
검토하면서, (국내)법에 규율되고 있는지, 합법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인지, 민주사회에 필요한 것인
지를 고려한 뒤, 관련 국내당국이 최종적으로 비
례성 심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49)

하면 경제통합이라고 하겠지만, 리스본조약이 발
효하고 EU의 관할 영역이 점점 늘어난 2018년 현
재, EU는 경제적 측면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함께 인권적 측면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 역시 핵심적 가치로 간주하고 있다.50) 한편, 초
창기 공동체설립조약의 탄생 과정에서 회원국들
은 역내시장 규칙에 위반 소지가 있을 때마다 자
신의 ‘public order’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
었고, 공동체 창설자들은 ‘public order’의 내용은
이를 필요로 하는 각 회원국에 맡겨야 한다고 생
각하였었다.51)
그리하여 EU는 역내시장을 완성하기 위한 근
간으로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EU기능조
약 제36조, 제45조, 제52조, 제65조(및 제20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품(수출입의 수량제한 금지),
노동자, 설립, 서비스, 자본의 자유이동에 있어 회
원국이 ‘public order’(영어본에는 ‘public policy’
로 규정되어 있음)를 근거로 하여 해당 EU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52) 물론, 이 때 ‘비례의 원
칙’을 동원하여 EU법상 경제적 자유와 그 자유
행사의 비적용 간에 균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
다.53) 일반적으로 회원국의 제한조치가 비례의 원

pfOTJvc46w%2bpOjpAg3noAEWw7i0bcMcl2yQY5fHDs7
AX4m5F%2bFu6Vg%3d(2018년 5월 2일 방문) 참조); Joseph
and Castan, op. cit., pp. 653-654.
48) CCPR/C/75/D/854/1999, paras. 2.5, 7.4(인권위원회 견해는
http://docstore.ohchr.org/SelfServices/FilesHandler.ashx?enc
=6QkG1d%2fPPRiCAqhKb7yhstcNDCvDan1pXU7dsZDBa
DULUqxyh9MLvZuPIzc7t7zC%2fAd3eEbUJAZI1TyfodEA
DZ1SqdRmzVEM7H%2fO1u%2bRmTryVws9h6cFQhXSH
WydX0snqdkTjLySDZnEAxcDwQeVR7N%2b%2fhdpRO%
2b5eEsiGzWjvBY%3d(2018년 5월 3일 방문) 참조).
49) Application No. 64846/11, Judgment 26 November 2015,
paras. 38, 53, 57, 69(https://hudoc.echr.coe.int/eng#{"tabview":
["document"],"itemid":["001-159070"]}(2018년 5월 3일 방
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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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U조약 제2조(EU가 근간으로 삼고 있는 주요 가치) 및
제3조(EU가 추구하는 목표) 제3항과 제5항 참조.
51) Kessedjian, op. cit., p. 28.
52) 네 개의 기본적 자유이동에 대한 예외로 ‘공공질서’가 규
정되어 있긴 하지만, 각 예외의 적용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예컨대, 사람의 자유이동에 있어 공공질
서는 공공안보와 함께 주로 고려된다. Hoško, op. cit., p.
192.
53) Sybe A. de Vries, “Balancing Fundamental Rights with
Economic Freedoms According to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Utrecht Law Review, Vol. 9, No. 1, 2013, p. 173;
Catherine Barnard, The Substantive Law of the EU: The

국제법의 예외로서 ‘public order’의 개념과 적용

칙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국내

을 ‘public order’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2개의 요

당국이 지고 있으며, 국내법원은 국내조치가 추구

건이 필요하다면서, 첫째 ‘public order’는 단지 국

하는 목적과 자유이동에 대한 부정적 효과 간의

내법의 위반이 아닌, 진정으로 충분히 심각한 위

추구한다.54)

협(genuine and sufficiently serious threat)에 해당

균형 잡힌 집행을

하며, 둘째 ‘public order’의 목적은 관련 국가(사

2) EU기본권헌장
리스본조약에 의하여 EU조약들과 동일한 위계를 가
지게 된 EU기본권헌장(EU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은 ‘public order’ 개념은 사용하고 있지 않
지만, 제52조 제1항55)에서 헌장상 권리와 자유 행
사는 ‘일반이익’(general interest)의 목적을 위해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일단 기본권 행
사의 제한은 법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본질적 부분
은 존중되어야 하며,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일반
이익’의 목적 또는 다른 사람의 기본권 보호를 위
한 필요를 충족하기에 진정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관련 판례
처음에 EU사법재판소는 ‘public order’가 영토
적 개념(즉, 각 회원국별로 특정한 공공정책)임을
강조하였다가, 이후에는 시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회원국들이 마음대
로 ‘public order’를 정의하고자 하는 경우, ‘public
order’가 EU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56) 1977년 Bouchereau
사건에서, EU사법재판소는 회원국이 자신의 규범
Four Freedoms, 4th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p. 177-192.
54) Ibid., pp. 177-178.
55) “Article 52 Scope and interpretation of rights and principles
1. Any limitation on the exercise of the rights and freedoms
recognised by this Charter must be provided for by law and
respect the essence of those rights and freedoms. Subject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limitations may be made
only if they are necessary and genuinely meet objectives of
general interest recognised by the Union or the need to protect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필자 강조)
56) Kessedjian, op. cit., p. 28.

회)의 근본적인 이익(fundamental interests)을 보
장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57)
그 후 EU사법재판소는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
지만 ‘public order’의 개념은 엄격하게 해석되어
야 하며 동 요건의 범위는 회원국이 일방적으로 결
정할 수는 없다고 언급한 뒤, 위 사건과 마찬가지
로 ‘public order’는 사회의 근본적인 이익에 진정
으로 충분히 심각한 위협(genuine and sufficiently
serious threat to a fundamental interest of society)
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원용될 수 있으며, 국내당
국은 EU조약들상 부여된 한계 내에서 재량의 여
지를 가져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58) 회원국들은
‘public order’ 요건을 대중 집회와 국내의 불안정
한 상황에서 자주 원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EU사법재판소는 이러한 회원국의 주장에 동조하
고 있지는 않다.59)
한편, 2004년 EU사법재판소는 Omega 사건에
서 문제의 게임기에 관한 서비스 공급이 ‘공공질
서’에 위협을 구성한다는 이유로 이를 제한한 독
일 본(Bonn) 市의 조치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
단하였다. 왜냐하면 EU법질서는 명백히 “인간의
존엄에 대한 존중”을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보장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본권 보호’는
공동체법이 부여한 의무, 즉 서비스 제공의 자유
와 같이 조약상 보장되는 기본적 자유와 관련하여
57) Case 30/77 Regina v. Pierre Bouchereau [1977] ECR 1999,
para. 35(Kessedjian, op. cit., p. 29에서 재인용); Vries, op.
cit., pp. 180-181.
58) Case C-54/99 Association Eglise de scientologie de Paris and
Scientology International Reserves Trust v. The Prime Minister
[2000] ECR I-1335, para. 17; Case C-36/02 Omega Spielhallenund Automatenaufstellungs-GmbH v. Oberbürgermeisterin der
Bundesstadt Bonn [2004] ECR I-9609, para. 30; Bělohlávek,
op. cit., pp. 294, 296, 300; Vries, op. cit., pp. 180-181.
59) Ibid., p. 157.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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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

‘public order’의 개념

‘public order’의 범위 및 적용

WTO법

사회의 근본적인 이익의 보존; 근본적인 이익
은 법, 안보 및 윤리 기준과 관련(시간과 장소
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

사회의 근본적인 이익 중 하나에 진정하고도 충분히 심
각한 위협이 가해진 경우에만 원용 가능; WTO회원에
일정 정도 재량; 비례의 원칙이 적용됨.

국제인권법
(ICCPR)

사회의 평화적이고 효율적인 기능을 보장하
는 규칙 전부(국가안보보다 광범위한 개념)

법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해 민
주사회에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ICCPR에 승인된 모든
다른 권리에 합치되어야 함; 비례의 원칙이 적용됨.

EU법

시간, 장소에 따라 개념 변동 가능; ‘기본권
보호’라는 한계를 가짐.

사회의 근본적인 이익에 진정으로 충분히 심각한 위협
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원용 가능; 회원국은 EU조약 내
재량의 여지; 비례의 원칙이 적용됨.

서도, 이에 대한 제한을 원칙적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는 합법적 이익을 형성하기

때문이다.60)

V. 결어

또

한, EU사법재판소는 서비스제공의 자유에 대한

현대적 개념의 ‘public order’는 19세기 국제사

제한조치가 ‘기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을 통해 발전하여 왔으나,64) 본고에서는 국제법

만 ‘public order’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결

상 일반원칙의 예외로서 ‘public order’가 어떠한

함으로써, 기본권 보호가 ‘public order’를 적용할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고찰하

때 한계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61)

동 재판소

였다. 국제법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최신 분야인

는 ‘public order’ 예외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 ‘유

국제경제법과 인권법, 그리고 자유무역과 기본권

럽공공질서의 헌법적 문서’(constitutional instrument

을 골고루 보장하고 있는 EU법상 ‘public order’

of European public order)로 인정받고 있는 유럽

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해 정리해 보면, 위의 표와

인권협약도 자주 언급하여

왔다.62)

같다.

EU법상 ‘public order’와 관련하여, 그 특정한

국제경제법에서 ‘public order’는 무역제한조치

개념은 각 회원국에 맡겨져 있지만 EU의 기본적

의 일반예외로서 원용되고 있으며, 인권법상 ‘public

자유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그 범위는 회원국이

order’는 권리 및 자유 행사의 합법적인 제한사유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63) 기본권 보호라

로서 사용되고 있다. EU법의 경우, ‘public order’

는 한도 내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는 역내시장 완성과 관련이 있는 상품, 사람, 서비
스, 자본의 자유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정당화사
유로 사용되는 한편, ‘public order’의 한계를 결정
할 때 기본권 보호를 염두에 두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국제법상 예외인 ‘public order’는
앞에서 살펴본 바 있는 ‘비례의 원칙’과 함께 기본

60) Case C-36/02 Omega Spielhallen- und AutomatenaufstellungsGmbH v. Oberbürgermeisterin der Bundesstadt Bonn [2004]
ECR I-9609, paras. 34-35, 39-41.
61) Case C-36/02 Omega Spielhallen- und AutomatenaufstellungsGmbH v. Oberbürgermeisterin der Bundesstadt Bonn [2004]
ECR I-9609, paras. 36-37.
62) Malcolm N. Shaw, International Law, 6th e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 349; Wolfrum et al
(eds.), op. cit., p. 1010.
63) Bělohlávek, op. cit., p.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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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보호라는 한계 내에서 적용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64) Hoško, op. cit., p.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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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의 이용에 관한 국제법적 의제: 제16차
국제정보안보연구 컨소시엄 회의를 중심으로
박 주 희 (고려대학교 사이버법센터 연구교수)

I. 들어가며

사이버 공간의 이용과 관련한 국제규범 형성에 있
어 각 국가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은 사이버 안보

사이버 공간의 악의적인 이용이 국가 안보와 공

관련 국제규범의 형성 방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필

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면

수적이다. 특히 IISRC는 러시아 로모노소프 모스

서, 사이버 안보 논의가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민

크바 국립 대학교 정보안보연구소 주도로 구성이

간 연구기관 차원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되어 러시아 진영의 사이버 안보 전략을 관찰하기

다. 특히 사이버 공간은 초국경적 특징을 지니고

에 용이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다.1) 2018년 제16

있어, 사이버 공간의 악의적 이용으로부터 사이버

차 IISRC에서도 러시아가 채택하는 정보 안보 전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요구된

략이 뚜렷하게 제시되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한 각국의 국가기관 및 연

IISRC의 성격, 회원 구성 및 주요 연구분야를 통

구기관들은 사이버 안보 문제를 국제적으로 논의

해 IISRC를 개관해보며, 제16차 IISRC에서 논의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제정보안

된 사항 중 사이버 공간의 이용과 관련한 국제법

보연구 컨소시엄(International Information Security

적 의제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Research Consortium, 이하 ‘IISRC’)도 그러한 논
의를 위한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지난 2018년 4월 독일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

II. 국제정보안보연구 컨소시엄의 개요

(Garmisch-Partenkirchen)에서 제16차 IISRC가 개
최되었다. IISRC는 2010년 구성된 이래로 사이버
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사이버 안보와
관련한 광범위한 주제를 연구 및 논의해 왔다. 특
히 IISRC는 각국에서 채택하는 사이버 안보 전략
동향, 기존에 발생한 사이버 안보 위협 사례, 사이
버 공간의 이용 관련 국제규범 형성 동향을 살펴
보기에 적절한 장으로 기능해 왔다. 각국에서 채
택하는 사이버 안보 전략, 기존에 발생한 사이버
안보 위협 사례에 대한 각국의 대응을 비롯하여,

1. 성격
IISRC는 러시아 로모노소프 모스크바 국립 대
1)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 진영에서 사이버 안보(cyber security)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러시아를 필두로
한 비서방 진영에서는 정보 안보(information security)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그러한 이유 중 하나는 비서방진영
에서는 자국 내의 체제 유지에 위협이 되는 정보 그 자체도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박노형, 정명현, “제4차
정보안보에 관한 유엔정부전문가그룹 논의 분석과 국제사
이버법의 발전 전망”, 뺷국가전략뺸, 제22권 3호, 2016, 190191면.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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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보안보연구소 주도로 2010년 4월 독일에

3. 주요 연구분야

서 처음 구성되었으며, 사이버 안보 분야와 관련
한 다방면의 주제에 관하여 연구 및 논의하는 협

IISRC 회의는 한해에 두 번 개최되며, 2010년

의체이다. 사실상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

부터 2018년까지 총 16회 진행되었다. IISRC는

의 협의체에 대응되며, 러시아 주도의 협의체 성

주요 연구 및 논의 주제로 사이버 용어 정의(정보

격을 지녔다. 매년 러시아 로모노소프 모스크바

전 및 사이버 방어 주제에 관한 주요 용어의 정의),

국립 대학교 정보안보연구소 소장 V.P. Sherstyuk

행동규약(개인, 국가 및 비국가행위자를 위한 사

이 의장을 맡아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러시아

이버 공간에서의 행동을 위한 공통 규범의 개발),

정보안보 특임대사 A. Krutskikh가 매년 참여하여

사이버 테러리즘, 사이버 범죄, 기술 협력, 산업

러시아 진영의 입장을 주창하고 있다.

첩보 등 사이버 안보 관련 전범위적인 주제를 다
룬다. 사이버 공간의 이용 관련 국제규범 형성과

2. 회원 구성

관련하여서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있어서 국가
의 책임있는 행동을 위한 규범, 규칙 및 원칙의

러시아가 주도하는 성격을 지녔을 지라도 IISRC

이행 프레임워크, 디지털 주권, 국제인도법 관련

의 회원들은 비서방 진영의 연구 기관에 국한되어

이슈(사이버 공간상 중립, 국제인도법상 보호받는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 2010년 IIRSC가 처음 구

사이버 공간상 물자의 식별, 국제 협약에 의해 공

성될 당시에는 러시아의 로모노소프 모스크바 국

격이 금지되는 사이버 공간상 물자, 구별·비례성·

립 대학교의 정보안보연구소, 미국의 뉴욕주립대

예방의 원칙, 사이버 공간상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학교, 일본의 토카이 대학교, 독일의 사이버 범죄

개념)도 다루어졌다.

연구협회, 중국 국제우호연락회 등 총 9개국 출신
의 11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후 미국의
동서연구소, 스위스의 ICT4Peace, 러시아의 카스
퍼스키랩, 러시아의 놀리스크니켈(Norilsk Nickel),

III. 제16차 국제정보안보연구 컨소시엄
주요 의제

에스토니아의 사이버정책연구소 등이 참여하여 총
18개 국가 출신의 28개 기관으로 구성되었다. 특

제16차 IISRC 컨소시엄은 “국제정보안보 확보

히, 대한민국에서는 고려대학교 사이버법센터가 참

를 위한 국가당국, 민간사회 및 기업커뮤니티 간

여하고 있다.2) IISRC의 회원은 대학이나 연구기

파트너십”을 대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전체세션

관에만 국한되어 구성되어 있지 않다. 사이버 안

(Plenary session)과 다음과 같은 의제를 다루는

보 분야 연구에 중점을 둔 기관뿐만 아니라 놀리

라운드 테이블 세션(Round Table session)이 진행

스크니켈(Norilsk Nickel)과 같이 사이버 안보가

되었다.

자신들의 생산 및 영업활동에서 특별히 중요하다
고 고려하는 생산업체도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첫째, 디지털 경제 발전의 맥락에서 정보 안보
의 현 이슈
둘째, 핵심기반시설의 안전 보장의 영역에서 공
공 민간 파트너십의 이행 프레임워크
셋째, 군사적･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보통신기

2) IISRC의 회원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사항은 IISRC의 공식
홈페이지 참조. http://www.iisrc.net/conferences/ (2018.6.6.
최종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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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이용 대응의 문제
넷째, 정보통신기술환경에서 국가의 책임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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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위한 규범, 규칙 및 원칙의 이행을 위

국제정보안보 기본원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

한 프레임워크

여하기 위하여 러시아는 다음 여섯 가지 사항을

다섯째, 국가의 디지털 주권 보장의 어려움
이하에서는 전체세션과 라운드 테이블 세션 각
각에서 논의된 사항 중 사이버 공간의 이용과 관
련하여 국제규범 형성에 있어서 주목해 볼만한 사
안들을 언급해보고자 한다.

강조하였다.
첫째, 양자･다자 및 지역적･전지구적 수준에서
국제정보안보체계를 수립하는 것
둘째, 주권을 저해하고 국가의 영토적 완전성을
침해하며 국제평화, 안전 및 전략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적대행위 및 침략

1. 러시아의 국제정보안보 전략

행위를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의 위험 감
소의 촉진하는 것

제16차 IISRC 컨소시엄의 전체세션(Plenary

셋째, 테러 목적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session)에서는 러시아의 정보안보 전략을 엿볼 수

위협을 다룸에 있어서 국제협력의 메커니즘

있었다. 러시아 안전보장위원회의 S.M. Boiko3)는

을 개시하는 것

제16차 IISRC의 대주제 “국제정보안보 확보를 위

넷째, 주권국가의 국내문제 개입을 포함하여,

한 국가당국, 민간사회 및 기업커뮤니티 간 파트

극단주의적 목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의 위협

너십” 중 국가당국의 관점에서 국제정보안보 문

을 대응하기 위한 조건들을 창설하는 것

제를 바라보며, 러시아 당국의 정보안보 전략을

다섯째, 정보통신기술의 이용한 범죄에 대응하기

설명하였다. 이하에서 그의 언급을 중심으로 러시
아의 정보안보 전략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위하여 국제협력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
여섯째,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있어서 국가의
기술적 주권(technological sovereignty)을 행

1) 러시아 국제정보안보 기본원칙

사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정보 불평등

러시아의 국제정보안보에 관한 주요 의도와 정

(information inequality)을 극복하기 위한 조

책은 2013년 채택된 ‘국제정보안보 영역에서 러
시아의 국가정책을 위한 2020년까지의 기본 원

건을 창설하는 것

칙’(Basic principles for State Policy of the Russia

2) 러시아의 국제정보안보 이니셔티브

Federation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Information

러시아는 앞서 다룬 국제정보안보 기본원칙의

Security to 2020, ‘러시아 국제정보안보 기본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세 가지 차원에서 이

칙’)에서 찾아볼 수

있다.4)

러시아의 국제정보안

니셔티브(계획)를 갖고 있다. UN 정부전문가그룹

보 기본원칙은 국제정보안보 체계의 설립을 위한

(United Nations Groups of Governmental Experts,

조건들을 창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법 체제

이하 ‘UNGGE’) 차원, 상해협력기구(Shanghai Coo-

의 성립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러한

peration Organisation) 차원, 그리고 인터넷 안보
차원이 그것이다. 이하에서 상술한다.

3) Head of the Department of the Office of the Security Council
of the Russian Federation.
4) 동 기본 원칙의 주요 내용 파악을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
합동사이버방위센터(NATO Cooperative Cyber Defence Centre
of Excellence, NATO CCDCOE)에서 제공하는 동 문서의
비공식 영문번역본을 참조하였다.
https://ccdcoe.org/sites/default/files/strategy/RU_state-policy.pdf
(2018.6.6. 최종검색.)

(1) UN 정부전문가그룹 차원
UNGGE 차원에서 러시아가 취하는 이니셔티
브의 연혁은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러시아
는 1998년 UN 사무총장에게 ‘국제안보 맥락에서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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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에 관한 결의 초안을 제

(2) 상해협력기구 차원

출하였으며,5)

이 결의 초안은 일련의 수정을 거쳐

상해협력기구 차원에서 러시아가 취하는 이니셔

이로써

티브는 2011년과 2015년 채택된 상해협력기구의

‘국제안보 맥락에서의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의 주

국제행동규약을 통해 나타난다. 2011년 상해협력

제가 UN총회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

기구의 회원국 중 중국,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

후 2001년 러시아는 정보안보 문제 대한 국제적

베키스탄은 정보 안보를 위한 국제행동규약 초안

연구를 실시할 특별 정부전문가그룹의 설립을 제

(Draft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information

안하였으며, 2002년 UN총회 제1위원회는 UN총

security, 이하 ‘2011년 국제행동규약’)을 UN총회

회에 정부전문가그룹의 설립을 공식적으로 요청하

에 제출하였으며,8) 2015년에는 상해협력기구의

였다. 이로써 제56차 및 제58차 회기에서 UN총회

회원국 중 중국,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

는 지리적으로 공평하게 배분되어 지명된 정부전

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이 개정된 형태의

문가들로 구성된 제1차 UNGGE를 2004년 설치하

국제행동규약(이하 ‘2015 국제행동규약’)을 제출

기로 결정하였으며, 제1차 UNGGE는 제59차 회

하였다.9) 국제행동규약은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

기 UN총회에 그들의 작업 보고서를 제출할 임무

들의 권리와 책임을 확인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를 부여받게 되었다.7)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총

국가들의 건설적이고 책임 있는 행동을 촉진하며,

5차례에 걸쳐 UNGGE 논의가 진행되었다. 제16차

공통된 위협과 어려움을 다루는데 국가들의 협력

IISRC에서 러시아는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진행

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0) 2013년 제3차

된 제5차 UNGGE는 비록 총의(consensus)에 도달

UNGGE 보고서와 2015년 제4차 UNGGE 보고서

할 수는 없었으나, 제4차까지 진행되어온 UNGGE

에서 이 두 국제행동규약이 언급된다.11) 제16차

의 성과물을 꽤 긍정적인 작업물(positive works)

IISRC에서 러시아는 동 국제행동규약이 다음 일

로 평가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국제정보안보를 위

곱 가지의 접근법을 전제로 하였음을 밝혔다.

1999년 UN총회 결의 형태로

채택된다.6)

한 단일의 플랫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는데, 국제
법적 문서(예컨대, UN문서 또는 협약)에 담겨져

첫째, 정보통신기술은 평화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있는 단일의 규범과 접근법이 그러한 플랫폼의 기
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국
제법적 문서를 합의하는 과정이 느리고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5) UN General Assembly, Letter dated 23 September 1998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Russian Federation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UN
Doc. A/C.1/53/3 (30 September 1998).
6) UN General Assembly, 53/70.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 UN Doc. A/C.1/53/L.17 (4 January 1999).
7) UN General Assembly, 56/19.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 UN Doc. A/RES/56/19 (7 January 2002);
UN General Assembly, 58/32.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 UN Doc. A/RES/58/32 (18 Decembe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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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UN General Assembly, Letter dated 12 September 2011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s of China, the Russian Federation,
Tajikistan and Uzbekistan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UN Doc. A/66/359 (14 September
2011).
9) UN General Assembly, Letter dated 9 January 2015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s of China, Kazakhstan, Kyrgyzstan,
the Russian Federation, Tajikistan and Uzbekistan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UN
Doc. A/69/723 (13 January 2015).
10) 2011년과 2015년 국제행동규약에서는 ‘사이버 공간’(cyberspace)이라는 용어대신 ‘정보 공간’(information space)이라
는 용어가 사용된다. UN Doc. A/66/359; UN Doc. A/69/723.
11) UN General Assembly,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 UN Doc.
A/68/98 (24 June 2013); UN General Assembly,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 UN Doc. A/70/174 (22 Jul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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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제협력은 충돌(conflict)을 규율하기보다

에 관한 UN협약 초안’(Draft UN Convention on

예방(prevention)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Cooperation in Combating Cyber Crimes, 이하

셋째, 정보통신기술의 독특한 특징은 새로운 법

‘UN사이버범죄협약 초안’)을 UN총회에 제안했

적 규칙과 규범을 예견한다.

다. 이러한 초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에는 유럽평

넷째, 정보통신기술에 대하여 국가는 주권을 갖

의회(Council of Europe)의 사이버범죄에 관한 협

는다. 누구도 주권을 침해할 권리를 갖지 못

약(Convention on Cybercrime, 이하 ‘부다페스트

한다.

협약’)에서 기인한다. 2001년 11월 23일 유럽평의

다섯째, 파괴적인 정보통신기술을 국가 수준에

회의 주도로 부다페스트협약이 채결되었다.13) 동

서 이용했다는 혐의는 입증되어야 한다. (증

협약은 개인의 사이버 범죄 행위를 규율하는 조약

거는 단순히 미디어를 통해 보고되어서는 안

으로, 2018년 6월 6일을 기준으로 동 협약의 비준

된다.)

및 가입한 국가는 58개국이다. 러시아는 이 부다

여섯째, 상당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페스트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유럽평의회 회

일곱째, 국가는 멜웨어, 백도어 및 다른 악의적

원국 중 부다페스트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유일한

어플리케이션의 이용을 막아야 한다.

국가이기도 하다. 러시아가 부다페스트협약에 가
입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부다페스트협약의 제32

(3) 인터넷 안보 차원

조 때문이다. 제32조에 따라, 부다페스트협약의

러시아의 인터넷 안보(internet security) 차원의

당사국은 국제사법공조 요청 없이, 타방 당사국의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되었다. 러시아

영토 내에 저장된 데이터에 일방적으로 접근하는

는 미국의 ICANN 중심의 인터넷 거버넌스(internet

것이 가능하다. 부다페스트협약 제32조에 따라,

governance) 체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

부다페스트협약의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승인

기해왔다. 인터넷 거버넌스는 “인터넷의 진화와

없이, 지리적으로 데이터가 어디에 위치하였는지

이용을 형성하는 공유된 원칙, 규범, 규칙, 의사결

에 관계없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오픈소스)

정 절차 및 프로그램을 정부, 민간 영역 및 시민사

컴퓨터 저장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만일

회가 각각의 역할에 맞게 발전시키고 적용하는

그 당사국이 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그 당사국에

것”을 의미한다.12) 이에 대하여 러시아는 다중이

게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할 만한 합법적인 권한을

해당사자 모델 접근법의 이니셔티브를 주창하였

가진 자의 합법적이며 자발적인 동의를 받은 경

다. 러시아는 동 이니셔티브의 목표가 첫째, 인터

우, 자신의 영토내의 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다

넷 발전을 촉진하며 인터넷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

른 당사국에 위치한 컴퓨터 저장 데이터에 접근하

자의 권리를 규정하는 것이며, 둘째, 형평한 국제

거나 그러한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다.14) 러시아

협력에 기반하여 인터넷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촉
진하는 것이라 밝혔다.

3) UN 사이버범죄협약 초안
러시아는 지난 2017년 ‘사이버 범죄 대응 협력
12) 2005년 UN의 인터넷거버넌스작업반(Working Group on
Internet Governance, 이하 ‘WGIG’)의 보고서에서 제시된
인터넷 거버넌스의 정의 참조. Château de Bossey,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Internet Governance, (2005).

13) Convention on cybercrime, 2296 UNTS 167 (23 November
2001).
14) 부다페스트협약 제32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32 – Trans-border access to stored computer data
with consent or where publicly available
A Party may, without the authorisation of another Party:
a. access publicly available (open source) stored computer
data, regardless of where the data is located geographically;
or
b. access or receive, through a computer system in its
territory, stored computer data located in another Party, if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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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러한 초국경적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하에서 사이

국가 안보와 주권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버 공간에서 또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국가 간 충

한다.

돌 확대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요약해보고자

2018년 제16차 IISRC에서 러시아는 2017년 러

한다.

시아가 제안한 UN사이버범죄협약 초안이 부다페

첫째, 공개적 선언 및 행동

스트협약에 대응하여 다음 세 가지에 주안점을 두

둘째, 사이버 규범

고 제시되었다고 밝혔다.

셋째, 선언적 정책

첫째, 범죄목적의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범죄화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넷째, 국제법적 대응
첫째, 사이버 공간의 악의적 이용에 대한 공개

둘째, 주권 평등과 불간섭 원칙에 기반한다.

적 선언 및 대응이 국가간의 충돌의 확대 위험을

셋째, 국제협력과 국제협력의 효율을 증진하는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례는 소니

것을 목표로 삼는다.

픽처스 해킹 사례와 사이버 경제간첩행위에 관한

특히 사이버 공간상 주권을 강조하는 러시아 입

미국의 대응에서 찾아볼 수 있다.15) 2014년 소니

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 초안 제3조에

픽처스 해킹 사례에서 미국 FBI는 북한이 소니픽

는 주권의 보호에 관한 조항을 통해 잘 드러난다,

처스 해킹의 배후에 있다고 결론지었으며,16) 오바

동 조항에 따르면, 동 협약의 국가당사국은 국가

마 대통령은 소니픽처스 해킹의 배후로 지목된 북

주권의 원칙, 국가 주권 평등의 원칙 및 타국의

한에 대하여 미국은 우리가 선택하는 장소와 시간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에 따라 동 협약상 의무를

에 비례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17) 또한 2014

이행해야 한다. 또한 동 협약은 국가당사국으로

년 5월 미국 사법부는 1996년 도입한 경제간첩행

하여금 자신의 국내법에 따라 타국의 영토에서 타

위법(Economic Espionage Act)을 적용하여 중국

국이 배타적으로 보유하는 관할권 및 기능을 행사
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2. 충돌 확대 위험 감소를 위한 국제법 체계의
역할
제16차 IISRC에서는 어떻게 국제법 시스템이
국가 간 충돌의 확대(escalation)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다루어졌다. 미
국의 사이버사령부 전 법률고문 Gary Brown에 따
르면, 다음 네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방
안들은 사이버 공간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국
가행위자로 하여금 그러한 악의적 이용시 직면할
수 있는 결과들을 국가들의 전략이나 국제법적 조
치들을 통해 인지하게 함으로써 국가간 충돌 확대
the Party obtains the lawful and voluntary consent of the
person who has the lawful authority to disclose the data to
the Party through that computer system.
3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8, Vol.17, No.2 (통권 제49호)

15) 경제간첩행위(economic espionage)는 소위 ‘산업간첩행위’
와 구별된다. 국가의 개입 없이 기업이 다른 기업의 영업비
밀을 불법적으로 획득하려는 시도를 ‘산업간첩행위’(흔히
산업스파이, industrial espionage or corporate espionage)로
일컫는 것과 대조적으로, ‘경제간첩행위’(economic espionage)
는 국가가 타국의 기업이 보유한 영업정보를 은밀하게 획
득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David P. Fidler, “Economic Cyber
Espionage and International Law: Controversies Involving
Government Acquisition of Trade Secrets through Cyber
Technologies”, 17 Americal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Insight (2013).
16) FBI Press Releases, “Update on Sony Investigation”, (2014.12.19.),
https://www.fbi.gov/news/pressrel/press-releases/update-on-s
ony-investigation?utm_campaign=email-Immediate&utm_m
edium=email&utm_source=national-press-releases&utm_co
ntent=386194 (2018.6.6. 최종검색).
17) The New York Times, “Obama Vows a Response to Cyberattack
on Sony”, (2014.12.19.), https://www.nytimes.com/2014/12/
20/world/fbi-accuses-north-korean-government-in-cyberattackon-sony-pictures.html (2018.6.6. 최종검색); Telegraph, “Barack
Obama says Sony made ‘mistake’ pulling The Interview”,
(2014.12.19), https://www.telegraph.co.uk/news/worldnews/
asia/northkorea/11305233/Barack-Obama-says-Sony-mademistake-pulling-The-Interview.html (2018.6.6. 최종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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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민해방군(People’s Liberation Army)소속 군

기 위해 또 다른 국제위법행위로 대응하는 조치이

인 다섯명을 미국기업의 컴퓨터 네트워크들을 해

다.20) 단, 대응조치는 비례성 요건올 포함하여 국

킹하고 영업비밀을 훔친 혐의로 기소했다.18)

제법상 일정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

둘째, 사이버 공간의 이용 관련 규범 역시 사이

면, 대응조치 차원으로 행해진 국제위법행위의 위

버 공간에서 또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국가 간 충돌

법성은 조각되지 않는다.21) 마지막으로 긴급피난

확대의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한다. 특히 UNGGE

은 대응조치와 마찬가지로 국제위법행위로 대응

차원에서 총의(consesnsus)로 채택된 일부 규범들

한다는 점은 동일하나, 타국의 국제위법행위를 중

을 예로 들 수 있다. 예컨대, 평시에 핵심 기반시설

지시키고 배상의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을 의도적으로 피해입히지 않도록 요구하는 규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중대하고 임박한 위험으로부

이나 사이버 오퍼레이션이 기원하는 국가로 하여

터 필수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

금 사이버 공격이나 범죄를 수사하는 국가를 돕도

그러한 행위가 취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22)

록 한 규범이 UNGGE 차원에서 총의로 채택된
규범의 예에 속한다.19)
셋째, 선언적 정책도 사이버 공간에서 또는 사
이버 공간을 통한 국가 간 충돌 확대 가능성을 줄
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국가들이 자신이 채
택하는 사이버 안보 전략을 공개함으로써 가능하
다. 미국의 사례를 짚어보면, 미국은 2011년 사이
버 공간을 위한 국제전략(International Strategy for
Cyberspace)을 비롯하여 2015년 국방부의 사이버
전략(Department of Defense Cyber Strategy)을 발
표하였다.
넷째, 국제법적으로 가능한 대응을 고려해봄으

3. 정치적 목적의 악의적 사이버 오퍼레이션과
불간섭 원칙
정치적 목적의 악의적 사이버 오퍼레이션을 국
제법적 관점에서 불간섭 원칙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되었다.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사건을 통해 악의적 사이버 오퍼레이션
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목격하였
다.23) 국제법적 관점에서 그러한 행위를 어떻게
특징지을 수 있는지의 문제는 쉽지 않다. 특히 그
러한 사이버 오퍼레이션을 국제법상 금지되는 간

로써 국가간의 충돌 확대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또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 행해지
는 악의적 행위에 대하여 국제법적으로 가능한 대
응에는 보복(retortion), 대응조치(countermeasure)
와 긴급피난(necessity)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보복
은 타국의 비우호적 행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
제법적으로 합법적인 선에서 동일하게 비우호적
으로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대응조치는 국가책임
법상 타국이 국제위법행위를 행하였을 때, 그러한
행위를 중지하고 배상의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
18) United States of America v. Wang Dong, Sun Kailiang, Wen
Xinyu, Huang Zhenyu, Gu Chunhui, Criminal No. 14-118,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Western District of
Pennsylvania (Pittsburgh), May 1, 2014.
19) UN Doc. A/70/174.

20) 2001년 ILC가 채택한 국가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이하 ‘국가책임초안’) 제49조 1항. ILC,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work
of its Fifty-third session, UN Doc. A/56/10, (23 April–1 June
and 2 July–10 August 2001).
21) 국가책임초안 제22조 및 제51조.
22) 국가책임초안 제25조.
23) 2016년 러시아 소속으로 추정되는 해킹단체가 미국의 민
주당 관계자 계정에 접근하여 악성소프트웨어를 심어 정
당 내부에서 주고받은 이메일을 탈취하여 공개하는 사건
이 발생하였다. 2016년 12월 29일, 미국 백악관은 미국 대
선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의도된 악의적인 사이버 오퍼레
이션이 실시되었다고 밝혔으며 그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
했다. The White House, “Statement by the President on
Actions in Response to Russian Malicious Cyber Activity
and Harassment”, (2016.12.29.), https://obamawhitehouse.
archives.gov/the-press-office/2016/12/29/statement-president
-actions-response-russian-malicious-cyber-activity, (2018.6.6.
최종검색).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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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을 구성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의

간섭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를 판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간

어려움은 다음 두 가지 요인에서 기인한다. 첫째, 어

섭(intervention)이라는 용어와 개입(interference)

떠한 문제가 국내관할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이라는 용어가 혼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국제법적

판단이 쉽지 않다. 국내관할사항은 국제법에서 언

관점에서 두 용어는 구분되어야 한다. 개입은 한

급하지 않거나 또는 국가들의 특권(prerogative)의

국가가 타국의 주권적 특권에 의해 유지되는 사안

영역으로 오롯이 남겨진 사안들을 의미하는데,27)

(국내관할사항)을 침범하나, 강압(coerciveness)의

국가들 사이의 관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요소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에 반

변화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이 국가

해 간섭은 타국의 주권적 특권에 개입하면서 강압

의 주권적 특권으로 남겨진 사안인지 여부의 판단

적 효과를 갖는 경우를

의미한다.24)

이 쉽지 않다. 둘째, 사이버 공간에서 또는 사이버

불간섭 원칙은 국제관습법적 지위를 가지며, 1970

공간을 통해 수행된 행위가 강압의 요소를 구성하

년 UN총회 결의로 채택된 우호관계선언의 제3원

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국가행위

칙으로서 “UN헌장에 따라, 국가의 국내 관할에

자가 수행한 사이버 오퍼레이션은 물리적 행위와

있는 문제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을 의무에 관한

달리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가 타

원칙”으로 표현되어 있다.25) 불간섭 원칙의 규범

국을 강압하기 위한 의도로 수행되었는지 여부가

적 내용은 1986년 Nicaragua 사건에 대한 ICJ의

명확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판결에 잘 나타난다. 금지되는 간섭은 주권의 원
칙에 의해 국가가 자유로이 결정하도록 허용되는
사안과 관련된 간섭이어야 한다. 이들 중 하나가
정치, 경제, 사회 및 민족적 체계 그리고 해외 정책
의 형성에 관한 선택이다. 간섭은 자유로운 상태로
있어야 하는 그러한 선택에 대하여 강압의 방법을
이용하였을 때 위법하다.26) Nicaragua 사건에 대
한 ICJ의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금지되는 간섭은
한 국가의 주권에 의해 그 국가가 자유로이 결정
하도록 허용된 사안 즉, ‘국내관할사안’(domaine
réservé, reserved domain)에 대하여 ‘강압’을 이용
하였을 경우 발생한다.
어떠한 사이버 오퍼레이션이 국제법상 금지되는
24) Michael N. Schmitt (ed.), Tallinn Manual 2.0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Operations (2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Rule 66, para. 3.
25) UN General Assembly, 2625(XXV). Declaration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UN Doc. A/RES/25/2625 (24 October
1970).
26)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Merits, Judgment,
27 June 1986, ICJ Reports (1986) 14, para.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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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에 대한 관할권 경합의 문제: 미국의
클라우드법
최근 미국과 EU에서는 해외 저장된 데이터에
대하여 국가의 수사당국이 사법공조 요청 없이 직
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
제도가 변화하고 있다. 2018년 3월 미국 의회에서
소위 ‘클라우드법’(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 Act, CLOUD Act)이 통과되면서 데이터
가 해외에 저장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미국 관할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한 데이터라면 미국 수
사당국이 국제사법공조 요청 없이 직접적으로 접
근하는 것이 가능해졌다.28) 클라우드법이 마련된
배경에는 미국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사이
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비롯한다.29) 미국의 저장통
27) Michael N. Schmitt (ed.), supra note 24, Rule 66, para. 7.
28) 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 Act, H.R.4943, 115th
Congress, (February 6, 2018).
29) Microsoft v. United States,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 In the matter of a warrant to search
a certain e-mail account controlled and maintained by Microsoft
Corporation, (July 14, 2016), No. 14‐2985.

사이버 공간의 이용에 관한 국제법적 의제: 제16차 국제정보안보연구 컨소시엄 회의를 중심으로

신법(Stored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는 자신이 소유, 관리, 또는 통제하고 있는 고객

and transactional records access, 18 U.S. Code

또는 가입자에 관한 통신, 기록 또는 그밖에 다른

Chapter 121) 제2703조에 따라 미국 정부당국은

정보들을 미국 수사당국이 요청시 비록 그러한 정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통

보들이 해외에 저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존, 백

신 내용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30) 2013년 한

업, 또는 공개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31) 둘째, 인

치안판사(Magistrate judge)는 동 조항에 따라 마

터넷서비스제공자가 그러한 정보공개 요구를 거

이크로소프트에게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서

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만일, 요청된 정

버에 저장된 이메일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지시하

보가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고객

는 영장을 발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마이크로소

또는 가입저의 정보이며, 정보공개 요청에 따를

프트 측은 미국 법원은 역외적 압수 및 수색을 허

경우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적격해외정부(qualifying

용하는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foreign government)의 법을 위반할 중대한 위험이

사법공조 요청을 통하여 데이터에 접근해야 할 것

초래되는 경우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32)

을 주장하며 이메일 데이터 공개를 거부하였다.

클라우드법으로 인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사건의 쟁점은 미국 관할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있다. 첫째는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한 가장

가 보유하는 데이터가 해외에 저장된 경우, 해당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통하여 미국 수사당국이
해외에 저장된 데이터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
는지 여부였다. 동 사건은 대법원 단계까지 소송
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2018년 3월 클라우드법이
통과되면서 소송은 각하되었다.
클라우드법은 미국과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의 사
건에서 문제된 저장통신법을 개정한다. 주요 개정사
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외적용(extraterritoriality)
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었다. 이로 인해 마이크로소
프트나 구글과 같은 미국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
30) 관련 조항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18 U.S. Code § 2703 - Required disclosure of customer
communications or records
“A governmental entity may require the disclosure by a
provider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 of the contents
of a wire or electronic communication, that is in electronic
storage in an electronic communications system for one
hundred and eighty days or less, only pursuant to a warrant
issued using the procedures described in the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or, in the case of a State court, issued
using State warrant procedures) by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A governmental entity may require the disclosure
by a provider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s of the
contents of a wire or electronic communication that has been
in electronic storage in an electronic communications system
for more than one hundred and eighty days by the means
available under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31) 관련 조항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18 U.S. Code § 2713. Required preservation and disclosure
of communications and records
“A provider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 or remote
computing service shall comply with the obligations of this
chapter to preserve, backup, or disclose the contents of a
wire or electronic communication and any record or other
information pertaining to a customer or subscriber within
such provider’s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regardless
of whether such communication, record, or other information
is located within or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32) 관련 조항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18 U.S. Code § 2703(h)(2) Motions to quash or modify
“(A) A provider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 … may
file a motion to modify or quash the legal process where
the provider reasonably believes— (i) that the customer or
subscriber is not a United States person and does not reside
in the United States; and (ii) that the required disclosure
would create a material risk that the provider would violate
the laws of a qualifying foreign government.”
“(B) …The court may modify or quash the legal process,
as appropriate, only if the court finds that— (i) the required
disclosure would cause the provider to violate the laws of
a qualifying foreign government; (ii) based on the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the interests of justice dictate that the
legal process should be modified or quashed; and (iii) the
customer or subscriber is not a United States person and
does not reside in the United States.”
여기서 적격해외정부(qualifying foreign government)라 함
은 미국과 행정협정을 맺은 해외 정부로서 미국이 클라우
드법을 통해 도입한 정보공개 요구 거부 절차 등과 실체
적･절차적으로 유사한 기회를 제공하는 법을 마련한 해외
정부를 말한다.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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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전제인 영토주의(principle of territoriality)

미국의 클라우드법과 유럽위원회에서 최근 제안

가 저해되며 국가들 간의 관할권 경합 문제가 발

된 규칙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국의

생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데이터는 무형이지만

수사당국이 해외에 위치한 데이터에 대하여 국제

그것이 저장되어 있는 물리적 실체는 그것이 위치

사법공조 요청 없이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된 국가의 관할권에 속한다. 이로 인해 해외에 저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이 개편되고 있는 추세이다.

장된 데이터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려는 국가와 그

제16차 IISRC를 통하여 기존 국제법의 기능과

러한 데이터가 저장된 국가의 관할권 경합이 발생

함께 기존 국제법을 사이버 오퍼레이션에 적용함

할 수 있다. 둘째로 국가의 수사당국이 타국의 프

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라이버시나 개인정보보호 법을 우회할 수 있는 가

16차 IISRC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또는 사이버

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흥

공간을 통하여 수행되는 행위로 인해 국가 간 충

미로운 점은 EU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유사한 접

돌이 확대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하여 논의되었는

근방식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위원회

데, 보복, 대응조치나 긴급피난 등 기존의 국제법

(European Commission)는 2018년 4월 수사당국

적 대응 방안이 그러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으로 하여금 해외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하여 초국

방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2016

경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칙을 제안하

년 미국 대선 개입 사건처럼 악의적 사이버 오퍼

였다.33)

레이션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그러한 행위가 국제법상 금지되는 간섭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확

V. 맺음말

인할 수 있었다. 아직 사이버 공간에서 또는 사이
버 공간을 통하여 수행되는 행위가 국제법상 어떻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며 그에 따라 국가의 안

게 규율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가장 큰 이

보 및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 요인도 변화하고

유는 국가들의 관행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있다. 그러한 위협 요인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

따라서 각국이 채택하는 전략과 법제도, 국제적

가들은 국내외적으로 전략 및 법제도를 정비하고

차원에서 국가들이 제기하는 목소리를 비롯하여,

있다. 특히 제16차 IISRC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

실제 발생하는 사이버 안보 위협 사례에 대한 국

던 사항은 러시아의 전략이다. 러시아는 체제유지

가들의 대응 등을 면밀히 관찰해 나가면서 사이버

를 위해 주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국제정보안보

공간의 이용에 관한 국제법의 형성 동향을 살펴볼

전략을 유지해나가고 있다. 그러한 전략은 국제정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안보 기본원칙을 비롯하여 UN 사이버범죄협약
초안을 통해 잘 드러난다. 또한 범죄와 테러에 효
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과 EU는 수사당
국이 데이터 형태로 존재하는 증거를 보다 원활히
수집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이는
33)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European
Production and Preservation Orders for electronic evidence
in criminal matters, COM/2018/225 final - 2018/0108 (COD),
April 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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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총회 문서

I. 주요 결의

확인하였다. 유엔총회는 회원국들이 킴벌리 프로
세스 참여자들에게 다이아몬드 산업의 모범 사례

제72차 유엔총회 회기 중 2018년 3월부터 2018

를 포함하여, 킴벌리 프로세스 표준, 규칙, 절차 준

년 5월 사이에 채택된 국제법 관련 주요 결의는 다

수와 관련된 역량 강화 지원을 지속할 것을 장려

음과 같다.

하였다.

- 분쟁 악화 측면에서의 다이아몬드의 역할에 관
한 결의
- 비감염병의 예방과 통제에 관한 제3차 유엔총
회 고위급회의 관련 결의
- 환경을 위한 글로벌 컴팩에 관한 결의

II. 주요 내용
1. 분쟁 악화 측면에서의 다이아몬드의 역할에
관한 결의 (A/RES/72/267, The role
of diamonds in fuelling conflict:
breaking the link between the
illicit transaction of rough
diamonds and armed conflict as a
contribution to prevention and
settlement of conflicts)

2. 비감염병의 예방과 통제에 관한 제3차
유엔총회 고위급회에 관련 결의
(A/RES/72/274, Scope,
modalities, format and
organization of the third
high-level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on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non-communicable diseases)
유엔총회는 2018년 4월 12일 결의를 통해 비감
염병 예방과 통제에 관한 제3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를 제73차 유엔총회 회기의 일반토의 세 번째
날 하루 동안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시기
와 논의 범위, 형식 및 조직 등을 정하였다. 유엔총
회는 또한 고위급 회의의 전반적인 주제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에서 비감염병의 예방과 통제를
위한 다자간 및 다부분 대응의 확대”(“Scaling up

유엔총회는 2018년 3월 7일 결의를 통해, 2017

multi-stakeholder and multisectoral responses for

년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호주 브리스번에서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non-communicable

열린 킴벌리 프로세스 제15차 회의의 성과를 주목

diseases in the context of the 2030 Agenda for

하며, 킴벌리 프로세스 인증제도1 및 킴벌리 프로

Sustainable Development”)로 결정하였다.

세스 전체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지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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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을 위한 글로벌 컴팩에 관한 결의
(A/RES/72/277, Towards a
Global Pact for the Environment)
유엔총회는 2018년 5월 10일 결의를 통해 2017
년 제72차 유엔총회 회기 중 9월 19일 개최된 “환경
을 위한 글로벌 컴팩 정상회의” 개최에 주목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의 측면에서 환경 파괴로 인해 발생한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종합적이고 일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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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지속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유엔
총회는 사무총장에게 2018년 제73차 회기에 과학
기술과 증거에 근거하여 환경 관련기구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 기구와 국제환경법 간의 격차
를 확인하고 평가한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였다. 유
엔총회는 또한 임시실무그룹은 모든 유엔 회원국
및 전문기구의 모든 회원국이 참가할 수 있도록 개
방될 것을 결정하였다.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UN 안전보장이사회 문서

I. 주요 결의
2018년 3월부터 2018년 5월 사이에 안전보장이
사회가 채택된 국제법 관련 주요 결의는 다음과
같다.
- 수단 및 남수단에 관한 사무총장보고서 관련
결의
- 소말리아 상황에 관한 결의
- 콩고민주공화국 상황에 관한 결의
- 무력충돌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결의

2. 소말리아 상황에 관한 결의 (S/RES/2408,
The situation in Somalia)
안보리는 2018년 3월 27일, 이전 결의 2158(2014)
제1항에 명시된 유엔소말리아임무단(UNSOM)의 수
임을 2019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는 결
의를 채택하였다. 안보리는 UNSOM에게 안보상황
에 따라 소말리아 정부 주도 포괄적인 정치 과정, 화
해, 평화구축, 국가건설에 관한 전략적 정책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Galmudug 및 행정 수도 Dhusamareb
를 포함한 모든 연방회원국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
화하고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가 및 지역 수준
에서 임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II. 주요 내용
1. 수단 및 남수단에 관한 사무총장보고서
관련 결의 (S/RES/2406, Reports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Sudan and South Sudan)

3. 콩고민주공화국 상황에 관한 결의
(S/RES/2409, The situation
concerning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S/RES/2409)
안보리는 2018년 3월 27일 채택한 결의를 통해

안보리는 2018년 3월 15일, 남수단 내 평화유지

콩고민주공화국에서의 끊임없는 폭력과 인권 침해

임무, 남수단임무단(UNMISS)의 임무를 2019년 3

및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콩

월 15일까지 1년 더 연장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고의 정치적 상황과 선거 관련하여, 콩고헌법 및

채택하였다. 동 결의에 따라 유엔은 현재 수준인 1

2016년 12월 31일 협정에 따라 정부와 모든 관련

만 7천 명의 군 병력과 4천 명 한도의 지역방위군,

당사자들에게 자유롭고, 공평하고, 신뢰할 수 있고,

2천 101명의 한도의 경찰을 유지하게 된다. 아울러

포괄적이며, 투명하고, 평화롭고 시기적절한 선거

동 결의에서 남수단임무단의 수임 사항을 정하고,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도록 촉구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

하였다. 또한 콩고민주공화국 정부가 국제인도법

는 것을 허가하였다.

위반이나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책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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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모든 형태의 폭

상황에 놓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기근

력 행위, 특히 아동에 대한 폭력과 착취, 천연자원

의 위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자국의 관할권

의 불법적 채굴과 밀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내의 모든 사람에 대한 국가의 일차적 보호책임(the
primary responsibility of States to protect the popu-

4. 무력충돌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결의
(S/RES/2417, Protection of
civilians in armed conflict)
안보리는 2018년 5월 24일 채택한 결의를 통해
전세계의 인도주의적 필요의 수준과 현재 무력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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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ion)을 재확인하고, 모든 당사국이 인도주의 지
원에 결정적인 민간 기반 시설을 보호할 것과 무력
충돌 상황에서 식량 체계와 시장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UN 인권이사회 문서

I. 인권이사회 제37차 정기회기

별보고관의 임무 이행에 대한 모든 국가들의 지원
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인권이사회 제37차 정기회기(2018. 2. 26. - 2018.
3. 23.)에서 채택된 국제법 관련 주요 결의와 내용
은 다음과 같다.1)
- 디지털시대에서의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결의
- 사법제도의 완전성에 관한 결의
-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
서의 모든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과 사법정
의 보장에 관한 결의

2. 사법제도의 완전성에 관한 결의
(A/HRC/37/3, Integrity of the
judicial system)
인권이사회는 2018년 3월 22일 채택한 사법제도
의 완전성에 관한 결의에서, 사법제도 접근성의 결
여와 차별이 이러한 접근을 박탈당한 사람들의 인권
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
리를 갖는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각국이 자국의 권
한하의 법원 재판에 회부된 모든 사람들에 대해 본

1. 디지털시대에서의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결의 (A/HRC/37/2, 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이 선임하는 자의 법적 조력을 통하여 변호할 권리

인권이사회는 2018년 3월 22일, 프라이버시권

사람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사법제도 간의

특별보고관 수임을 3년 연장하는 결의를 채택하였

인의 출석하에 재판을 받을 권리와 직접 또는 본인
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 인권이사회는 2015년 3월 26일, 결의 28/16을
통해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신설을 결
정하였고, 조셉 카나타치가 첫 번째 특별보고관으
로 임명되었다. 인권이사회는 이번 결의를 통해 특
1) 유엔인권이사회의 정기회기는 매년 최소 3회 이상이며, 기
간은 최소 10주 이상 개최할 것을 정하고 있다. 유엔인권이
사회는 매년 3월(4주간), 6월(3주간), 그리고 9월(3주간)에
정기회기를 개최하고 있다. 특별회기는 이사국의 1/3 이상
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횟수에 제한 없이 개최된다. 특별회
기는 2006년 7월 5-6일 제1차 회기(팔레스타인 점령지역의
인권상황)가 열렸고, 2018년 6월 1일 현재까지 총 28차례
개최되었다.

3.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의 모든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과 사법정의 보장에 관한 결의
(A/HRC/37/3, Ensuring
accountability and justice for all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including East Jerusalem)
인권이사회는 2018년 3월 23일 채택한 동 결의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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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자 지구 분쟁에 관한 유엔의 여러 보고서에

scale civilian protests in the Occupied Palestinian

서 확인한 심각한 인권 침해와 국제인도법의 중대

Territory, including East Jerusalem)

한 위반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이스라엘-팔
레스타인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은 국

인권이사회는 2018년 5월 18일, 팔레스타인 점

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에 의거해야 한다는 점과 지

령지역의 인권상황 악화에 관한 특별회기를 열고,

속가능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모든 국제법 위반

국제인도법 위반을 조사하기 위한 독립적인 국제

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포괄적인 책임을 보장할

조사위원회를 파견하기로 결정하는 결의를 찬성 29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관련국들에게 국제형사재

표, 반대 2표, 기권 14표로 채택하였다. 이사회는

판소의 예비심사 및 개시될 수 있는 여하의 후속

특히 가자지구의 시위가 평화적이라는 측면에서,

조사에 대해 완전히 협조할 것을 촉구하였다.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이스라엘 점령군의 불공
정하고 무차별적인 무력 사용을 비난하고, 모든 당
사자들에게 향후의 시위가 평화적으로 유지되고 보

II. 인권이사회 제28차 특별회기

장하고 민간인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
동을 삼가도록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사회는

-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

점령 세력인 이스라엘과 모든 관계 당사자들에게

서의 대규모 민간 시위와 관련된 국제법 위반

조사위원회와 완전히 협력하고 접근을 용이하게 할

에 관한 결의 (A/HRC/RES/S-28/1, Violations

것을 촉구하였다.

of international law in the context of 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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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사무총장

I. 국제법 관련 성명
이번호에서는 2018년 3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에 발표된 국제법 관련 유엔 사무총장 성명을 소개
한다.
- ｢유엔부패방지협약｣ 채택 15주년 기념 고위급
토론에서의 성명 (2018. 5. 23)
-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CCPCJ) 제
27차 회기에 관한 성명 (2018. 5. 14)

Anniversary of Adoption of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은 2018년 5월
23일, ｢유엔부패방지협약｣ 채택 15주년 기념 고위
급 토론에서 동 협약의 채택 15주년을 축하하며, 오
늘의 행사가 국제공동체가 이 약속을 어떻게 잘 이
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기적절한 기회임을
언급하고 동 협약이 지난 15년 동안 부패 위험의
예방과 완화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의 국제적 틀로
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음을 강조하였다. 사무총장은

II. 주요 내용
1. ｢유엔부패방지협약｣ 채택 15주년 기념
고위급 토론 성명 (Remarks at
High-level Debate Marking 15th

또한 동 협약을 부패 방지를 위한 정치적･대중적
지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하기를 촉
구하였다.

 ｢유엔부패방지협약｣ 주요 내용
○ 제1장(일반조항), 제2장(예방조치), 제3장(범죄화), 제4장(국제협력), 제5장(자산회수), 제6장(기술지원 및
정보교류), 제7장(이행체제), 제8장(최종 조항)으로 나누어 71개 조로 구성됨.
- 이 협약이 대상으로 되는 공무(Public function) 및 공무원의 범위는 광의로 규정하여 외국공무원･국제기구
공무원도 그 대상에 포함.
-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사적부문에 대하여도 부패방지정책 및 제도를 수립하고 증수뢰 등 처벌
- 뇌물, 권한남용, 영향력행사, 부패로 인한 부당이득, 부패수익 세탁, 폭력･협박･매수 등을 통한 사법 방해
등을 범죄화하고 각국이 국내법으로 처벌토록 규정
- 부패사범에 대한 범죄인 인도･형사사법공조, 정보 교환 등 국제공조 제도 구축
- 외국으로 도피한 부패수익 자산을 몰수하여 “본국”(country of origin)에 반환하는 제도를 신설
- 협약 당사국총회를 통해 각국의 이행실태를 monitor할 수 있는 제도･기구 설립토록 규정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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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CCPCJ)
제27차 회기에 관한 성명 (Remarks to
the 27th session of the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유엔사무총장은 2018년 5월 14일, 제27차 CCPCJ
회기에 관한 성명에서 동 위원회가 채택한 인신매
매에 관한 3개의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면서, 동 위
원회의 이번 회기에 최우선 초점으로 사이버 범죄

뤄야 할 일이 많고 이에 대해 지체할 시간이 없음
을 강조하면서, 특히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사이
버 범죄 역시 가장 취약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을 지적하였다. 사무총장은 50여 개국 이상의 경찰,
검찰 및 판사의 인식을 높이고 중요한 훈련을 제공
하는 CCPCJ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의 활동에 감사를 표하
며, 새로운 기술이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문제를 언급하였다. 사무총장은 사이버 범죄는 다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CCPCJ)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http://www.unodc.org/unodc/en/commissions/CCPCJ/index.html?ref=menutop
1. 설립
○ 1992년 경제사회이사회(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결의 제1호에 의거 설립
2. 기능 및 임무
○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분야의 유엔의 정책지침 제공
○ 유엔 범죄예방프로그램 이행 현황 검토, 감시 및 발전
○ 범죄예방 및 수형자 처우 관련 국제 또는 지역기구의 활동 지원 및 조정
○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총회(5년에 1회 개최) 준비 등
3. 구성 및 임기
○ 유엔회원국중에서 경제사회이사회가 선출하는 40개국으로 구성(임기 3년)
- 아프리카 12, 아시아 9, 동구 4, 중남미 8, 서구 및 기타 7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92-00년, 03-05년, 03-08년, 09-11년, 13-15년, 16-18년간 위원국을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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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제법위원회 제70차 회기 (2018)

of the Commission
11. Programme, procedures and working methods

2017년 12월 7일 유엔총회 결의 72/116에 따라

of the Commission and its documentation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12. Date and place of the seventy-first session

는 2018년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뉴욕의 유엔

13. Cooperation with other bodies

본부에서 전반기 회기가 개최되었고 7월 2일부터

14. Other business

8월 10일까지 제네바 유엔사무소에서 후반기 회기
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제70차 회기에서 다루는
주제는 다음과 같다.

* “Crimes against humanity”(인도에 반하는 죄)
는 2017년 12월 7일 유엔총회 결의 72/116에 따
라 제71차 회기(2019년)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1. Organization of the work of the session
2. Immunity of State officials from foreign criminal
jurisdiction (외국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 국
가공무원 면제)

II. 주요 내용

3. Subsequent agreements and subsequent practice

2018년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린 ILC 전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treaties

반기 회기에서 다뤄진 주제와 그 주요 내용은 다음

(조약해석 관련 추후합의와 추후관행)

과 같다.

4. Provisional application of treaties (조약의
잠정적용)
5. Identification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국제관습법의 결정)
6.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relation to
armed conflicts (무력충돌 관련 환경보호)
7. Protection of the atmosphere (대기의 보호)

1. Subsequent agreements and
subsequent practice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treaties
(조약해석 관련 추후합의와 추후관행)
- 특별보고자 제5차 보고서 및 제1회독 초안 결
론에 관한 정부 의견 검토

8. Peremptory norm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At the present session, the Commission had before

(jus cogens) (일반국제법의 절대규범(강행규범))

it the fifth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A/CN.4/

9.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State res-

715), as well as comments and observations received

ponsibility (국가책임의 승계)
10. Commemoration of the seventieth anniversary

from Governments (A/CN.4/712) on the draft conclusions adopted on first reading at the forty-eighth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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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in 2016.

Commission decided to refer draft guidelines 5 bis,

At its 3396th meeting, held on 7 May 2018, the

8 bis and the eight draft model clauses, to the

Commission instructed the Drafting Committee to

Drafting Committee, and instructed it to complete

commence the second reading of the entire set of

the first reading of the entire set of draft guidelines,

draft conclusions on the basis of the proposals of the

including those adopted provisionally at the sixty-

Special Rapporteur, taking into account the comments

ninth session (2017), taking into account the comments

and observations of Governments and the debate

and observations of Governments and the debate

in the plenary on the Special Rapporteur’s report.

in the plenary on the Special Rapporteur’s report.

The Commission considered the report of the

The Commission considered the report of the

Drafting Committee (A/CN.4/L.907) at its 3406th

Drafting Committee (A/CN.4/L.909) at its 3415th

meeting, held on 18 May 2018, and adopted the

meeting, held on 31 May 2018, and adopted draft

entire set of draft conclusions on subsequent agree-

guidelines 6 [7], 7 [5 bis], 9, 10, 11 and 12. The

ments and subsequent practice in relation to the

Commission then proceeded to adopt the entire set

interpretation of treaties on second reading.

of draft guidelines on provisional application of
treaties, as the “draft Guide to Provisional Application

2. Provisional application of
treaties (조약의 잠정적용)

of Treaties”, on first reading. The Commission further
took note of the recommendation of the Drafting
Committee that a reference be made in the com-

- 특별보고자 제5차 보고서 검토, 제1회독 초안
채택

mentaries to the possibility of including, during the
second reading, a set of draft model clauses, based

At the present session, the Commission had

on a revised proposal that the Special Rapporteur

before it the fifth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would make at an appropriate time, taking into

(A/CN.4/718), in which he analysized the comments

account the comments and suggestions made during

made by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n

both the plenary debate and in the Drafting Committee.

the 11 draft guidelines provisionally adopted by the
Commission at its sixty-ninth session, provided additional information on the practice of international

3. Identification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국제관습법의 결정)

organizations, and submitted two new draft guidelines,
5 bis and 8 bis, concerning reservations and termination or suspension, respectively, as well as

- 특별보고자 제5차 보고서 검토, 제2회독 초안
채택

eight draft model clauses. The Commission also had

At the present session, the Commission had before

before it the third memorandum prepared by the

it the fifth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A/CN.4/

Secretariat (A/CN.4/707), reviewing State practice

717), an addendum to that report (A/CN.4/717/Add.1

in respect of treaties (bilateral and multilateral),

- forthcoming) providing an updated bibliography

deposited or registered in the last 20 years with

on the topic, as well as comments and observations

the Secretary-General, that provide for provisional

received from Governments (A/CN.4/716) on the

application, including treaty actions related thereto.

draft conclusions adopted on first reading at the

At its 3409th meeting, on 22 May 2018, the

forty-eighth session in 2016. The Commission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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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 before it a memorandum by the Secretariat on ways

the non-compliant party. The Special Rapporteur

and means for making the evidence of customary

further considered the question of dispute settlement.

international law more readily available (A/CN.4/710).

In that connection, he emphasized both the need

At its 3402nd meeting, held on 14 May 2018,

for the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and the need

the Commission referred draft conclusions 1 to 16

to take into account the scientific-heavy and fact-

to the Drafting Committee, with the instruction that

intensive character of environmental disputes, which

the Drafting Committee commence the second reading

leads to a requirement to assess scientific evidence

of the draft conclusions on the basis of the proposals

and ensure that adequate rules of procedure apply

of the Special Rapporteur, taking into account the

to such disputes.

comments and observations of Governments and the

The Special Rapporteur proposed three additional

debate in the plenary on the Special Rapporteur’s

draft guidelines concerning implementation (draft

report.

conclusion 10), compliance (draft conclusion 11) and

The Commission considered the report of the

dispute settlement (draft conclusion 12).

Drafting Committee (A/CN.4/L.908) at its 3412th

The Commission, at its 3413rd meeting, on 29

meeting, held on 25 May 2018, and adopted the

May 2018, decided to refer draft guidelines 10 to

entire set of draft conclusions on identification of

12, as contained in the Special Rapporteur’s fifth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n second reading.

report, to the Drafting Committee, taking into account
the debate in the Commission.

4. Protection of the atmosphere
(대기의 보호)
- 특별보고자 제5차 보고서 검토

5. Peremptory norm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일반국제법의 절대규범(강행규범))

At the present session, the Commission had before
it the fifth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A/CN.4/

- 특별보고자 제3차 보고서 검토

711), in which the Special Rapporteur first addressed

At the present session, the Commission had

the question of implementation of the draft guidelines

before it the third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at the domestic level. In that regard, he underlined

(A/CN.4/714), which considered the consequences

the various modes of such implementation depending

and legal effects of peremptory norms of general

on the nature of the obligations concerned, and

international (jus cogens). On the basis of his

considered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domestic

analysis, the Special Rapporteur proposed thirteen

law. He also examined situations where there is a

draft conclusions. The Commission commenced its

failure to implement the obligations concerned. Turning

debate on the third report during the first part of

to the question of compliance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session, and is scheduled to continue and conclude

the Special Rapporteur explained that he favoured

the debate during the second part.

cooperative compliance mechanisms, meant to give
assistance to a non-compliant party, over punitive

* 국제법위원회 제70차 회기 문서는

or enforcement mechanisms based on the respon-

http://legal.un.org/ilc/sessions/70/docs.shtml

sibility of States and intended to place penalties on

에서 열람 가능하다.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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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국제사법재판소)
- 니카라과, 니카라과가 국경지역에서 행한 특정 행위(코스타리카 v. 니카라과)-금전배상 문제 사건, 배상 전액 코
스타리카에 지불
2018년 3월 23일자 ICJ 보도자료에 따르면, 니카라과는 2018년 3월 22일자 서한을 통해 재판소 서기국
에 니카라과가 국경지역에서 행한 특정 행위(코스타리카 v. 니카라과) 사건에 대한 금전배상액을 확정하는
판결에 따른 배상 전액을 코스타리카에 지불했다고 알렸다.
재판소는 2018년 2월 2일자 판결에서 니카라과에 대해 2018년 4월 2일까지 코스타리카에 총 배상액인
미화 378,890.59불을 지급하고, 미지급시 4월 3일부터 연 6%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 관련보도자료 >

No. 2018/15
23 March 2018

Certain Activities Carried Out by Nicaragua in the Border Area
(Costa Rica v. Nicaragua)
Question of compensation
Nicaragua transfers the total amount of compensation
awarded to Costa Rica

THE HAGUE, 23 March 2018. By a letter dated 22 March 2018, Nicaragua informed the Registry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that, on 8 March
2018, it had transferred to Costa Rica the total amount of compensation awarded to the latter in the case
concerning Certain Activities Carried Out by Nicaragua in the Border Area (Costa Rica v. Nicarag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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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 니카라과, 니카라과가 국경지역에서 행한 특정 행위(코스타리카 v. 니카라과)-금전배상 문제 사건, 배상 전액
코스타리카에 지불

It is recalled that, in its Judgment of 2 February 2018 on the question of compensation, the Court fixed
the amount of compensation due from Nicaragua to Costa Rica at US$378,890.59 to be paid by 2 April 2018.
This amount includes the principal sum of US$358,740.55 for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Nicaragua’s
unlawful activities on Costa Rican territory and for costs and expenses incurred by Costa Rica as a direct
consequence of those activities, as well as pre-judgment interest on the compensable costs and expenses in the
amount of US$20,150.04.
___________
History of the proceedings
The history of the proceedings can be found in paragraphs 86-91 of the Court’s Annual Report for
2016-2017 and in press release No. 2018/8 of 2 February 2018, which are available on the Court’s website
(www.icj-cij.org).
___________
Note : The Court’s press releases do not constitute official documents.
___________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It w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June 1945 and began its activities in April 1946. The seat of the
Court is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Netherlands). Of the six principal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it is the only one not located in New York. The Court has a twofold role: first, to settl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legal disputes submitted to it by States (its judgments have binding force and are without
appeal for the parties concerned); and, second, to give advisory opinions on legal questions referred to it by
duly authorized United Nations organs and agencies of the system. The Court is composed of 15 judges
elected for a nine-year term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Independent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it is assisted by a Registry, its own international secretariat,
whose activities are both judicial and diplomatic, as well as administrative.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Court are French and English. Also known as the “World Court”, it is the only court of a universal character
with general jurisdiction
The ICJ, a court open only to States for contentious proceedings, and to certain organs and institution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for advisory proceedings, should not be confused with the other – mostly
criminal – judicial institutions based in The Hague and adjacent areas, such as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he only perman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hich was established by treaty and doe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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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ong to the United Nations system), 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STL, an international judicial body
with an independent legal personality,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pon the request
of the Lebanese Government and composed of Lebanese and international judges), the Mechanism for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MICT, mandated to take over residual functions from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and from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the
Kosovo Specialist Chambers and Specialist Prosecutor’s Office (an ad hoc judicial institution which has its
seat in The Hague), or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an independent institution which assists in
the establishment of arbitral tribunals and facilitates their work, in accordance with the Hague Convention of
1899).
___________
Information Department:
Mr. Andrey Poskakukhin, First Secretary of the Court, Head of Department (+31 (0)70 302 2336)
Ms Joanne Moor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37)
Mr. Avo Sevag Garabet, Associat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94)
Ms Genoveva Madurga, Administrative Assistant (+31 (0)70 302 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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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 ICJ, 태평양 접근을 협상할 의무 (Bolivia v. Chile)에 관한 사건 공개심리 종결 및 심의 시작
2018년 3월 28일자 ICJ 보도자료에 따르면, 태평양 접근을 협상할 의무 (Bolivia v. Chile)에 관한 사건에
대한 공개심리가 종결되었다. 재판소는 이제 심의를 시작할 것이다. 공개심리가 끝난 후 각 당사국 대리인
은 다음과 같은 부탁사항(Submissions)을 제출했다.
볼리비아:
“재판소규칙 제60조 및 태평양 접근을 협상할 의무 (Bolivia v. Chile)에 관한 사건의 서면/구두 심리
단계에 명시된 이유에 따라 재판소가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선언하기를 요청합니다.”
(a) 칠레는 볼리비아에 태평양에 대한 완전한 주권적 접근을 허용한다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볼리비
아와 협상할 의무가 있다.
(b) 칠레는 상기의 의무를 위반했다.
(c) 칠레는 볼리비아에 태평양에 대한 완전한 주권적 접근을 허용하기 위해 합리적인 시간 내에 효과적
으로, 상기 의무를 선의로 신속히, 공식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칠레:
“칠레는 재판소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볼리비아의 모든 청구사항을 기각한다”

< 관련보도자료 >

No. 2018/16
28 March 2018

Obligation to Negotiate Access to the Pacific Ocean (Bolivia v. Chile)
Conclusion of the public hearings
The Court to begin its deliberation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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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AGUE, 28 March 2018. The public hearings in the case concerning the Obligation to Negotiate
Access to the Pacific Ocean (Bolivia v. Chile) were concluded today. The Court will now begin its
deliberation.
During the hearings, which opened on Monday 19 March 2018 at the Peace Palace, seat of the Court,
the delegation of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was led by H.E. Mr. Eduardo Rodríguez Veltzé, former
President of Bolivia, former President of the Bolivian Supreme Court of Justice and former Dean of the Law
School of the Catholic University of Bolivia in La Paz, as Agent. The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Chile was
led by H.E. Mr. Claudio Grossman,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R. Geraldson 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and Dean Emeritus at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as Agent.
Notably, also present during the hearings were H.E. Mr. Evo Morales, President of Bolivia, and H.E.
Mr. Roberto Ampuero,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of Chile, as leaders of their respective national
authorities.
The Court’s judgment will be delivered at a public sitting, the date of which will be announced in due
course.
*
Submissions of the Parties
At the end of the hearings, the Agents of the Parties presented the following submissions to the Court:
For Bolivia:
“In accordance with Article 60 of the Rules of the Court and the reasons set out during the written and
oral phase of the pleadings in the case Obligation to Negotiate Access to the Pacific Ocean (Bolivia v. Chile),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respectfully requests the Court to adjudge and declare that:
(a) Chile has the obligation to negotiate with Bolivia in order to reach an agreement granting Bolivia a fully
sovereign access to the Pacific Ocean;
(b) Chile has breached the said obligation; and
(c) Chile must perform the said obligation in good faith, promptly, formally, within a reasonable time and
effectively, to grant Bolivia a fully sovereign access to the Pacific Ocean.”
For Chile:
“The Republic of Chile respectfully requests the Cour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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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miss all of the claims of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___________
Internal Judicial Practice of the Court with respect to deliberations
Deliberations take place in private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 The Court first holds
a preliminary deliberation, during which the President outlines the issues which, in his opinion, require
discussion and decision by the Court. Each judge then prepares a written Note setting out his or her views;
these Notes are exchanged among the judges. A full deliberation is subsequently held, at the end of which a
drafting committee is chosen by secret ballot, taking account of the views expressed. That committee consists
in principle of two judges holding the majority view of the Court, together with the President, unless it appears
that his views are in the minority. The committee prepares a preliminary draft text, which is the subject of
written amendments. Two further drafts are produced in turn, each of which is subject to a detailed reading.
In the meantime, judges who wish to do so may prepare a declaration, a separate opinion or a dissenting
opinion, which are communicated to the other judges. The final vote is taken after adoption of the final text
of the judgment at the second reading.
___________
History of the proceedings
The history of the proceedings can be found in paragraphs 92-104 of the Court’s Annual Report for
2016-2017, available on its website (under the headings “The Court”/“Annual Reports”).
___________
Note: The Court’s press releases do not constitute official documents. The complete verbatim records
of the hearings held from 19 to 28 March 2018 are published on the website of the Court (www.icj-cij.org).
___________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It w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June 1945 and began its activities in April 1946. The seat of the
Court is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Netherlands). Of the six principal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it is the only one not located in New York. The Court has a twofold role: first, to settl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legal disputes submitted to it by States (its judgments have binding force and are without
appeal for the parties concerned); and, second, to give advisory opinions on legal questions referred to it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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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ly authorized United Nations organs and agencies of the system. The Court is composed of 15 judges
elected for a nine-year term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Independent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it is assisted by a Registry, its own international secretariat,
whose activities are both judicial and diplomatic, as well as administrative.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Court are French and English. Also known as the “World Court”, it is the only court of a universal character
with general jurisdiction.
The ICJ, a court open only to States for contentious proceedings, and to certain organs and institution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for advisory proceedings, should not be confused with the other ― mostly
criminal ― judicial institutions based in The Hague and adjacent areas, such as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he only perman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hich was established by treaty and does not
belong to the United Nations system), 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STL, an international judicial body
with an independent legal personality,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pon the request
of the Lebanese Government and composed of Lebanese and international judges), the Mechanism for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MICT, mandated to take over residual functions from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and from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the
Kosovo Specialist Chambers and Specialist Prosecutor’s Office (an ad hoc judicial institution which has its
seat in The Hague), or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an independent institution which assists in
the establishment of arbitral tribunals and facilitates their work, in accordance with the Hague Convention of
1899).
___________
Information Department:
Mr. Andrey Poskakukhin, First Secretary of the Court, Head of Department (+31 (0)70 302 2336) Ms Joanne
Moor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37)
Mr. Avo Sevag Garabet, Associat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94)
Ms Genoveva Madurga, Administrative Assistant (+31 (0)70 302 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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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 가이아나, 베네수엘라 상대로 사건 신청
2018년 4월 4일자 ICJ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이아나가 2018년 3월 29일에 “the Award Regarding the
Boundary between the Colony of British Guiana and the United States of Venezuela, of 3 October
1899”(the 1899 Award)의 법적 타당성과 구속력의 확인을 ICJ에 신청(application)을 통해 요청했다.
가이아나는 신청에서 ‘the 1899 Award’가 영국령 기이나(British Guiana: Guyana의 구칭)와 베네수엘라
사이의 국경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완전하고 완벽하며 최종적인 합의”라고 주장했다.
가이아나의 주장에 따르면 베네수엘라가 1962년 처음으로 ‘the 1899 Award’에 대해 “임의적”이고 “무효”
하다고 주장했으며, 이로 인해 1966년 2월 17일 “베네수엘라와 영국령 기이나 사이의 국경 외 베네수엘라
와 영국 간 분쟁 해결을 위한 협정” (이하 “Geneva Agreement”)에 서명했다. 가이아나는 신청에서, 2018
년 1월 30일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사무총장의 주선(Good Offices Process)을 통해 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그 후 유엔사무총장은 “Geneva Agreement”의 제4조 제2항에 따라 유엔헌장
제33조에 따른 다른 분쟁해결 수단을 선택하기 위한 공식적이고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렸으며, 양 당사국
에게 동일한 서한으로 “Geneva Agreement”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따라 이 분쟁을 ICJ에 부탁하여 해결되
어야 한다는 자신의 결정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가이아나는 “사무총장의 결정에 따라 신청을 제출한다”
고 명시했다.

< 관련보도자료 >

No. 2018/17
4 April 2018

Guyana files an application against Venezuela

THE HAGUE, 4 April 2018. On Thursday 29 March 2018, the Co-operative Republic of Guyana
(hereinafter “Guyana”) filed an application against the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herein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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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ezuela”) with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In its Application, Guyana requests the Court “to confirm the legal validity and binding effect of the
Award Regarding the Boundary between the Colony of British Guiana and the United States of Venezuela,
of 3 October 1899 (hereinafter the ‘1899 Award’)”. The Applicant claims that the 1899 Award was “a full,
perfect, and final settlement” of all questions relating to determining the boundary line between the colony of
British Guiana and Venezuela.
Guyana affirms that, between November 1900 and June 1904, a joint Anglo-Venezuelan Boundary
Commission “identified, demarcated and permanently fixed the boundary established by the . . . Award”
before the signing of a Joint Declaration by the Commissioners on 10 January 1905 (referred to by Guyana as
the “1905 Agreement”).
Guyana contends that, in 1962, for the first time, Venezuela contested the Award as “arbitrary” and
“null and void”. This, according to the Applicant, led to the signing of the Agreement to resolve the
controversy between Venezuela and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over the
frontier between Venezuela and British Guiana at Geneva on 17 February 1966 (hereinafter the “Geneva
Agreement”), which “provided for recourse to a series of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to finally resolve the
controversy”.
Guyana submits that the Geneva Agreement authorized the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to
decide which appropriat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to adopt for the peaceful settlement of the disput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The Applicant further argues that:
“On 30 January 2018, . . . Secretary-General [H.E.] António Guterres determined that the Good
Offices Process had failed to achieve a peaceful settlement of the controversy. He then took a formal and
binding decision, under Article IV,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to choose a different means of settlement
under Article 33 of the Charter. In identical letters to both Parties, he communicated the terms of his decision
that, pursuant to the authority vested in him by the Geneva Agreement, the controversy shall be settled by
recourse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Guyana states that it “files [the] Application pursuant to the Secretary-General’s decision”.
In its Application, Guyana requests the Court to adjudge and declare that:
“(a)

The 1899 Award is valid and binding upon Guyana and Venezuela, and the boundary established by
that Award and the 1905 Agreement is valid and binding upon Guyana and Venezuela;

(b)

Guyana enjoys full sovereignty over the territory between the Essequibo River and the boundary
established by the 1899 Award and the 1905 Agreement, and Venezuela enjoys full sovereignty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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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rritory west of that boundary; Guyana and Venezuela are under an obligation to fully respect each
other’s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in accordance with the boundary established by the 1899
Award and the 1905 Agreement;
(c)

Venezuela shall immediately withdraw from and cease its occupation of the eastern half of the Island
of Ankoko, and each and every other territory which is recognized as Guyana’s sovereign territory in
accordance with the 1899 Award and 1905 Agreement;

(d)

Venezuela shall refrain from threatening or using force against any person and/or company licensed by
Guyana or engage in economic or commercial activity in Guyanese territory as determined by the 1899
Award and 1905 Agreement, or in any maritime areas appurtenant to such territory over which Guyana
has sovereignty or exercises sovereign rights, and shall not interfere with any Guyanese or Guyaneseauthorised activities in those areas;

(e)

Venezuela is internationally responsible for violations of Guyana’s sovereignty and sovereign rights,
and for all injuries suffered by Guyana as a consequence.”
___________
Note: The Court’s press releases are prepared by its Registry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do not

constitute official documents.
The full text of Guyana’s Application of 29 March 2018 will be available shortly on the Court’s
website.
___________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It w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June 1945 and began its activities in April 1946. The seat of the
Court is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Netherlands). Of the six principal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it is the only one not located in New York. The Court has a twofold role: first, to settl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legal disputes submitted to it by States (its judgments have binding force and are without
appeal for the parties concerned); and, second, to give advisory opinions on legal questions referred to it by
duly authorized United Nations organs and agencies of the system. The Court is composed of 15 judges
elected for a nine-year term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Independent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it is assisted by a Registry, its own international secretariat,
whose activities are both judicial and diplomatic, as well as administrative.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Court are French and English. Also known as the “World Court”, it is the only court of a universal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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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general jurisdiction.
The ICJ, a court open only to States for contentious proceedings, and to certain organs and institution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for advisory proceedings, should not be confused with the other ― mostly
criminal ― judicial institutions based in The Hague and adjacent areas, such as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he only perman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hich was established by treaty and does not
belong to the United Nations system), 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STL, an international judicial body
with an independent legal personality,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pon the request
of the Lebanese Government and composed of Lebanese and international judges), the Mechanism for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MICT, mandated to take over residual functions from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and from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the
Kosovo Specialist Chambers and Specialist Prosecutor’s Office (an ad hoc judicial institution which has its
seat in The Hague), or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an independent institution which assists in
the establishment of arbitral tribunals and facilitates their work, in accordance with the Hague Convention of
1899).
___________
Information Department:
Mr. Andrey Poskakukhin, First Secretary of the Court, Head of Department (+31 (0)70 302 2336)
Ms Joanne Moor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37)
Mr. Avo Sevag Garabet, Associat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94)
Ms Genoveva Madurga, Administrative Assistant (+31 (0)70 302 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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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 ICJ,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의 영유권에 관한 사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v. 싱가포르)에 관한 ICJ의 2008년 5월 23일 판결에 대한 해석 요청 신청, 사건명부에
서 삭제
2018년 6월 1일자 ICJ 보도자료에 따르면, 재판부는 말레이시아가 싱가포르를 상대로 2017년 6월 30일
에 ICJ에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의 영유권에 관한 사건 (말레이
시아/싱가포르)에 관한 ICJ의 2008년 5월 23일 판결에 대해 해석을 구하는 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제기된
사건을 2018년 5월 29일자로 재판부 사건명부에서 삭제했다. 말레이시아 공동 대리인은 2018년 5월 28일
자 서한에서 당사국들이 본 사건에 대한 소송절차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재판소에 통보했다. 서한의
사본은 2018년 5월 29일자로 싱가포르 대리인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2018년 5월 29일, 재판소는
본 소송의 절차를 양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중단하고 재판부 사건명부에서 삭제하도록 명령했다.

< 관련보도자료 >

No. 2018/22
1 June 2018

Request for Interpretation of the Judgment of 23 May 2008 in the case concerning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
(Malaysia/Singapore) (Malaysia v. Singapore)
Case removed from the Court’s List

THE HAGUE, 1 June 2018. The case brought by Malaysia against Singapore befor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by an Application, filed on 30 June 2017, for interpretation of the Judgment delivered
by the Court on 23 May 2008 in the case concerning the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 (Malaysia/Singapore) was removed from the Court’s List on 29 Ma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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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letter dated 28 May 2018, the Co-Agent of Malaysia notified the Court that the Parties had agreed
to discontinue the proceedings in the aforementioned case. A copy of that letter was communicated to the
Agent of Singapore who, by a letter dated 29 May 2018, confirmed his Government’s agreement to the
discontinuance of the proceedings.
Consequently, on 29 May 2018, the Court made an Order recording the discontinuance, following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of the proceedings instituted on 30 June 2017 by Malaysia against Singapore, and
directing the removal of the case from the Court’s List.
The public hearings in the case concerning Request for Interpretation of the Judgment of 23 May 2008
in the case concerning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
(Malaysia/Singapore) (Malaysia v. Singapore), previously scheduled to be held from Monday 18 to Friday 22
June 2018, have thus been cancelled.
*
The full text of the Order is available on the Court’s website in the documentation for the case, under
the heading “Contentious cases”.
___________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It w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June 1945 and began its activities in April 1946. The seat of the
Court is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Netherlands). Of the six principal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it is the only one not located in New York. The Court has a twofold role: first, to settl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legal disputes submitted to it by States (its judgments have binding force and are without
appeal for the parties concerned); and, second, to give advisory opinions on legal questions referred to it by
duly authorized United Nations organs and agencies of the system. The Court is composed of 15 judges
elected for a nine-year term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Independent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it is assisted by a Registry, its own international secretariat,
whose activities are both judicial and diplomatic, as well as administrative.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Court are French and English. Also known as the “World Court”, it is the only court of a universal character
with general jurisdiction.
The ICJ, a court open only to States for contentious proceedings, and to certain organs and institution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for advisory proceedings, should not be confused with the other ― mostly
criminal ― judicial institutions based in The Hague and adjacent areas, such as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he only perman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hich was established by treaty and doe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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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싱가포르) (말레이시아 v. 싱가포르)에 관한 ICJ의 2008년 5월 23일 판결에 대한 해석 요청 신청, 사건명부에서 삭제

belong to the United Nations system), 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STL, an international judicial body
with an independent legal personality,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pon the request
of the Lebanese Government and composed of Lebanese and international judges), the Mechanism for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MICT, mandated to take over residual functions from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and from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the
Kosovo Specialist Chambers and Specialist Prosecutor’s Office (an ad hoc judicial institution which has its
seat in The Hague), or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an independent institution which assists in
the establishment of arbitral tribunals and facilitates their work, in accordance with the Hague Convention of
1899).
___________
Information Department:
Mr. Andrey Poskakukhin, First Secretary of the Court, Head of Department (+31 (0)70 302 2336)
Ms Joanne Moor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37)
Mr. Avo Sevag Garabet, Associat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94)
Ms Genoveva Madurga, Administrative Assistant (+31 (0)70 302 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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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 ICJ,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의 영유권에 관한 사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v. 싱가포르)에 관한 ICJ의 2008년 5월 23일 판결에 대한 재심 요청 신청, 사건명부에
서 삭제
2018년 6월 1일자 ICJ 보도자료에 따르면, 재판부는 말레이시아가 싱가포르를 상대로 2017년 2월 2일
에 ICJ에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의 영유권에 관한 사건 (말레이
시아/싱가포르)에 관한 ICJ의 2008년 5월 23일 판결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제기된
사건을 2018년 5월 29일자로 재판부 사건명부에서 삭제했다. 말레이시아 공동 대리인은 2018년 5월 28일
자 서한에서 당사국들이 본 사건에 대한 소송절차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재판소에 통보했다. 서한의
사본은 2018년 5월 29일자로 싱가포르 대리인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2018년 5월 29일, 재판소는
본 소송의 절차를 양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중단하고 재판부 사건명부에서 삭제하도록 명령했다.

< 관련보도자료 >

No. 2018/21
1 June 2018

Application for Revision of the Judgment of 23 May 2008 in the Case concerning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
(Malaysia/Singapore) (Malaysia v. Singapore)
Case removed from the Court’s List

THE HAGUE, 1 June 2018. The case brought by Malaysia against Singapore befor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by an Application, filed on 2 February 2017, for revision of the Judgment delivered by
the Court on 23 May 2008 in the case concerning the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 (Malaysia/Singapore) was removed from the Court’s List on 29 Ma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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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싱가포르) (말레이시아 v. 싱가포르)에 관한 ICJ의 2008년 5월 23일 판결에 대한 재심 요청 신청, 사건명부에서 삭제

In a letter dated 28 May 2018, the Co-Agent of Malaysia notified the Court that the Parties had agreed
to discontinue the proceedings in the aforementioned case. A copy of that letter was communicated to the
Agent of Singapore who, by a letter dated 29 May 2018, confirmed his Government’s agreement to the
discontinuance of the proceedings.
Consequently, on 29 May 2018, the Court made an Order recording the discontinuance, following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of the proceedings instituted on 2 February 2017 by Malaysia against Singapore, and
directing the removal of the case from the Court’s List.
The public hearings in the case concerning Application for Revision of the Judgment of 23 May 2008
in the Case concerning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
(Malaysia/Singapore) (Malaysia v. Singapore), previously scheduled to be held from Monday 11 to Monday
18 June 2018, have thus been cancelled.
*
The full text of the Order will be made available shortly on the Court’s website in the documentation
for the case, under the heading “Contentious cases”.
___________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It w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June 1945 and began its activities in April 1946. The seat of the
Court is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Netherlands). Of the six principal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it is the only one not located in New York. The Court has a twofold role: first, to settl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legal disputes submitted to it by States (its judgments have binding force and are without
appeal for the parties concerned); and, second, to give advisory opinions on legal questions referred to it by
duly authorized United Nations organs and agencies of the system. The Court is composed of 15 judges
elected for a nine-year term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Independent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it is assisted by a Registry, its own international secretariat,
whose activities are both judicial and diplomatic, as well as administrative.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Court are French and English. Also known as the “World Court”, it is the only court of a universal character
with general jurisdiction.
The ICJ, a court open only to States for contentious proceedings, and to certain organs and institution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for advisory proceedings, should not be confused with the other ― mostly
criminal ― judicial institutions based in The Hague and adjacent areas, such as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he only perman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hich was established by treaty and doe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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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ong to the United Nations system), 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STL, an international judicial body
with an independent legal personality,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pon the request
of the Lebanese Government and composed of Lebanese and international judges), the Mechanism for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MICT, mandated to take over residual functions from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and from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the
Kosovo Specialist Chambers and Specialist Prosecutor’s Office (an ad hoc judicial institution which has its
seat in The Hague), or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an independent institution which assists in
the establishment of arbitral tribunals and facilitates their work, in accordance with the Hague Convention of
1899).
___________
Information Department:
Mr. Andrey Poskakukhin, First Secretary of the Court, Head of Department (+31 (0)70 302 2336)
Ms Joanne Moor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37)
Mr. Avo Sevag Garabet, Associat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94)
Ms Genoveva Madurga, Administrative Assistant (+31 (0)70 302 2396)

참고: 현재 ICJ에 계류 중인 사건 목록 (2018. 6. 2. 기준)
○ 심리 또는 심의 중에 있는 사건 목록
Obligation to Negotiate Access to the Pacific Ocean (Bolivia v. Chile)
○ 재판 계류 중인 사건 (사건 도입 날짜순)
1. Gabčíkovo-Nagymaros Project (Hungary/Slovakia)
2.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Uganda)
3. Obligation to Negotiate Access to the Pacific Ocean (Bolivia v. Chile)
4. Question of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between Nicaragua and Colombia beyond 200
nautical miles from the Nicaraguan Coast (Nicaragua v. Colombia)
5. Alleged Violations of Sovereign Rights and Maritime Spaces in the Caribbean Sea (Nicaragua v.
Colombia)
6.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Indian Ocean (Somalia v. Kenya)
7. Dispute over the Status and Use of the Waters of the Silala (Chile v. Bolivia)
8. Immunities and Criminal Proceedings (Equatorial Guinea v. France)
9. Certain Iranian Assets (Islamic Republic of Iran v. United States of America)

7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8, Vol.17, No.2 (통권 제49호)

ICJ - ICJ,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의 영유권에 관한 사건
(말레이시아/싱가포르) (말레이시아 v. 싱가포르)에 관한 ICJ의 2008년 5월 23일 판결에 대한 재심 요청 신청, 사건명부에서 삭제

10.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and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Ukraine v.
Russian Federation)
11. Jadhav Case (India v. Pakistan)
12. Legal consequences of the separation of the Chagos Archipelago from Mauritius in 1965 (Request for
Advisory Opinion)
13. Arbitral Award of 3 October 1899 (Guyana v. Venezuela)
14. Proceedings instituted by Qatar against the United Arab Emirates on 11 Ju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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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 ICJ, 면제와 형사절차(적도기니 v. 프랑스) 사건에 관한 프랑스의 선결적 항변에 대해 관할권 있음을 결정
2018년 6월 6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재판소는 면제와 형사절차(적도기니 v. 프랑스) 사건에 관한
프랑스의 선결적 항변에 대해, 이 사건이 파리 42Avenue Foch에 소재한 적도기니의 외교공관 건물의
지위와 관련이 있는 한 적도 기니의 신청(the Application)에 따라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선택의정서
에 근거하여 본 사건에 대해 재판소가 관할권을 갖는다고 결정하고 적도기니 신청의 일부를 인정하였다.
(본 사건의 배경과 재판부의 공개심리에 관해서는 외교부 홈페이지 <국제법소통>(2018.3.19.) “국제사법
재판소(ICJ), 적도기니-프랑스 사건 공개심리(프랑스의 선결적 항변 관련)”을 참고하시오.)

< 관련보도자료 >

No. 2018/24
6 June 2018

Immunities and Criminal Proceedings (Equatorial Guinea v. France)
The Court finds that it has jurisdiction, on the basis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concerning the Compulsory Settlement of Disputes, to entertain the Application of
Equatorial Guinea, in so far as it concerns the status of the building located at 42 Avenue Foch in Paris as
premises of its mission, and that this part of the Application is admissible

THE HAGUE, 6 June 2018.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has today delivered its Judgment on the preliminary objections raised by France in the case
concerning Immunities and Criminal Proceedings (Equatorial Guinea v. France).
In its Judgment, which is final, without appeal and binding on the Parties, th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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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pholds, by eleven votes to four, the first preliminary objection raised by the French Republic that
the Court lacks jurisdiction on the basis of Article 35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2) Rejects, unanimously, the second preliminary objection raised by the French Republic that the
Court lacks jurisdiction on the basis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concerning the Compulsory Settlement of Disputes;
(3) Rejects, by fourteen votes to one, the third preliminary objection raised by the French Republic that
the Application is inadmissible for abuse of process or abuse of rights;
(4) Declares, by fourteen votes to one, that it has jurisdiction, on the basis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concerning the Compulsory Settlement of Disputes, to
entertain the Application filed by the Republic of Equatorial Guinea on 13 June 2016, in so far as it concerns
the status of the building located at 42 Avenue Foch in Paris as premises of the mission, and that this part of
the Application is admissible.
History of the proceedings
The Court begins by recalling that, on 13 June 2016, Equatorial Guinea instituted proceedings against
France with regard to a dispute concerning the immunity from criminal jurisdiction of the Vice-President of
the Republic of Equatorial Guinea, Mr. Teodoro Nguema Obiang Mangue, and the legal status of the building
which “houses the Embassy of Equatorial Guinea”, located at 42 Avenue Foch in Paris. In its Application,
Equatorial Guinea seeks to found the Court’s jurisdiction, first, on Article 35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hereinafter the “Palermo Convention”) and, second, on
Article I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concerning the
Compulsory Settlement of Disputes (hereinafter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Vienna Convention”).
The Court further recalls that, on 31 March 2017, France raised preliminary objections to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Factual background
The Court notes the following facts in particular. On 2 December 2008, the association Transparency
International France lodged a complaint with the Paris public prosecutor against certain African Heads of
State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in respect of allegations of misappropriation of public funds in their
country of origin, the proceeds of which had allegedly been invested in France. This complaint was declared
admissible by the French courts and a judicial investigation was opened in 2010 in respect of “handling
misappropriated public funds”, “complicity in handling misappropriated public funds, complicity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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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appropriation of public funds, money laundering, complicity in money laundering, misuse of corporate
assets, complicity in misuse of corporate assets, breach of trust, complicity in breach of trust and concealment
of each of these offences”. The investigation focused, in particular, on the methods used to finance the
acquisition of movable and immovable assets in France by several individuals, including Mr. Teodoro
Nguema Obiang Mangue, the son of the President of Equatorial Guinea, who was at the time Ministre d’Etat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of Equatorial Guinea.
The investigation more specifically concerned the way in which Mr. Teodoro Nguema Obiang Mangue
acquired various objects of considerable value and a building located at 42 Avenue Foch in Paris. In 2011 and
2012, that building was the subject of an attachment order (saisie pénale immobilière) and various objects found
on the premises were seized, following a finding by the French courts that the building had been wholly or partly
paid for out of the proceeds of the offences under investigation and that its real owner was Mr. Teodoro Nguema
Obiang Mangue. Equatorial Guinea systematically objected to those actions, claiming that it had previously
acquired the building in question and that it formed part of the premises of its diplomatic mission in France.
Mr. Teodoro Nguema Obiang Mangue, who became Second Vice-President of Equatorial Guinea in
charge of Defence and State Security on 21 May 2012, challenged the measures taken against him and on
several occasions invoked the immunity from jurisdiction to which he believed he was entitled on account of
his functions. He was nonetheless indicted by the French judiciary in March 2014. All the legal remedies
taken by Mr. Teodoro Nguema Obiang Mangue against that indictment were rejected, as were the diplomatic
protestations of Equatorial Guinea.
Following the investigation, Mr. Teodoro Nguema Obiang Mangue — who had been appointed as the
Vice-President of Equatorial Guinea in charge of National Defence and State Security in June 2016 — was
referred for trial before the Tribunal correctionnel de Paris for alleged money-laundering offences committed
in France between 1997 and October 2011. The tribunal delivered its judgment on 27 October 2017, in which
it found Mr. Teodoro Nguema Obiang Mangue guilty of those offences. He was sentenced to a three-year
suspended prison term and a suspended fine of €30 million. The tribunal also ordered the confiscation of all
the assets seized during the judicial investigation and of the attached building at 42 Avenue Foch in Paris.
Regarding the confiscation of this building, the tribunal, referring to the Court’s Order of 7 December 2016
indicating provisional measures, stated that “the . . . proceedings [pending befor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make the execution of any measure of confiscation by the French State impossible, but not the
imposition of that penalty”. Mr. Teodoro Nguema Obiang Mangue lodged an appeal against his conviction
with the Cour d’appel de Paris. This appeal having a suspensive effect, no steps have been taken to enforce
the sentences handed down to Mr. Teodoro Nguema Obiang Mangue.
Reasoning of the Court
1. The first preliminary objection: Jurisdiction under the Palermo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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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alleged breach by France of the rules on immunities of States and State officials
The Court observes that Equatorial Guinea’s claims based on the Palermo Convention first concern
France’s alleged violation of the immunity from foreign criminal jurisdiction of Mr. Teodoro Nguema
Obiang Mangue, Vice-President of the Republic of Equatorial Guinea, and France’s alleged failure to respect
the immunity of the building at 42 Avenue Foch in Paris as State property of Equatorial Guinea. In this
respect, the Parties disagree on whether, as a consequence of the principles of sovereign equality and
non-intervention in the domestic affairs of other States, to which Article 4 of the Palermo Convention refers,
Mr. Teodoro Nguema Obiang Mangue is immune from foreign criminal jurisdiction, and whether the
building at 42 Avenue Foch in Paris is immune from measures of constraint. The Court examines whether this
aspect of the dispute between the Parties is capable of falling within the provisions of the Palermo Convention
and whether, as a consequence, it is one which the Court has jurisdiction to entertain under the Palermo
Convention. The Court considers, in particular, whether this aspect of the dispute concerns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Article 4 read in conjunction with other articles of the Convention.
The Court thus proceeds to interpret Article 4 of the Palermo Convention. It notes that the purpose of
the Article is to ensure that the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perform their oblig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sovereign equality, territorial integrity and non-intervention in the domestic affairs of other
States. In its view, this provision does not refer to the customary international rules, including State immunity,
that derive from sovereign equality but to the principle of sovereign equality itself. The Court considers that,
in its ordinary meaning, Article 4 (1) does not impose, through its reference to sovereign equality, an
obligation on States parties to act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many rules of international law which
protect sovereignty in general, as well as all the qualifications to those rules. With regard to context, it
observes that none of the provisions of the Palermo Convention relates expressly to the immunities of States
and State officials. Concerning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Convention, the Court states that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4 advanced by Equatorial Guinea, whereby the customary rules relating to
immunities of States and State officials are incorporated into the Convention as conventional obligations, is
unrelated to the stated object and purpose of the Palermo Convention, set out in Article 1, which is the
promotion of co-operation to prevent and comba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more effectively. The Court
notes that its interpretation of Article 4 is confirmed by the travaux préparatoires of the Palermo Convention.
The Court concludes that Article 4 of the Palermo Convention does not incorporate the customary
international rules relating to immunities of States and State officials. Therefore, the aspect of the dispute
between the Parties relating to the asserted immunity of the Vice-President of Equatorial Guinea and the
immunity claimed for the building at 42 Avenue Foch in Paris from measures of constraint as State property
does not concern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Palermo Convention. Consequently, the Court lacks
jurisdiction in relation to this aspect of the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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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 alleged overextension of jurisdiction by France
The Court notes that Equatorial Guinea’s claims based on the Palermo Convention also concern
France’s alleged overextension of its criminal jurisdiction over predicate offences associated with the crime
of money laundering. In this respect, the Parties differ on whether, by establishing its jurisdiction over such
offences, France exceeded its criminal jurisdiction and breached its conventional obligation under Article 4
read in conjunction with Articles 6 and 15 of the Palermo Convention. The Court examines whether this
aspect of the dispute between the Parties is capable of falling within the provisions of the Palermo Convention
and whether, as a consequence, it is one which the Court has jurisdiction to entertain under the Palermo
Convention. The Court is of the view that neither Article 6 nor Article 15 provides for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State on whose territory a predicate offence was committed. It concludes that the alleged
violations complained of by Equatorial Guinea are not capable of falling within the provisions of the Palermo
Convention, notably Articles 6 and 15, and that the Court therefore lacks jurisdiction to entertain the aspect
of the dispute relating to France’s alleged overextension of jurisdiction.
For all of these reasons, the Court concludes that it lacks jurisdiction pursuant to the Palermo
Convention to entertain Equatorial Guinea’s Application and must uphold France’s first preliminary
objection.
2. The second preliminary objection: Jurisdiction under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Vienna Convention
The Court observes that Equatorial Guinea’s claim based on the Vienna Convention concerns
France’s alleged failure to respect the inviolability of the building at 42 Avenue Foch in Paris as premises of
Equatorial Guinea’s diplomatic mission. In this regard, it notes that the Parties disagree on the question
whether the building at 42 Avenue Foch in Paris constitutes part of the premises of the mission of Equatorial
Guinea in France and is thus entitled to the treatment afforded for such premises under Article 22 of the
Vienna Convention. They also disagree on whether France, by the action of its authorities in relation to the
building, is in breach of its obligations under Article 22. The Court considers whether this aspect of the
dispute between the Parties is capable of falling within the Vienna Convention and, consequently, whether it
is one which the Court has jurisdiction to entertain under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Vienna Convention.
The Court notes that, pursuant to Article 1 (i) of the Vienna Convention, a building or part of a building
“used for the purposes of [a diplomatic] mission”, including the residence of the head of mission, is
considered “premises of the mission”, regardless of ownership. The Court further notes that Article 22 of the
Vienna Convention provides a régime of inviolability, protection and immunity for “premises of [a
diplomatic] mission” by obligating the receiving State, inter alia, to refrain from entering such premises
without the consent of the head of mission and to protect those premises against intrusion, damage or
disturbance of the peace of the mission by agents of the receiving State. The Article also guarantees immunity
from search, requisition, attachment or execution for the premises of the mission, their furnishings and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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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thereon, as well as means of transportation of the mission.
According to the Court, where, as in this case, there is a difference of opinion as to whether or not the
building at 42 Avenue Foch in Paris, which Equatorial Guinea claims is “used for the purposes of its
diplomatic mission”, qualifies as “premises of the mission” and, consequently, whether it should be accorded
or denied protection under Article 22, this aspect of the dispute can be said to “aris[e]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Vienna Convention”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I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at
Convention. The Court therefore finds that this aspect of the dispute falls within the scope of the Vienna
Convention.
The Court thus concludes that it has jurisdiction to entertain the aspect of the dispute relating to the
status of the building, including any claims relating to the furnishings and other property present on the
premises at 42 Avenue Foch in Paris. France’s second preliminary objection is consequently dismissed.
3. The third preliminary objection: Abuse of process and abuse of rights
The Court recalls that, in its Preliminary Objections, France contends that Equatorial Guinea’s
conduct was an abuse of rights and that its seisin of the Court was an abuse of process. In the Court’s view,
this preliminary objection is properly characterized as a claim relating to the admissibility of the Application.
The Court observes that an abuse of process goes to the procedure before a court or tribunal and can
be considered at the preliminary phase of these proceedings. In its view, it is only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that the Court should reject a claim based on a valid title of jurisdiction on this ground.
However, it does not consider the present case to be one of those circumstances. The Court also considers that
abuse of rights cannot be invoked as a ground of inadmissibility when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in
question is properly a matter for the merits. Therefore, any argument in relation to abuse of rights will be
considered at the stage of the merits of this case.
For these reasons, the Court does not consider Equatorial Guinea’s present claim inadmissible on
grounds of abuse of process or abuse of rights. France’s third preliminary objection is therefore dismissed.
Composition of the Court
The Court was composed as follows: President Yusuf; Vice-President Xue; Judges Owada, Abraham,
Bennouna, Cançado Trindade, Donoghue, Gaja, Sebutinde, Bhandari, Robinson, Crawford, Gevorgian,
Salam; Judge ad hoc Kateka; Registrar Couvreu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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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e-President XUE, Judges SEBUTINDE, ROBINSON and Judge ad hoc KATEKA append a joint
dissenting opinion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Judge OWADA appends a declaration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Judge ABRAHAM appends a separate opinion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Judge DONOGHUE appends
a dissenting opinion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Judges GAJA and CRAWFORD append declarations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Judge GEVORGIAN appends a separate opinion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
A summary of the Judgment appears in the document entitled “Summary No. 2018/3”. This press
release, the summary and the full text of the Judgment are available on the Court’s website (www.icj-cij.org),
under the heading “Cases”.
___________
Note: The Court’s press releases do not constitute official documents.
___________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It w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June 1945 and began its activities in April 1946. The seat of the
Court is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Netherlands). Of the six principal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it is the only one not located in New York. The Court has a twofold role: first, to settl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legal disputes submitted to it by States (its judgments have binding force and are without
appeal for the parties concerned); and, second, to give advisory opinions on legal questions referred to it by
duly authorized United Nations organs and agencies of the system. The Court is composed of 15 judges
elected for a nine-year term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Independent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it is assisted by a Registry, its own international secretariat,
whose activities are both judicial and diplomatic, as well as administrative.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Court are French and English. Also known as the “World Court”, it is the only court of a universal character
with general jurisdiction.
The ICJ, a court open only to States for contentious proceedings, and to certain organs and institution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for advisory proceedings, should not be confused with the other ― mostly
criminal ― judicial institutions based in The Hague and adjacent areas, such as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he only perman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hich was established by treaty and does not
belong to the United Nations system), 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STL, an international judicial body
with an independent legal personality,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pon the request
of the Lebanese Government and composed of Lebanese and international judges), the Mechanism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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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MICT, mandated to take over residual functions from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and from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the
Kosovo Specialist Chambers and Specialist Prosecutor’s Office (an ad hoc judicial institution which has its
seat in The Hague), or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an independent institution which assists in
the establishment of arbitral tribunals and facilitates their work, in accordance with the Hague Convention of
1899).
___________
Information Department:
Mr. Andrey Poskakukhin, First Secretary of the Court, Head of Department (+31 (0)70 302 2336)
Ms Joanne Moor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37)
Mr. Avo Sevag Garabet, Associat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94)
Ms Genoveva Madurga, Administrative Assistant (+31 (0)70 302 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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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 유엔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ICJ 재판관으로 이와사와 유지(일본) 선출
2018년 6월 22일자 ICJ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엔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ICJ의 재판관으로 이와사와
유지(Yuji Iwasawa)를 선출하였다. 이와사와 재판관은 일본 국적으로 2018년 6월 7일 사임한 히사시
오와다 재판관을 승계한다.(ICJ 보도자료 No. 2018/14 참고) ICJ규정 제15조에 따라 이와사와 재판관은
오와다 재판관의 잔임기간인 2021년 2월 5일까지 직무를 수행할 것이다. 이와사와 재판관의 약력은 보도
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다.

< 관련보도자료 >

No. 2018/29
22 June 2018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nd Security Council elect
Mr. Yuji Iwasawa as Member of the Court

THE HAGUE, 22 June 2018.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today elected Mr. Yuji Iwasawa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with immediate
effect.
Of Japanese nationality, Mr. Iwasawa succeeds Mr. Hisashi Owada, former judge of the Court, who
resigned on 7 June 2018 (see press release No. 2018/14). Pursuant to Article 15 of the Statute of the Court,
Mr. Iwasawa will hold office for the remainder of Mr. Owada’s term, which will expire on 5 February
2021.
Mr. Iwasawa’s biography is annexed to this press release. Photographs of the election, taken 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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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Assembly and in the Security Council, will be available on the United Nations website at the
following address: www.unmultimedia.org/photo.
*
Composition of the Court
Following the election on 22 June 2018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nd Security
Council, the composition of the Court is as follows:
President

Abdulqawi Ahmed Yusuf (Somalia)

Vice-President

Xue Hanqin (China)

Judges

Peter Tomka (Slovakia)
Ronny Abraham (France)
Mohamed Bennouna (Morocco)
Antônio Augusto Cançado Trindade (Brazil)
Joan E. Donoghue (United States of America)
Giorgio Gaja (Italy)
Julia Sebutinde (Uganda)
Dalveer Bhandari (India)
Patrick Lipton Robinson (Jamaica)
James Richard Crawford (Australia)
Kirill Gevorgian (Russian Federation)
Nawaf Salam (Lebanon)
Yuji Iwasawa (Japan).
For more information on the composition of the Court, the way in which candidates are nominated and

the election procedure, please refer to press release No. 2017/34, which can be found on the Court’s website
(www.icj-cij.org), under the heading “Press Room”.
___________
Note: The Court’s press releases do not constitute official documents.
___________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It w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June 1945 and began its activities in April 1946. The sea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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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 is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Netherlands). Of the six principal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it is the only one not located in New York. The Court has a twofold role: first, to settl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legal disputes submitted to it by States (its judgments have binding force and are without
appeal for the parties concerned); and, second, to give advisory opinions on legal questions referred to it by
duly authorized United Nations organs and agencies of the system. The Court is composed of 15 judges
elected for a nine-year term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Independent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it is assisted by a Registry, its own international secretariat,
whose activities are both judicial and diplomatic, as well as administrative.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Court are French and English. Also known as the “World Court”, it is the only court of a universal character
with general jurisdiction.
The ICJ, a court open only to States for contentious proceedings, and to certain organs and institution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for advisory proceedings, should not be confused with the other ― mostly
criminal ― judicial institutions based in The Hague and adjacent areas, such as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he only perman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hich was established by treaty and does not
belong to the United Nations system), 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STL, an international judicial body
with an independent legal personality,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pon the request
of the Lebanese Government and composed of Lebanese and international judges), the Mechanism for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MICT, mandated to take over residual functions from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and from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the
Kosovo Specialist Chambers and Specialist Prosecutor’s Office (an ad hoc judicial institution which has its
seat in The Hague), or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an independent institution which assists in
the establishment of arbitral tribunals and facilitates their work, in accordance with the Hague Convention of
1899).
___________
Information Department:
Mr. Andrey Poskakukhin, First Secretary of the Court, Head of Department (+31 (0)70 302 2336)
Ms Joanne Moor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37)
Mr. Avo Sevag Garabet, Associat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94)
Ms Genoveva Madurga, Administrative Assistant (+31 (0)70 302 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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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Assembly

Security Council

Seventy-second session

Seventy-third year

Agenda item 113 (c)
Elections to fill vacancies in principal organs: election
of fiv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Election of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curriculum vitae of the candidate
Note by the Secretary-General
1.

The Secretary-General has the honour to submit to the General Assembly and to the Security

Council the curriculum vitae of the candidate nominated by the national groups for the election to
fill a vacancy in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caused by the resignation of Judge Hisashi Owada
(Japan) (see annex). The list of nominations is contained in a note by the Secretary-General
(A/72/873-S/2018/488). The composition of the Court and the voting procedure to be followed in
the Assembly and in the Council are set out in a memorandum by the Secretary-General
(A/72/872-S/2018/487).
2.

The name and nationality of the candidate are as follows:
Yuji Iwasawa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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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형사재판소)
- 상소심재판부 카탕가 사건 배상 명령 확정
2018년 3월 8일, 상소심재판부는 카탕가 사건(The Prosecutor v. Germain Katanga)에 대한 손해배상
명령 대부분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상소심재판부는 카탕가와 피해자공공변호사무소(the Office
of Public Counsel for Victims)의 상소를 기각했다. 상소심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액에 대해 다른 사람도 피해에 기여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상소심재판부는 손해배상 절차와 그 효율성에 관한 1심재판부의 접근방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즉,
상소심재판부는 피해의 금전적 가치보다는 회복(repair) 비용에 초점을 맞춰 손해배상의 전반적인 목적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상소심재판부는 1심재판부의 접근법이 법률의 착오(error
of law) 또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참고로, 1심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2017년 3월 24일, 1심재판부 II는 카탕가에게 2003년 2월 24일
에 콩고민주공화국(DRC)의 이투리 보고로 마을에서 저지른 범죄 피해자에 대해 개인 및 집단 손해배상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판사들은 297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미화 250달러씩 상징적 배상을 할 것과 주거지
원, 소득창출 지원, 교육 지원 및 심리적 지지와 같은 형태의 집단적 배상을 할 것을 판결하였다. 재판소는
카탕가가 경제적 빈곤 상태이므로, 피해자 신탁기금(the Trust Fund for Victims)에게 자신의 재원을 배상
을 위해 사용할 것과 2017년 6월 27일까지 이행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 관련 보도자료 >
Press Release : 8 March 2018

Katanga case: Reparations Order largely confirmed
ICC-CPI-20180308-PR1364

The judges of the ICC Appeals Chamber : (left to right) Judge Christine Van den Wyngaert, Judge Silvia Fernández de Gurmendi,
Judge Howard Morrison, Presiding Judge, Judge Sanji Mmasenono Monageng, and Judge Piotr Hofmański ©ICC-C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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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 상소심재판부 카탕가 사건 배상 명령 확정

Today, 8 March 2018, the Appeals Chambe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delivered its Judgment
on the appeals confirming, for the most part, the Reparations Order in the case The Prosecutor v. Germain
Katanga. Judge Howard Morrison, the Presiding Judge in this appeal, read a summary of the judgment in a
public hearing.
The Appeals Chamber rejected the appeals of Mr Katanga and of the Office of Public Counsel for Victims.
The Appeals Chamber indicated, inter alia, that, for the amount of reparations for which a convicted person
is held liable, it is, in principle, irrelevant whether other individuals may also have contributed to the harm.
The Appeals Chamber expressed concerns regarding the Trial Chamber's approach in the reparations
proceedings and its efficiency. Namely, the Appeals Chamber highlighted that, with regard to reparations,
focusing on the cost to repair, rather than the monetary value of the harm caused, is appropriate in light of the
overall purpose of reparations. The Appeals Chamber, however, indicated that the approach adopted by the
Trial Chamber did not amount to an error of law or abuse of discretion.
In relation to the appeal brought by the Legal Representative of Victims on behalf of five applicants who
claimed reparations in the present case for transgenerational harm suffered on account of their parents'
experience during the attack, the Appeals Chamber decided to remand the matter to the Trial Chamber for it
to assess anew the question of the causal nexus between the crimes for which Mr Katanga was convicted and
the psychological harm and whether they should be awarded reparations.
Public redacted Judgment on the appeals against the order of Trial Chamber II of 24 March 2017 entitled
“Order for Reparations pursuant to Article 75 of the Statute”
Summary of the judgment
Background: On 7 March 2014, Mr Katanga was found guilty as an accessory on one count of a crime against
humanity (murder) and four counts of war crimes (murder, attacking a civilian population, destruction of
property and pillaging). On 23 May 2014, he was sentenced to 12 years' imprisonment. His sentence was later
reduced and was completed on 18 January 2016.
On 24 March 2017, Trial Chamber II issued an Order for Reparations in the amount of $1,000,000 USD
against Mr Katanga pursuant to article 75 of the Statute (hereinafter “Order for Reparations”). Therein, the
Trial Chamber ordered awards for reparations to 297 identified victims, comprised of an individual symbolic
compensation award of $250 to each victim and of four collective awards to all victims, in the form of (1)
housing assistance, (2) education assistance, (3) income generating activities, and (4)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The Trial Chamber instructed the Trust Fund to submit a draft implementation plan tasking the
Trust Fund with implementing the individual and collective awards contained in the Order for Repa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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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light of Mr Katanga's indigence, the Trial Chamber had requested that the Trust Fund's Board of Directors
consider complementing the payment of both the individual and collective awards ordered against Mr
Katanga. In May 2017, the Trust Fund's Board decided to provide $1 million for the reparations awarded to
victims in the Katanga case covering the full amount of the costs of the reparations awards ordered by the Trial
Chamber. The Board also welcomed a voluntary contribution of €200,000 by the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which included earmarked funding to cover the cost of individual awards. On 25 July 2017, the
Trust Fund presented its draft implementation plan to the Chamber.
Appeals against the order for reparations were filed respectively by Mr Germain Katanga, the Legal
Representative of Victims and the Office of Public Counsel for Victims. The Appeals Chamber in this appeal
is composed of Judge Howard Morrison, Presiding Judge, Judge Silvia Fernández de Gurmendi, Judge Sanji
Mmasenono Monageng, Judge Christine Van den Wyngaert and Judge Piotr Hofmań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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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 상소심재판부, 알마흐디 사건의 손해배상 명령 최종 판결
2018년 3월 8일, 상소심재판부는 알마흐디 사건(The Prosecutor v. Ahmad Al Faqi Al Mahdi)에 대한
손해배상 명령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상소심재판부는, 1심재판부가 정한 적격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
손해배상의 수혜자에 대한 개인별 행정 심사를, 예를 들어 피해자 신탁기금(the Trust Fund for Victims:
TFV)이 수행하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1심재판부의 재량범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상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 명령의 두 가지 사항을 변경하였다. 첫째, 개인 배상 신청자는 1심재판부
의 개인 배상 자격여부에 대한 피해자 신탁기금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둘째, 상소심재판부는 알마흐디에게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기를 원하는 신청
자도 개인 배상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그러나 이 경우 그 개인(들)의 신상은 피해자 신탁기금에는 공개될
것이라고 결정했다.
참고로, 1심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2017년 8월 17일, 1심재판부 VIII는 The Prosecutor v. Ahmad
Al Faqi Al Mahdi 사건에서 알마흐디가 고의로 팀북투 지역의 종교 및 역사적 건물의 공격을 지휘한
것에 대하여, 개인 및 팀북투 공동체에 대한 집단적 손해배상으로 270만 유로를 지불할 책임이 있다는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다. 재판소는 알마흐디가 경제적 빈곤 상태이므로 피해자 신탁기금(the Trust Fund
for Victims: TFV)이 손해배상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TFV가 2018년 2월 16일까지 이행 계획 초안을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 관련 보도자료 >

Al Mahdi case: Reparations Order becomes final
ICC-CPI-20180308-PR1363

The judges of the ICC Appeals Chamber at the beginning of the hearing held on 8 March 2018: (left to right) Judge Christine Van
den Wyngaert, Judge Silvia Fernández de Gurmendi, Judge Howard Morrison, Presiding Judge, Judge Sanji Mmasenono
Monageng, and Judge Piotr Hofmański ©ICC-C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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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8 March 2018, the Appeals Chambe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delivered its judgment
confirming, for the most extent, the Reparations Order in the case The Prosecutor v. Ahmad Al Faqi Al Mahdi.
Judge Howard Morrison, presiding Judge in this appeal, read a summary of the Appeals Judgment on the
Legal Representative of Victims appeal against this Order.
The Appeals Chamber concluded that it is within the discretion of a Trial Chamber to request, on a
case-by-case basis, the assistance of, for example, the Trust Fund for Victims to undertake the administrative
screening of beneficiaries of individual reparations meeting the eligibility criteria set out by the Trial
Chamber.
However, the Appeals Chamber amended the Reparations Order on two points. First, it concluded that
applicants for individual reparations should be able to contest the decision taken by the Trust Fund for Victims
on their eligibility for individual reparations before the Trial Chamber, which would make the final
determination in this respect. The Trial Chamber may also review the assessment by the Trust Fund for
Victims proprio motu. Second, the Appeals Chamber found applicants who do not wish that their identities
be disclosed to Mr Al Mahdi may nevertheless be considered for individual reparations; however, in that case,
their identities will be disclosed to the Trust Fund for Victims.
Public redacted Judgment on the appeal of the victims against the "Reparations Order"
Summary of the judgment
Background: On 27 September 2016, Trial Chamber VIII found Mr Al Mahdi guilty of the war crime
consisting in intentionally directing attacks against religious and historic buildings in Timbuktu, Mali, in June
and July 2012 and sentenced him to nine years' imprisonment. On 17 August 2017, Trial Chamber VIII issued
a Reparations Order concluding that Mr Al Mahdi was liable for 2.7 million euros in expenses for individual
and collective reparations for the community of Timbuktu. Noting that Mr Al Mahdi was indigent, the
Chamber encouraged the Trust Funds for Victims to complement the reparations award and directed the TFV
to submit a draft implementation plan. The Legal Representative of Victims in this case subsequently
appealed the Reparations Order.
The Appeals Chamber in this appeal is composed of Judge Howard Morrison, Presiding Judge, Judge Silvia
Fernández de Gurmendi, Judge Sanji Mmasenono Monageng, Judge Christine Van den Wyngaert and Judge
Piotr Hofmań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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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 상소심재판부, 벰바 외 4명 사건에 대해 유죄 및 양형 확정
2018년 3월 8일, 상소심재판부는 벰바 외 4명 사건(The Prosecutor v. Jean-Pierre Bemba Gombo, Aimé
Kilolo Musamba, Jean-Jacques Mangenda Kabongo, Fidèle Babala Wandu and Narcisse Arido. Judge
Silvia Fernández de Gurmendi)의 1심재판부 판결에 대한 상소에 관해 판결을 내렸다. 상소심재판부는
5명의 피고인이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낸 상소를 기각하였다. 상소심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Bemba, Kilolo, Mangenda의 로마규정 제70조 제1항(b)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오직 서류 증거의 제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 사건처럼 목격자를 증인으로 소환한 것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70조 제1항(b)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보았다. 1심재판부 VII의 양형 선고에 대해서
는 Bemba, Babala, Arido와 소추관(Prosecutor, 검사)이 상소를 하였고, 상소심재판부는 Bemba, Babala,
Arido의 상소는 기각하였다. 소추관이 상소한 Bemba, Kilolo, Mangenda의 양형에 관하여, 상소심재판부
는 1심재판부가 위반의 심각성을 평가함에 있어 심각한 착오를 범했다고 결정하면서 소추관의 상소를
인정했다. 상소심재판부는 Mangenda와 Kilolo와 관련하여 1심재판부가 형의 집행정지를 내릴 권한은
없다고 확인하였다. 상소심재판부는 Bemba, Mangenda 및 Kilolo의 양형을 새로 결정하기 위해 1심재판부
로 파기환송했다.
참고로, 1심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2017년 3월 22일 1심재판부 VII은 Jean-Pierre Bemba Gombo,
Aimé Kilolo Musamba, Jean-Jacques Mangenda Kabongo, Fidèle Babala Wandu and Narcisse Arido
등 5명에 대해 형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2016년 10월 19일, 1심재판부 VII가 The Prosecutor v.
Jean-Pierre Bemba Gombo et al. 사건에서 사법운영을 침해(로마규정 제70조)한 사항에 관한 5가지 혐의
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한 형 선고이다. 위반의 내용은 The Prosecutor v. Jean-Pierre Bemba
Gombo (Main Case) 사건에서 벰바 자신의 반인도적 범죄 및 전쟁범죄 혐의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증인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거짓으로 증언하도록 매수를 시도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Jean-Pierre Bemba
Gombo는 징역 1년과 벌금 30만 유로, Aimé Kilolo Musamba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만 유로,
Jean-Jacques Mangenda Kabongo는 징역 2년, Narcisse Arido는 징역 11개월, Fidèle Babala Wandu는
징역 6개월을 각기 선고하였다. 1 심재판부 VII은 Mangenda와 Kilolo의 남은 형량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 관련 보도자료 >
Press Release : 8 March 2018

Bemba et al. case: Appeals Chamber issues its
judgments on verdict and sentence
ICC-CPI-20180308-PR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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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udges of the ICC Appeals Chamber at the hearing in the Bemba et al. case on 8 March 2018: (from left to right) Judge Piotr
Hofmański, Judge Sanji Mmasenono Monageng, Judge Silvia Fernández de Gurmendi, Presiding judge, Judge Howard
Morrison, and Judge Geoffrey A. Henderson ©ICC-CPI

Today, 8 March 2018, the Appeals Chambe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issued its judgments
on the appeals against verdict and sentence in the case The Prosecutor v. Jean-Pierre Bemba Gombo, Aimé
Kilolo Musamba, Jean-Jacques Mangenda Kabongo, Fidèle Babala Wandu and Narcisse Arido. Judge Silvia
Fernández de Gurmendi, Presiding Judge, read a summary of the judgments in open court highlighting the key
findings of the Appeals Chamber.
The Appeals Chamber rejected the appeals submitted by the five accused against their conviction. It
confirmed the convictions in respect of most of the charges. However, it acquitted Mr Bemba, Mr Kilolo and
Mr Mangenda of the charge of presenting evidence that a party knows is false or forged (Article 70(1)(b) of
the Rome Statute), finding that this provision only applies to the presentation of documentary evidence, not
to the calling of witnesses, as in the case at hand. The convictions and acquittals in relation to the five accused
are now final.
In relation to the sentences that Trial Chamber VII had imposed, Mr Bemba, Mr Babala and Mr Arido, as well
as the Prosecutor, filed appeals. The Appeals Chamber rejected the appeals of Mr Bemba, Mr Babala and Mr
Arido. The sentences imposed on Mr Babala and Mr Arido are now final.
The Prosecutor had appealed against the sentences imposed on Mr Bemba, Mr Kilolo and Mr Mangenda. The
Appeals Chamber granted the Prosecutor's appeal, finding that the Trial Chamber committed several errors
with respect to the assessment of the gravity of the offences. In addition, the Appeals Chamber found that the
Trial Chamber did not have the power to impose suspended sentences, as it had done in relation Mr Man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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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r Kilolo. The Appeals Chamber reversed the sentences of Mr Bemba, Mr Mangenda and Mr Kilolo and
remanded the matter to the Trial Chamber for a new determination.
Background: On 19 October 2016, Trial Chamber VII found the five accused guilty of various offences
against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These offences related to intentionally corruptly influencing witnesses
and soliciting false testimonies of defence witnesses in another case before the ICC: The Prosecutor v.
Jean-Pierre Bemba Gombo. On 22 March 2017, Trial Chamber VII delivered its Decision on Sentence
pursuant to Article 76 of the Statute.
Following these decisions, Mr Jean-Pierre Bemba Gombo, Mr Aimé Kilolo Musamba, Mr Jean-Jacques
Mangenda Kabongo, Mr Fidèle Babala Wandu, and Mr Narcisse Arido appealed the Judgment. The
Prosecutor as well as Mr Jean-Pierre Bemba Gombo, Mr Fidèle Babala Wandu, and Mr Narcisse Arido
appealed the Sentence.
The Appeals Chamber in these appeals is composed of Judge Silvia Fernández de Gurmendi, Presiding Judge,
Judge Sanji Mmasenono Monageng, Judge Howard Morrison, Judge Geoffrey A. Henderson and Judge Piotr
Hofmań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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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8.9.14., 법률 제15431호, 2018.3.13., 일부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8.6.14., 법률 제15432호, 2018.3.13., 일부개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8.3.13., 법률 제15462호, 2018.3.13., 일부개정)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 2018.6.14., 법률 제15429호, 2018.3.13., 일부개정)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 2018.9.14., 법률 제15433호, 2018.3.13., 일부개정)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 2018.3.13., 법률 제15447호, 2018.3.13., 일부개정)
해외이주법 (시행 2018.4.14., 법률 제15430호, 2018.3.13., 일부개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18.3.20., 행정안전부령 제48호, 2018.3.20.,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 2018.9.21., 법률 제15492호, 2018.3.20., 일부개정)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8.3.30., 대통령령 제28733호, 2018.3.30., 일부개정)
국제우편규정 (시행 2018.10.4., 대통령령 제28781호, 2018.4.3., 전부개정)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18.4.3., 대통령령 제28782호, 2018.4.3., 일부개정)
여권법 시행규칙 (시행 2018.4.3., 외교부령 제54호, 2018.4.3., 일부개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8.10.18., 법률 제15570호, 2018.4.17., 일부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8.10.18., 법률 제15575호, 2018.4.17., 일부개정)
해사안전법 (시행 2018.10.18., 법률 제15606호, 2018.4.17., 일부개정)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9.4.18., 법률 제15607호, 2018.4.17., 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8.4.2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96호, 2018.4.20.,
일부개정)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8.4.23., 외교부령 제55호, 2018.4.23., 일부개정)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18.4.30., 기획재정부령 제680호, 2018.4.30., 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4.30., 대통령령 제28836
호, 2018.4.30., 일부개정)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8.5.8., 대통령령 제28864호, 2018.5.8., 일부개정)
출입국･외국인청 등 설치에 따른 국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시행 2018.5.15., 법무부령 제927
호, 2018.5.15., 일괄개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5.29., 대통령령 제28893호, 2018.5.21., 일부개정)
선원법 시행령 (시행 2018.5.29., 대통령령 제28914호, 2018.5.28., 일부개정)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8.6.13., 대법원규칙 제2789호, 2018.5.29., 제정)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8, Vol.17, No.2 (통권 제49호)

국제법 관련 국내법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8.9.14., 법률 제15431호, 2018.3.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국민
들의 참여가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참여 사업 시행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비전의 제시 및 이를 통해 예측 가능한 남북관계를 구축하
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남북
관계 악화를 이유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고, 동 계획의 국회보고 시점도 명확하지 않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남북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참여 사업을 개발･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국회보고
시점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로 명확히 규정하고, 동 계획의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후 30일 이내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남북관계로 인해 표류되
지 않도록 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8.6.14., 법률
제15432호, 2018.3.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4월 현재 북한이탈주민 중 탈북청소년 초중고 학생의 수가 2,660명에 달하고 있으며, 그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그러나 탈북청소년을 위한 교육시설은 특성화학교 1개 및 대안교육시설
8개에 불과한 실정을 감안할 때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교의 설립･운영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학교들의 설립과정에서 학교부지 및 건물을 확보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사용 또는 수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학교부지, 건물확보 등을 위한 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교설립용 부지 등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유재산을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8.3.13., 법률 제15462호,
2018.3.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의 감척 등 어업구조개선의 범위에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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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거나 금지되어 피해를 입은 어업을 명시하여 어업선진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정치성 구획어업을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어선감척 등의 어업구조개선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어선의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
사는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금지되는 경우 이를 어업선진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대체어장 출어 지원, 새로운 어장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 2018.6.14., 법률 제15429호, 2018.3.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주권에 대한 위협･무기를 사용한 훈련 등 대한민국의 평화･공공
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발한 통항 정지명령을 위반
하는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또한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발하는 정선(停船) 등의 조치를 거부･
방해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안보 위기 상황에
서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더욱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발한 정선(停船)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벌금을 3억원으로 인상하고, 정선(停船) 등의 조치
를 거부･방해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벌금을 1억원으로 인상하여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는 행위
에 대해 더욱 엄격히 처벌하고자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 2018.9.14., 법률 제15433호, 2018.3.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통일부장관이 국민들에게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일관이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위반되
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등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이나 전문대
학 등 고등교육기관들에 대하여 통일 관련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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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통일부장관이 국민들에게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2조제3호 및 제6조의4 신설).
나.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3조의3 신설, 제4조).
다. 통일교육기본계획에 통일교육 관련 교재의 개발･보급 및 시설･장비의 확충 등을 새로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제6조).
라. 통일부장관은 통일관이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등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5 및 제6조의6 신설).
마.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제6조의7 신설).
바. 정부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들에 대하여 통일 관련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등을
권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3항).
사.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0조의2
제6항 신설).
아.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사
기관 등에 고발하도록 함(제11조). <법제처 제공>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 2018.3.13., 법률 제15447호, 2018.3.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인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이므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요건은 매우 엄정해야 하지만,
외국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교육과정을 밟아 국내에서 시험을 보려는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등의 경우,
시험 보려는 언어가 다르거나 교과과정에 차이가 있는 등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이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
시험원이 다른 나라의 시험제도를 조사･연구하는 데에서 나아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에 관한 국제교
류･협력을 함으로써 미리 언어 또는 교과과정에 따른 차이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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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미리 변경할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것은 응시자의
시험 볼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 될 것이므로 이에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해외이주법 (시행 2018.4.14., 법률 제15430호, 2018.3.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
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이주알선업자의 사업장 이전 또는 분사무소(分事務所) 설치 신고 등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
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18.3.20., 행정안전부령 제48호, 2018.3.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
족의 경우 주민등록표에는 혼인관계나 혈족관계가 기록되지 아니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혈족이고 그 체류지가
세대주의 주민등록지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299호, 2017. 9. 19. 공포, 2018. 3. 20.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 등을 신청하기 위한 서식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출입국관리법 (시행 2018.9.21., 법률 제15492호, 2018.3.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체류자격
에 대한 기본사항 및 영주(永住)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권리를 정하고, 보호외국인의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보호의 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제도를 도입하며, 환승객의 불법입국 차단 등 공항 보안강
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 환승객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또한, 현행법은 보호명령서나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고 보호되어 있는 사람, 그의 보증인 등이 지방출
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호의 일시해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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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보호자 등이 해당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피보호자를 위한 해당 제도의 안내를 위해 보호의 일시해제 및 그 취소에 관한 절차를 보호시
설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대분류(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1)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제한되는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주할 수 있는 영주자격 중 어느
하나의 체류자격을 가져야 함.
2) 일반체류자격은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단기체류자격과
유학, 연수, 투자 등의 목적으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수 있는 장기체류자격으로 구분함.
3) 영주자격 소지자는 활동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을 명확하게 하고, 영주자격 취득을
위한 요건을 품행이 단정하고,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등으로 정함.
나. 외국인에 대한 긴급출국정지 제도 도입(제29조의2 신설)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출국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영주자격자에 대한 영주증 재발급제도 도입 및 취소 특례 규정(제33조, 제89조의2 신설)
1) 영주자격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영주증에 대하여 10년간의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하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영주증을 재발급받도록 함.
2) 영주자격의 취소는 일반체류자격의 취소보다 그 요건을 강화하여 ｢형법｣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영주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체류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일반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일반체류자
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라. 보호외국인의 보호 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제도 도입(제65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불법체류 등을 이유로 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외국인, 그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도 보호하고 있는 외국인의 정상(情狀), 자산 등을
심사하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도록 함.
마. 일시해제 및 취소 절차 게시(제66조의2 신설)
피보호자를 위한 해당 제도의 안내를 위해 보호의 일시해제 및 그 취소에 관한 절차를 보호시설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함.
바. 환승 승객 정보의 이용 근거 마련(제78조제2항)
법무부장관은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환승 승객의 불법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환승 외국인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www.mofa.go.kr

97

국제법 관련 국내법과 판례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8.3.30., 대통령령 제28733호, 2018.3.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에서의 우리 국민 보호 강화와 영사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하여 재외동포영사국과 재외동포영사대사
를 통합하여 제2차관 밑에 재외동포영사실을 두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감찰기능 강화를
위하여 외교부 감사관에 1개 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8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3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해외 사건･사고 모니터링과 안전정보 수집･분석･전파를
위하여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에 1개 센터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8등급 1명, 7등급 3명,
5등급 또는 6등급 3명, 3등급 또는 4등급 3명)을 증원하고, 외교부에 외교문서 공개제도 운영 관련 업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학예연구사 1명), 긴급여권 발급 등 영사민원업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및 사이버위험 예방활동 등의 대응능
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한･중 민감 사안에 대한
대응 등 대중국 외교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시정원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을 증원하고,
외교부에 대국민 언론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9등급 1명)을 재외공관의 9등급 정원 1명에서
재배정하며, 재외공관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지역의 영사업무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고위공무원단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고, 사건･사고 대응을 전담하
기 위하여 공관 사건･사고 전담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39명(일반임기제 3등급 또는 4등급 39명)을 증원하는
한편,
종전에는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해서만 성과평가제를 적용하였으나,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인력이 증원되는 경우에도 평가를 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8728호, 2018. 3. 30. 공포･시행)됨에 따라 성과평가제를
적용하던 한시조직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되, 신설되는 하부조직인 감사관 1개 담당관 및 재외동포영사실
1개 센터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규정하고,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 중 공관 사건･사고 대응을 전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9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제우편규정 (시행 2018.10.4., 대통령령 제28781호, 2018.4.3., 전부개정)
• 개정이유
급변하는 국제우편환경 변화의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우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여, 만국우편연합(Universal Postal Union) 총회에서 결정된 우편에 관한 국제조약의 내용 중 국내법령에
규정하여야 하는 국제우편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종전 규정의 체계를 해당 조약의 규정 체계
및 국내우편에 관한 법령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증가하고
있는 국제우편 이용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세부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등 일반 국민
들이 국제우편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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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국제우편물의 종류 추가(제3조제1항)
특정 국가와의 해상특송, 온라인 전용 국제 우편서비스 등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국제
우편서비스를 이용하는 우편물을 국제우편물의 개념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종전 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
특급우편물로 구분하던 국제우편물의 종류에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
시하는 우편물을 추가함.
나. 국제우편물의 종류별 취급대상(제4조, 제6조 및 제7조)
1) 통상우편물을 서류우편물과 비서류우편물로 구분하고, 서류우편물의 취급대상은 서신 및 시각장애
인을 위한 우편물 등으로 하며, 비서류우편물의 취급대상은 서류우편물의 취급대상을 제외한 2킬로
그램 이하의 물품으로 함.
2) 소포우편물의 취급대상은 통상우편물의 취급대상을 제외한 물품으로 함.
3) 특급우편물의 취급대상은 빠르게 해외로 배송하여야 하는 서류 및 물품으로 함.
다. 국제우편요금 및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확대(제10조)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국제우편요금 및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를 우표로 납부하여야 하고 부가취급
이 필요한 우편물 등 예외적인 경우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현금, 우표,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로
국제우편요금 및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우편물의 규격･포장 및 외부기재사항의 고시(제15조)
국제우편물의 발송인들이 쉽게 그 이용방법 등을 찾아볼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편물의
규격･포장방법에 관한 사항 및 외부기재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마. 우편금지물품의 발송 제한 등(제21조 및 제22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음란물, 폭발물, 총기･도검, 마약류 등 국제우편금지물품을 정하여 고시하도
록 하고, 우편금지물품을 발송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물로서의 취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되, 우편에 관한
국제조약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위험물질은 우편물로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함.
바. 종추적배달우편물 제도 도입(제28조)
우편에 관한 국제조약에 따라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까지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지 아니하고 배달하는 우편물 제도를 도입함. <법제처 제공>

▶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18.4.3., 대통령령 제28782호, 2018.4.3.,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여권의 외국어표기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따라 로마자로 표기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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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로마자성명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한편,
우리나라 여권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등에 정보 제공이 가능한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여권의 외국어표기 방법 명확화(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제4항 및 제3조의2)
여권의 외국어표기를 종전에는 영문으로 표기하도록 하였으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따라
로마자로 표기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나. 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 사유 추가(제3조의2제1항제8호 신설)
18세 미만일 때 사용한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여행증명서 발급대상자 추가(제16조제5호의2 신설)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재발급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거나 외국에서
강제 퇴거된 경우에 귀국을 위하여 여행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한 사람을 여행증명서의 발급대상자에 포함하
도록 함.
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변조 여권 등에 대한 정보 제공(제20조제3항)
우리나라 여권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분실신고 또는 재발급신청을 한 여권
에 대해서만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변조･부정 사용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여권에 대해서도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여권법 시행규칙 (시행 2018.4.3., 외교부령 제54호, 2018.4.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권의 외국어표기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따라 로마자로 표기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발급된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하려는 경우 민원인이 우편비용을 부담함을 명확히 하며, 여권 사실증명 신청
서 서식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8.10.18., 법률 제15570호,
2018.4.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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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데, 최근 국내기업이 형식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고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편법적으
로 지원 받은 사례가 적발된 바 있어 지원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와 국내 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등이 국내로 복귀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 복귀
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기업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또한,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도입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제도가 실효성 미흡으로 2016년 폐지되
었음에도 폐지 당시 마련된 경과조치 규정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개발사업시행자가 폐지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변경 승인을 받는 경우 특례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임대 공고 후 1년 이상 임대되
지 않은 경우 이를 분양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국내복귀
기업”으로 정의함(제2조제6호 신설).
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 시 사용료 등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외국인
투자비율 100분의 10을 유지하도록 하고, 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도 사용료 등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4항).
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재산을 임대받거나 매입하기 위해서는 임대기간 동안 또는
매각 후 5년간 외국인투자비율 100분의 10을 유지하도록 하고, 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도 사용료
등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려는 목적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제16조제5항).
라.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제도 폐지 이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건설용지나 공급계획을 조정하는 내용
으로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임대
공고 후 1년 이상 임대되지 않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경우 개발사업시행자가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함(법률 제13837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8.10.18., 법률 제15575호,
2018.4.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0년 이후 산업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이 점차 침체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산단형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1개 업체당 고용인원이 35% 감소하였고, 입주한 외국인투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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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업 중 상당수가 수출실적 없이 내수시장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등 입주기업체의 경쟁력과 수출성과가
저조한 상황임.
이에 해외에 진출했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 일정 요건 충족 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일정 정도의 수출경쟁력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요건을 정비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해사안전법 (시행 2018.10.18., 법률 제15606호, 2018.4.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연안･항만 인근에 시운전 금지해역을 설정하여 금지해역에서의 조종성능 시험을 제한하고, 소형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을 억제하기 위하여 음주운항 처벌을 다른 선박이나 교통수단과 같이 과태료에서 징벌형
으로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주관하는 회원국 감사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대응계획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안전진단대행업자 등의 등록
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
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한 자 등에 관한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행한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인증심사대행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대행기관에 대해 정
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
여야 하는 대상선박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해상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선박과 그 밖의
선박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행안전을 위한 명령사항 중 통항시각의 변경, 제한
된 시계에서의 선박의 항행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사안전관리” 정의 규정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추가하여 안전관리 및 해사안전 증진을 강화함(제2조제1호).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가 주관하는 회원국 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을 7년마다 수립
하도록 하고, 그 대응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대응계획 및 점검계
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 신설).
다. 교통량이 많은 연안 인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운전금지해역”을 설정하고, 금지해역에서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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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00미터 이상 시운전 선박의 조종성능 시험을 제한함으로써 시운전 선박의 충돌 등 해양사고
예방을 도모함(제14조의2 및 제106조제5호의2 신설).
라.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 등에
해당하게 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안전진단대행업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제
20조제4호 및 제52조제2항).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진단대행업자 등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제2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53조제1항).
바. 해양경찰서장은 운항자 또는 도선사가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거나 도선한 경우 정상
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조타기 조작 또는 조작
지시를 못하게 명령하거나 도선을 하지 못하게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현행
제41조제4항 삭제, 제41조의3 신설).
사.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대상선박에 해상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선박과 그
밖의 선박을 구별하여 규정함(제46조제2항).
아. 인증심사대행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대행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제48조제2항 신설).
자.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행안전을 위한 명령사항 중 통항시각의 변경, 제한된 시계에서의 선박의
항행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06조 및 제107조).
차. 다른 선박이나 교통수단과 달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토록 한 벌칙 규정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함(제107조제2호의3 및 제2호의4
신설). <법제처 제공>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9.4.18., 법률 제15607호,
2018.4.17., 제정)
• 제정이유
해양과학기술의 발달과 해양자원의 복합적 활용성이 증가하면서 국제사회는 좁은 해역을 대상으로 한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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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자원과 해양활동 관리정책에서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포함한 광역 해양공간 관리정책으로 빠르
게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법률은 영해를 외측 한계로 하는 좁은 해양공간 관리에 국한되어
있으며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 해양공간의 특성 및 미래수요를 고려한 과학적･통합적 해양
자원의 배분과 관리정책을 수행하기에는 제도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현행 ｢연안관리법｣은 1999년 2월 8일 제정되어 연안의 효율적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근거 법으로 작용하
여 왔으나 배타적 경제수역 등 전체 해양공간을 포괄하지 못하며 과학적 평가기반의 부족과 연안용도해역제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확보수단 결여 등의 한계가 있으며 해양공간에서의 구체적 행위제한과 실질적
관리 권한 행사는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관리 등에 제한적인 소극적 입법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해양활동과 해양자원의 이용 가능성 확대 등 증가하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양공간
관리의 범위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으로 확대함으로써 주변국가와 해양자원개발 및 해양관할권 확보
갈등에 대응하고, 통합된 해양공간정보와 과학적 특성평가를 근거로 해양공간의 용도와 이용형태를 결정하
게 하여 공간 선점경쟁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가치저하, 이용･보전 및 이용자간 갈등의 심화 현상을 사전에
조정하여 우리나라 해양공간과 해양자원을 미래세대로 안정적으로 계승하고 해양을 과학적, 체계적, 효율
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 관점의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법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그동안 ｢연안관리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광역 해양공간까지 관리범위를 확대하고, 공유재로서의 해양자원에 대한 현재와 미래 수요를 고려한 해양
공간 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해양공간의 선점식 이용에서 공간의 특성과 생태계 가치를 반영한
선계획 후개발 체제로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을 도모하고자
해양공간 통합관리의 근거가 되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공간”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제2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
록 함(제4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정보 수집･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10년마다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5조).
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변경과 그 밖에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를 둠(제9조).
마.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해양용도구역의 지정･변경을 위하여 해양공간의 자연적 특성, 입지
및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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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에 필요한 경우 민간단
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생산･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정보공간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법제처 제공>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8.4.2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96호, 2018.4.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 석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에서 석유를 거래하는 사업 등을 국제석유거래업으로 신설
하고, 시･도지사가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및 용제대리점의 등록 신청에 관한 업무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8.4.23., 외교부령 제55호,
2018.4.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방형 직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미국대사관 공사를 개방형직위에서 해제하고, 인사운영의 유연
성과 직렬 간 칸막이 해소를 위하여 시설직, 공업직 등 일부 직렬을 각각 복수직렬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

▶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18.4.30., 기획재정부령 제680호,
2018.4.30.,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 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
레이트(PET) 필름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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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4.30.,
대통령령 제28836호, 2018.4.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에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으로서 수출실적이 있는 물품 외에
수출하려는 물품도 포함됨을 명확하게 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매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입되는 칠레산 포도로서 신선한 것에 대해서는 45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8.5.8., 대통령령 제28864호, 2018.5.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령항(保寧港)을 개항으로 지정하여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수료 부담 등을 완화함
으로써 외국과의 교역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관세 탈루 등 관련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의 처분내역을 제출받을 수 있도
록 함. <법제처 제공>

▶ 출입국･외국인청 등 설치에 따른 국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시행 2018.5.15.,
법무부령 제927호, 2018.5.15.,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편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중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등 6개의 출입
국관리사무소(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 및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가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서울남
부출입국관리사무소 등 13개의 출입국관리사무소(서울남부･김해공항･대구･대전･여수･양주･울산･김포공
항･광주･창원･전주･춘천 및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가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국적
법 시행규칙｣ 등 5건의 법무부령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5.29., 대통령령 제28893호,
2018.5.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임원의 책무성 및 한국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
학교도 국내 사립학교에 준하여 임원이 회계부정･횡령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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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장의 의견을 받아 임원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042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정요
구 없이 공관장의 의견을 받아 학교법인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임원이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회계 등에 관하여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우리나라 또는 소재국 법원의 재판이나 우리나라 또는
소재국 행정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선원법 시행령 (시행 2018.5.29., 대통령령 제28914호, 2018.5.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소유자가 선박 내에 게시하여야 할 선내 불만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국적국 언어 또는 영어로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작성하여 게시하도록 하며, 선박소
유자가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게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원법｣이 개정(법률 제15129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선내 불만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선박소유자가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외국인 선원의 국적
국 언어 또는 영어로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위반 시 1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8.6.13., 대법원규칙 제2789호,
2018.5.29., 제정)
• 제정이유
○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담당 법원에 외국어 변론 및 증거 제출이 가능한 국제재판부를 설치하여 국제적
사법접근성을 강화하고 법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5152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됨에 따라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허가하는 절차,
국제사건에서 허용되는 외국어의 범위, 국제사건의 재판 및 국제재판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의2에 따른 외국어 변론 허가의 절차, 국제사건에서 허용되
는 외국어의 범위, 국제사건의 재판 및 국제재판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제2조)
○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제재판부를 설치하고,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및 광주지방법원은 국제사건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3조)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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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재판부를 설치한 법원은 국제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통번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번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재판부에는 외국어 능력과 국제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법 제53조의2
에 따른 재판연구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제4조)
○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건 중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기 위한
허가 요건을 규정함(제5조)
○ 외국어 변론의 신청 및 동의는 원칙적으로 제1심과 항소심의 각 제1회 변론기일 전까지 하되,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함(제6조)
○ 외국어 변론의 허가의 효력은 당해 심급에 한함(제7조)
○ 외국어 변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와 취소의 추급효에 대하여 규정함(제8조)
○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국제사건에서 허용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함(제9조)
○ 재판장은 국제사건 소송의 지휘에 국어를 사용함(제10조)
○ 법원은 재판부의 말과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의 말을 통역하게 하고, 동시통역을 원칙으로 함(제11조)
○ 국제사건에서 허가된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제12조)
○ 국제사건에서의 결정, 명령은 국어로 하고, 결정, 명령서도 국어로 작성하되, 당사자에게 허가된 외국어
번역문을 송부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 국제사건에서 변론조서는 ｢민사소송법｣ 제1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을
조서의 일부로 삼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을 조서의 일부로 삼는 경우 상소가
제기되거나 법관이 바뀐 경우에도 조서의 요지를 정리하여 조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함(제14조)
○ 국제사건의 판결은 국어로 작성하여 선고함(제15조)
○ 상소기간의 기산 및 판결의 효력은 국어로 작성된 판결서를 기준으로 함(제16조)
○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판결서 정본
송달 후 당사자에게 판결서에 대한 허가된 외국어 번역문을 송부함(제17조)
○ 국제사건에 대하여 항소하는 경우 당사자는 허가된 외국어로 작성된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상고하는 경우에도 준용함(제18조)
○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상고기록 조제 시에 허가된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첨부하도록 하고, 국제사건이 상고되는 경우 기록송부 기간에 소송기록의 번역에 소요되
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제19조)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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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서>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2018. 2. 22. 2017헌가29, 합헌,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가 우리나라가 1952년 가입하여 발효된 ‘국제민간항공협약’과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2018. 2. 22. 2016헌마780, 기각 [국가항공보
안계획 중 8.1.19. 위헌확인])
• 아동의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양육권이 침해되어 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제3호의 ‘중대한 위험’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대법원 2018.4.17, 자, 2017스630, 결정,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국적회복 불허가 사유로 정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9420,
판결,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 중국 국적 여성이 결혼이민(F-6)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및 원고적격이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각하,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지 않는 외국인에 대한 후견사건에 관하여 긴급국제재판관할을 인정
한 판결 (서울가정법원 2018.1.17, 자, 2017브30016, 결정 : 재항고 [한정후견개시])
•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
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
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
적으로 현역입영 등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2.9, 선고, 2017구합59581, 판결 : 항소, [인적사항공개처분취소청구])
• 한국 체류중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불법체류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사건 (수원지방
법원 2018.2.13, 선고, 2017구합67316, 판결 : 항소 [난민불인정결정취소])
• 탈북자 지원 활동에 관여한 중국인의 난민 지위를 인정한 사례 (제주지방법원 2017.12.13, 선고,
2017구합5304, 판결 : 항소, [난민불인정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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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2018. 2. 22. 2017헌가29, 합헌,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 판시사항 】
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
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
(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
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국가행정인 출입국관리행정의 일환이며,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므로 일정부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정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강제퇴거대상자를 출국 요건이 구비될 때까
지 보호시설에 보호하는 것은 강제퇴거명령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과 외국인의 출입국·체류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된다.
강제퇴거대상자의 송환이 언제 가능해질 것인지 미리 알 수가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보호기간의 상한이 규정될 경우,
그 상한을 초과하면 보호는 해제되어야 하는데, 강제퇴거대상자들이 보호해제 된 후 잠적할 경우 강제퇴
거명령의 집행이 현저히 어려워질 수 있고, 그들이 범죄에 연루되거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강제퇴거대상자는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할 수 있을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는
것이며, 보호의 일시해제, 이의신청,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등 강제퇴거대상자가 보호에서 해제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에 관한 단속, 조사, 심사, 집행 업무를 동일한 행정기관에서 하게 할 것인지,
또는 서로 다른 행정기관에서 하게 하거나 사법기관을 개입시킬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보호의 개시나 연장 단계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곧바
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강제퇴거대상자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사법부로부터
보호의 적법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고, 강제퇴거 심사 전 조사,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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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유남석의 위헌의견
가. 기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보호는 피보호자로 하여금 자신이 언제 풀려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여 심각한 정신적 압박감을 가져온다. 단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기간의 제한 없는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행정의 편의성과 획일성만을 강조한 것으로 그 자체로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
보호기간의 상한을 초과하여 석방된 강제퇴거대상자들이 잠적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직 현실
화되지 않은 잠재적인 가능성에 불과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실증적 근거도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보호기간의 상한을 초과하여 보호를 해제하더라도, 출국 요건이 구비될 때까지 이들의 주거지를 제한하
는 방법, 신원보증인을 지정하거나 보증금을 내도록 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도주나 추가적인 범법행위를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다.
보호일시해제제도는 장기 구금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로서 기능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의신청
등 사후적 구제수단 역시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기간의 상한 없는 보호로 인하여 피호보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지나치게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보호결정을 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속한 동일한 집행기관 내부의
상급자에 불과하여 기관이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사법부 등 외부기관이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보호명령과 관련하여 객관적･중립적 기관에 의한 절차적 통제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법무부장관은 보호명령을 발령･집행하는 행정청의 관리감독청에 불과하므로, 이의신청이나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심사 및 판단은 보호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통제절차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소송 등 일반적･사후적인 구제수단으로는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
를 보장하기에 미흡하고,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할 때 보호명령을 받는 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

【 심판대상조문 】
출입국관리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

【 참조조문 】
헌법 제12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출입국관리법(2016. 3. 29. 법률 제1410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1호,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6조
제1항, 제47조, 제48조 제3항, 제4항,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8조,
제59조 제2항, 제3항, 제60조 제1항, 제4항, 제61조 제1항, 제62조 제1항, 제63조 제2항, 제3항, 제6항,
제65조 제1항, 제2항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2항 제9호, 제22조 제3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제7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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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시행령(2007. 11. 13. 대통령령 제2037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호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2015. 8. 31. 법무부훈령 제100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항

【 참조판례 】
가. 헌재 2014. 4.24. 2011헌마474등, 판례집 26-1하, 117, 129헌재 2016. 4.28. 2013헌바196 판례집
28-1상, 583, 591-592, 596-597
나. 헌재 1992. 12.24. 92헌가8, 판례집 4, 853, 877헌재 2003. 7.24. 2001헌가25, 판례집 15-2상, 1,
18헌재 2014. 8.28. 2012헌바433, 판례집 26-2상, 292, 302헌재 2015. 9.24. 2012헌바302, 판례집
27-2상, 514, 521헌재 2016. 4.28. 2013헌바196, 판례집 28-1상, 583, 594-596

【 당 사 자】
제청법원서울고등법원
당해사건서울고등법원 2017누43984 강제퇴거명령 등 무효확인

【주

문】

출입국관리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당해사건의 원고 김○선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7. 12. 25.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
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8. 16.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다.
김○선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1. 10.부터 2015. 6. 23.까지 총 3,043회에 걸쳐
합계 7,769,169,881원을 중국으로 송금하여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는 범죄사실(외국환거래법위반죄)
로 기소되어 2015. 10.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
았고, 위 판결은 2016. 9. 20. 확정되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5. 10. 14. 김○선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하였다. 김○선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3. 31. 청구가
기각되었다(2015구단61491). 김○선은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누43984)은 그 심
리 중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적법절차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7. 10. 31. 직권으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한편, 김○선은
제1심 재판 진행 중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2015. 11. 17. 그 신청이 인용되어(서울행정법원 2015아11653),
현재 보호명령 집행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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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출입국관리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 심판대상조항 】
출입국관리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 관련조항】
별지와 같다.
3.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심판대상조항은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의 개시나 연장 단계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를 두고 있지 않고, 행정상 인신구속을 하면서 청문의 기회도 보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보호기간의 상한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기간의 제한 없는
보호를 가능하게 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강제퇴거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 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심판대상조항의 ‘보호’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하 ‘강제퇴거대상자’라고 한
다)을 출국시키기 위해 외국인보호소 등에 인치(引致)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을 말한다(법 제2조 제11호
참조). 이는 강제퇴거대상자를 특정한 장소에 수용하여 국내에 체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로운
이동과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강제퇴거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
나.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합헌의견
(1)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심판대상조항이 강제퇴거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
심사되어야 한다. 강제퇴거대상자는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없을 뿐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자진출국함으
로써 언제든지 보호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등,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 제한은 그의 의사에
좌우될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 또한 강제퇴거대상자는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입국하였거나, 체류기
간을 도과하는 등 체류조건을 위반하였거나, 범죄를 저질러 일정한 형을 선고받는 등으로 강제퇴거명
령을 받아 규범적으로 대한민국에 머무를 수 없는 사람들이다.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국가행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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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행정의 일환이며,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므로 일정부분 입법정책
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헌재 2014. 4. 24. 2011헌마474등; 헌재 2016. 4. 28. 2013헌바196 결정 중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
불법체류외국인들은 그들의 소재파악과 본국 송환 등을 위하여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이 다량
투입되고 있음에도 2017년 12월 현재 그 수가 251,041명에 이르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출국을 위한 심사와 그 집행을 위하여 외국인보호소 등에 인치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을 말한다(법 제2조 제11호).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보호소 등에 보호할 수 있으며, 그 외국인의 강제퇴
거대상자 여부를 심사･결정하기 위한 보호기간은 10일 이내이고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심판대상조항은 심사 후 퇴거명령을 받은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하여 그 집행을 위해서 외국인보호
소 등에 인치하고 수용함으로써,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정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강제퇴거대상자를
출국 요건이 구비될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하는 것은 강제퇴거명령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과
외국인의 출입국･체류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1)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보호대상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심사를 거쳐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
이다.
강제퇴거명령은 국내에 불법으로 입국하였거나 체류기간을 도과하는 등 체류조건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하거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 대한민국의 이익･공공의 안전을 침해하거나 경제질서･사회질서･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 등에 대하여 발령된다
(법 제59조 제2항, 제46조 제1항 참조). 이처럼 강제퇴거대상자는 입국자체가 불법이거나, 체류기
간을 도과하는 등 체류조건을 위반하거나, 체류기간 동안 범법행위를 하는 등 질서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외국인 등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서
본국으로 송환될 때까지 그 송환을 위해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송환이 가능한 시점까지 강제퇴거대상자를 보호하는
것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다.
2)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강제퇴거대상자는 그가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을 때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외국인보호시설 등에서 보호
될 수 있다.
그런데 강제퇴거대상자는 여권이 없거나 여권의 유효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주한 자국공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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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항공권을 예약하는 등 출국요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우리나라
나 송환국의 사정으로 교통편 확보가 지연되는 경우 교통편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각 나라의 사정이나 절차 진행 상황 등에 따라 그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언제 송환
이 가능해질 것인지 미리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고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지 아니한 것에 불가피
한 측면이 있다고하더라도,심판대상조항은강제퇴거대상자가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
의 사유로 ‘즉시’ 송환할 수 없을 때에만 보호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
에 따른 보호는 강제퇴거명령의 집행확보의 목적으로만 발하여져야 하며, 적법하게 보호가 이루
어진 경우에도 그 보호는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가능하다.
대법원 역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보호는 강제퇴거명령의 집행확보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발할 수 없다는 목적상의 한계가 있고,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
의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만 보호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68829 판결 참조).
실제로 강제퇴거의 집행은 대부분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통계에 의하면 강제퇴거
대상자가 송환 준비를 갖추어 송환되기까지 보호기간의 평균은 11일 정도이다.
3) 강제퇴거대상자는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없을 뿐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임의로 자진출국함으로
써 언제든지 보호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강제퇴거대상자 가운데 장기간 자진해서 출국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는 단순히 그가 여권을
소지하지 않았다든지 교통편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출국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
등 개인적인 목적 때문에 출국을 피하기 위해 출국에 필요한 협조를 거부하고 자진해서 출국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강제퇴거대상자가 자신이 언제 풀려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 심각한 정신적 압박감을 가진다고 단정할 일은 아니다.
만일 심판대상조항에 보호기간의 상한이 규정될 경우,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송환이 지연되
어 그 기간의 상한을 초과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보호는 원칙적으로 해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강제퇴거대상자들은 대부분 국내에 안정된 거주기반이나 직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보호해제 된 후 잠적할 경우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여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불가능하거
나 현저히 어려워질 수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보호가 일시해제되었다
가 소재불명 등으로 보호해제가 취소된 사례는 136건이나 되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우려가
단순한 기우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강제퇴거대상자들은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강제퇴거대상자의 열악한 지위로 인하
여, 그들은 국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이 쉽지 아니하기 때문에 조직폭력･마약거래･인신매매･성매
매 등 범죄에 쉽게 연루될 수 있으며, 이러한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강제퇴거대상자들의
국내체류 허용여부는 고용･임금 등 노동문제, 환경문제 등의 국가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들이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임금 등 노동조건에서 열악한 처우를 받을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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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보호기간의 상한을 규정하는 것은 국가안보･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에
위해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퇴거대상자의 인권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아니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4)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살펴보아도 강제퇴거의 집행을 위한 보호 또는 구금기간의 상한을 설정
해 두지 않은 나라가 적지 않다.
프랑스는 강제퇴거 결정 후 해당 외국인을 수용시설에 보호할 수 있는 상한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외국인의 강제퇴거에 필요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보호가 가능
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도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의 집행을 위해 구금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구금기간의 상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강제퇴
거대상자를 바로 출국시킬 수 없을 때에는 ‘송환가능한 때까지’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수용기간의 상한을 두고 있지 않다. 중국 역시 강제출국이 결정되었으나 즉시 집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외국인을 구류소 혹은 외국인 송환 장소에 구금해야 한다고 규정할 뿐, 구금기
간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미국은 강제퇴거명령이 확정된 외국인을 90일의 퇴거기간 이내에 퇴거시켜야 하고, 그 기간
동안 해당 외국인을 구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 출국에 필요한 서류를
기간 내에 마련하지 않은 등의 경우 퇴거기간이 연장되는데, 연장 가능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
며 외국인은 그 연장된 기간 동안 구금될 수 있다. 퇴거기간이 지난 후에도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
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을 하여야 하나, 범죄경력 등으로 입국이 거부되었거나 범죄･테러활동 등으
로 강제퇴거 대상이 된 외국인 등은 퇴거기간 이후에도 구금할 수 있으며, 퇴거기간 이후의 구금
기간의 상한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퇴거기간 경과 후 무제한 구금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합리적 기간은 6개월로 추정된다고 하면서도, 이는 퇴거기간 내에 강제
퇴거되지 않은 외국인이 모두 6개월 후 구금에서 해제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에 강제퇴거가 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다고 판단될 때까지 외국인을 구금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위 판결 후 미국 법무부장관은 퇴거기간 후 구금 조항에 대한 연방규칙을 제정하
였는데, 안보나 테러상의 이유로 구금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퇴거 집행이 불가능하더라
도 지속적으로 구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금기간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과 미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가에서 강제퇴거대상
자의 구금기간의 상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고
그 기간을 도과한 강제퇴거대상자의 보호를 해제할 경우, 이점을 악용하여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급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대상자가 보호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마련하고
있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등은 강제퇴거대상자 등의 청구를 받으면 그의 정상(情狀), 해제
요청사유, 자산,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2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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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법 제65조 제1항, 제2항). 강제퇴거대상자
에 대한 보호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소장 등은 3개월마다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법 제63조 제2항, 제3항).
강제퇴거대상자는 강제퇴거명령이나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보호를 다툼으로써 보호에서 해제
될 수도 있다. 강제퇴거대상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강제퇴거명령 또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되면 보호에서 해제된다(법 제60조
제1항, 제4항, 제63조 제6항, 제55조 제1항, 제2항). 법무부장관은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대상자가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법 제61조 제1항). 나아가 강제퇴거대상자는 강제퇴거명령이나
그에 따른 보호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보호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할 수 있다(실제로 당해 사건의 원고 김○선은 제1심 재판 진행 중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그 신청이 인용되어 현재 보호명령 집행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법무부훈령인 ‘보호일시해제
업무 처리규정’은 강제퇴거명령 또는 난민불인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제1심 또는 제2심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원칙적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하도록 하고 있다(제6
조 제2항).
이와 같이 출입국관리법에는 강제퇴거대상자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보호에서 해제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보호기간의 상한이 없는 점을 보완하고 있다.
6) 강제퇴거대상자를 출국 요건이 구비될 때까지 보호하는 대신, 그들의 주거지를 제한하거나 주거
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법, 신원보증인을 지정하거나 보증금을 내도록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퇴거대상자들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그들이 잠적
하거나 범죄에 연루 또는 그 대상이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우며, 위와 같은 방법으
로는 강제퇴거명령의 신속한 집행과 외국인의 효과적 체류 관리를 통한 국가의 안전보장･질서
유지 및 공공복리라는 입법목적을 심판대상조항과 동등한 정도로 달성하기 어렵다.
강제퇴거대상자를 출국 요건이 구비될 때까지 보호하되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는 방법도 대안
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본 바와 같이 보호기간의 상한을 초과할 경우 계속 신병을
확보할 수 없어 강제퇴거명령의 신속한 집행이 어려워지고 강제퇴거대상자의 체류를 통제하기
어렵게 되므로, 이 방법 역시 심판대상조항과 동등한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한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심판대상조항과 동등하게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강제퇴거대상자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입법대안을 상정하기 어렵다.
7)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하여 보호기간의 상한을 규정하
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한다.
(다)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은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와 직결되는 출입국관리 및 체류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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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것으로 이러한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반면 강제퇴거대상자는 그가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을 때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는 것에 불과하
며,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없을 뿐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자진출국함으로써 언제든지 보호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즉, 강제퇴거대상자가 출국하는 것을 선택할 경우에는 신체의 자유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고,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보호제도는
그와 같은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반면, 강제퇴거대상자는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할
수 있을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는 것이고 보호에서 해제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
(라)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강제퇴거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적법절차원칙 위반 여부
(가) 헌법 제12조 제1항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
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적법절차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소송절차
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에 대하여 적용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헌재 2014.
8. 28. 2012헌바433 등 참조). 그러나 이 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어느 정도로 요구하
는 지는 규율되는 사항의 성질, 관련 당사자의 사익, 절차의 이행으로 제고될 가치, 국가작용의
효율성,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불복의 기회 등 다양한 요소들을 형량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헌재 2003. 7. 24. 2001헌가25, 헌재 2007. 10. 4. 2006헌바91 참조), 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 적법절차원칙 위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앞서본 바와 같이 강제퇴거대상자는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없을 뿐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자진출
국함으로써 언제든지 보호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등,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 제한은
그의 의사에 좌우될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 또한 강제퇴거대상자는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입국하
였거나, 체류기간을 도과하는 등 체류조건을 위반하였거나, 범죄를 저질러 일정한 형을 선고받는
등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규범적으로 대한민국에 머무를 수 없는 사람들이다.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국가행정인 출입국관리행정의 일환이며,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므
로 일정부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나)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의 특수성에 비추어볼 때, 출입국관리에 관한 공권력 행사와 관련
하여 단속, 조사, 심사, 집행 업무를 동일한 행정기관에서 하게 할 것인지, 또는 서로 다른
행정기관에서 하게 하거나 사법기관을 개입시킬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며, 반드시 객관
적･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출입국관리와 같은 전문적인 행정분야에서는 동일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단속, 조사, 심사,
집행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하는 것이 행정의 전문성을 살리고, 신속한 대처를 통한 안전한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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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가능하게 하며, 외교관계 및 국제정세에 맞춰 적절하고 효율적인 출입국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길이라고 볼 수도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강제퇴거명령 및 구금에 대한
결정, 그 결정의 집행이 동일한 행정조직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법부가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앞서본 바와 같이 강제퇴거대상자는 보호의 원인이 되는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원인관계를 다툴 수 있고, 보호 자체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행정소송 등을 통해 사법부로부터 보호의 적법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는 이상, 객관적･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상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보호의 개시나 연장 단계에서 제3의 독립된 중립적
기관이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곧바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요청은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를 행할
것, 당사자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들 수 있다(헌재 2003. 7. 24. 2001헌가
25; 헌재 2015. 9. 24. 2012헌바302 참조).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출입국관
리공무원이 조사를 마치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지체없이 심사하여 강제퇴거 여부를 결
정하고,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은 지체없이 송환국으로 송환하여야 하며(법 제58조, 제62조
제3항), 그가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을
때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보호된다. 이와 같이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
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데, 그에 대한 조사는
그의 진술을 조서에 적고 그 내용에 대한 추가･변경 등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하는
등 강제퇴거대상자는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진다(법 제48조 제3항, 제4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보호명령서를 집행할 때 강제퇴거대상자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하고(법 제63
조 제6항,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3일 이내에 강제퇴거대상자의 법정대리인 등에게
보호의 일시･장소 및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강제퇴거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한 사유가 없으면 국내에 주재하는 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국가의 영사에게 보호의 일시･장
소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63조 제6항, 제54조).
또한 강제퇴거대상자는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도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라)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심판대상조항은과잉금지원칙이나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여 강제퇴거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
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으나,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
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보호 개시 및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연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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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그 판단을 사법부 등 제3의 기관이 하도록 하는 입법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인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지나친 장기보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금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독일의 법률이나 유럽연합(EU) 불법체류자 송환지침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보호기간의 상한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다 하겠으며, 출입국 관련
절차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다.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유남석의 위헌의견
(1)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
심판대상조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집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정하여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
다. 또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출국 요건이 구비될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하여 신병을
확보하는 것은 강제퇴거명령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수단의 적정성
도 인정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1)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보호대상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이들은 이미
국내체류기간 동안 불법체류, 불법취업, 범죄행위 등의 범법행위를 한 외국인으로서(법 제46조
제1항 참조) 도주의 가능성이나 잠재적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국으로 송환될
때까지 그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보호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있지 않아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대
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무기한 보호를 가능하게 한다. 기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보호는 피보호자로 하여금 자신이 언제 풀려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실제
보호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심각한 정신적 압박감을 가져온다. 따라서 적정한 보호기
간의 상한이 어느 정도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그 상한을 법에서 명시함으로써 피보호
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호될 수 있는 최대기간을 예측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으며, 단지 강제퇴거
명령의 집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행정목적 때문에 기간의 제한 없는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행정의 편의성과 획일성만을 강조한 것으로 그 자체로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헌재 2016. 4. 28. 2013헌바196 결정 중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 참조).
국제적 기준과 외국 입법례를 보면, 국제연합(UN)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은 구금의 상한이 반드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구금이
무기한이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독일은 강제추방을 위한 구금은 6개월까지 명할 수 있고, 더
긴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최대 12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EU) 불법체류자 송환지침(Directive 2008/11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08 on common standards and procedures in Member States for returning
illegally staying third-country nationals) 역시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강제퇴거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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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외국인을 구금하되 90일의 퇴거기간 이내에 퇴거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미국 연방대법원은
퇴거기간 경과 후 무제한 구금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합리적 기간은 6개월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이 국제적 기준이나 다른 입법례에서 최대 구금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도,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구금 상태가 중대한 인권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보호명령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확보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발할 수 없다는 목적상의 한계 및 일단 적법하게 보호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도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만 보호할 수 있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시간적 한계를 가지는 일시적 강제’라고 하였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68829 판결 참조). 그러나 위 판시대로 하더라도 장기 내지 무기한 보호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위 판결은 보호의 성질상 한계를 설시한 것일 뿐 보호기간의
상한을 설정한 것이 아니므로, 보호기간을 제한할 수 있는 적절하고 실질적인 통제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령 피보호자가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난민인정신청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절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보호기간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데, 보호기간의 장단은
오로지 행정청과 사법부가 관련 절차를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피
보호자가 법원에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를 받아줄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 경우 피보호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호가 장기화되
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2) 합헌의견은, 각 나라의 사정이나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송환에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져서
피보호자의 송환이 언제 가능해질 것인지 미리 알 수가 없으므로, 보호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한다. 그러나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구금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는 국가들이
상당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합헌의견은, 심판대상조항에 보호기간의 상한을 규정하면 송환 가능시점이 지연되어 보호기간
의 상한을 초과하게 되었을 때 강제퇴거대상자를 석방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석방된 강제퇴거대
상자들이 잠적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막연하고
잠재적인 가능성에 불과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실증적 근거도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막연한 추정만을 근거로 ‘기한의 상한이 없는 보호’와 같이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
는 조치가 정당화되기는 어렵다.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범한 외국인이라고 하여 그가 보호해제되
면 도주하거나 다시 범죄를 범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게다가 강제퇴거대상자 중에는 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입국이나 체류에 관한 행정법규를 단순히 위반한 외국
인도 있을 수 있는데, 이들 모두를 잠재적 도주자 내지는 잠재적 범죄자로 보아 기간의 제한
없이 보호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이다.
피보호자가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난민인정신청을 하는 등의 경우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우선적･집중적으로 심리하고, 난민인정 심사 및 결정을 신속히
진행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보호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다. 보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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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상한을 초과하여 보호를 해제하더라도, 출국 요건이 구비될 때까지 이들의 주거지를 제한하
거나 주거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법, 신원보증인을 지정하거나 적정한 보증
금을 내도록 하는 방법, 감독관 등을 통하여 이들을 지속적으로 관찰 및 감독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도주나 추가적인 범법행위를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심판대상조
항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간의 상한 없는 구금과 같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식을 반드시 택하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3) 다양한 사정으로 자진 출국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자진 출국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
에 단속되어 보호된 외국인들에게는 사실상 ‘출국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강제퇴거대상자들이 언제든지 출국할 자유가 있고 이로써 보호대상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음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완화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6.
4. 28. 2013헌바196 결정 중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 참조).
피보호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하 ‘소장 등’이라 한다)에게 보호일시해제를 청구
할 수 있으나, 강제퇴거명령 등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보호일시해제 여부는 소장 등의 전적인 재량사항이므로, 보호일시해제제도는 장기 구금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에 대한 이의신청 등 사후적 구제수단 역시 뒤에서 보듯이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중대하고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가
그러한 공익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기는 하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기간의 상한이 없는 보호로
인하여 피호보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지나치게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2) 적법절차원칙 위반 여부
헌법 제12조 제1항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적법절차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에 대하여 적용되므로(헌재 1992. 12. 24. 92헌가8; 헌재 2014. 8. 28. 2012헌바433
등 참조), 출입국관리행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의 집행에 대하여도 적법
절차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가) 출입국관리법상의외국인보호는형사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것으로서 외국인의 신체
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신청, 판사의 발부라는 엄격한 영장주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아닌 객관적･중립적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인신구속의 타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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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헌재 2016. 4. 28. 2013헌바196 결정 중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 참조). 그런데 현재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제도는 보호의 개시, 연장 단계에서 제3의 독립된 중립적 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전혀 관여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수사단계든 형집행단계든 구금의 개시, 연장을 법원에서 결정하고
그 종기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형사절차상 구금과 대조적이다.
(나) 먼저 보호명령의 발령과 집행에 관하여 보면,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절차는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를 단속하여 조사를 진행한 후(법 제47조), ② 소장 등이 보호명
령서를 발급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집행하고(법 제51조 제1항, 제53조, 강제퇴거심사를 위한
보호), ③ 소장 등이 강제퇴거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강제퇴거명령서 및 보호명령서를 발급
한 후(법 제58조, 제59조 제2항, 제3항, 심판대상조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집행하는(법 제62조 제1항, 제63조 제6항, 제53조, 강제퇴거집행을 위
한 보호)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조사절차와 심사절차가 분리되고 보호명령서
의 발급주체와 집행기관이 분리되어 있으나, 실상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내의 하급자와 상급자가
용의자 조사,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의 발령 및 집행을 모두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즉 보호
결정을 하는 소장 등은 독립된 제3의 기관이 아니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속한 동일한 집행기관
내부의 상급자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기관이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사법부
등 외부기관이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이와 같이 동일 집행기관의 상급자에게 결정을
받는 정도로는 객관적･중립적 기관에 의한 절차적 통제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6. 4. 28. 2013헌바196 결정 중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
원의 반대의견 참조).
비록 심판대상조항은 ‘보호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실무상 강제퇴거명령이
발령되면 보호의 필요성이나 도주 우려 등 보호명령 자체에 대한 특별한 심사 없이 강제퇴거명령
과 동시에 또는 연이어 보호명령을 발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으나 즉시
송환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보호명령이 발령되지 않은 사례는 없다. 그러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라고 하여 항상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할 수 없으므로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립적 기관이 개입하지 않는 한 강제퇴거명
령이 있으면 보호명령이 거의 자동적으로 발령되는 현재의 구조는 변경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 퇴거 심사를 위한 준비구금(우리나라의 강제퇴거심사를 위한 보호와 유사)
과 퇴거 집행을 위한 확보구금(심판대상조항에 의한 보호와 유사) 모두에 대하여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구금의 개시단계에서부터 법관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진다.
(다) 사후 구제수단 내지 통제절차와 관련하여 보면, 피보호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호 또는 강제퇴
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법 제55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소장 등은 보호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보호를 연장할 수 있다(법 제63
조 제2항).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사실상 보호명령을 발령･집행하는 행정청의 관리감독청에 불과하여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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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립적･객관적 기관에 의한 심사제도가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3
년부터 2017년까지) 보호 또는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고,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 역시 강제퇴거집행이 지연되는 상태에서 소장 등이
승인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거의 예외 없이 승인되는 것이 현실임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무부장관
의 심사 및 판단은 보호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통제절차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6. 4. 28. 2013헌바196 결정 중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
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 참조).
또한 피보호자는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명령,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등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과 같은 일반적･사후적인 사법통제수단만으로는 우리나라의 사법시스템
에 익숙하지 않고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한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기에 미흡하다.
(라)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요청 중의 하나로, 당사자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들 수 있으므로(헌재 2003. 7. 24. 2001헌가25; 헌재 2015. 9. 24.
2012헌바302 참조),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보호를 함에 있어 피보호자에게 위와 같은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보호명령을 발령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으나,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행정절
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형사소송법상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
심사)과 같은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보호명령을 받는 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단계에서도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면 관계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법 제63조 제6항, 제55
조 제3항), 보호 연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 역시 피보호자에게 진술이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소장 등이 제출한 서류의 심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마)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보호의 개시나 연장 단계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가 없고, 행정상 인신구속을 함에 있어 의견제출의 기회도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
(3)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5. 결 론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는 합헌의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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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유남석은 위헌의견으로, 비록 위헌의
견에 찬성한 재판관이 다수이지만 헌법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진성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해외출장으로 행정전자서명 불능) 조용호 이선애 유남석

▶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가 우리나라가 1952년 가입하여 발효된 ‘국제민간항공협약’과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2018. 2. 22.
2016헌마780, 기각 [국가항공보안계획 중 8.1.19. 위헌확인])
【 판시사항 】
가. ‘국가항공보안계획’(2011. 4.) 제8장 ‘승객･휴대물품･위탁수하물 등 보안대책’ 중 8.1.19 가운데 체약
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추가 보안검색 실시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국가항공보
안계획’이라고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
가. 우리나라는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체약국으로서 위 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국제민간항공협
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7’(항공보안)(Annex17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2.4.1 전문에서는 “각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으로부터 특정한 항공편에
대해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가능한 한도 내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항공보안법은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국제협약의 준수 의무와 함께 보안검색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이행을 위하여 ‘국가항공보안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은, 이미 출국 수속 과정에서 일반적인 보안검색을 마친 승객을 상대로,
촉수검색(patdown)과 같은 추가적인 보안 검색 실시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인격권 및 신체
의 자유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은 민간항공 보안에 관한 국제협약의 준수
및 항공기 안전과 보안을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항공운송사
업자가 다른 체약국의 추가 보안검색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항공기의 취항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른 추가 보안검색 실시는 불가피하며, 관련 법령에서 보안검
색의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등을 마련하여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
된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항공기 안전사고와 테러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간항공의 보안 확보라
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반면, 추가 보안검색 실시로 인해 승객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정도는 그리
크지 아니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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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 국제항공보안계획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심판대상조문 】
국가항공보안계획(2011. 4.) 제8장 ‘승객･휴대물품･위탁수하물 등 보안대책’ 중 8.1.19 가운데 체약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추가 보안검색 실시에 관한 부분

【 참조조문 】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37조 제2항
항공보안법(2013. 4. 5. 법률 제11753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3조, 제10조,
항공보안법 시행규칙(2014. 4. 4. 국토교통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
국제민간항공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발효일 1952. 12.11.][다자조약, 제38호,
1952. 12. 11.] 부속서 17(Annex17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항공보안) 2.4.1

【 참조판례 】
가. 헌재 1990. 9. 10. 89헌마82, 판례집 2, 306, 310헌재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 874헌재
2002. 7. 18. 2000헌마327, 판례집 14-2, 54, 63
나. 헌재 2013. 7. 25. 2012헌마167, 판례집 25-2상, 296, 301

【 당 사 자】
청 구 인김○진(변호사)서울 강남구 역삼로 309, 102동 904호(역삼동, 래미안펜타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7. 31. 인천공항에서 미국행 대한항공편을 이용하고자 출국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반적
인 보안검색을 받았다. 그런데 대한항공 측은 미국 교통안전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으로
부터 청구인이 추가 보안검색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항공기 탑승 전에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 보안검색을 실시하였다. 추가 보안검색은 보안검색 담당자가, 청구인의 소지품에 대해서는 밖으로
꺼내도록 하여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청구인의 신체에 대해서는 손으로 더듬는 방식으로 이루어졌
다(이하 ‘이 사건 추가 보안검색’이라 한다).
이후 청구인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상대로 이 사건 추가 보안검색을 실시한 법적 근거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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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위 공사로부터 “항공운송사업자는 체약국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탑승 수속 전 또는 탑승구 앞에서 추가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가항공보안계획
8.1.19’를 근거로 항공사에서 추가 보안검색을 자체 실시한 것으로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는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항공운송사업자인 ㈜대한항공 측으로부터는 미국 교통안전청으로부터 추가 보안검색
대상임을 통보받아 부득이하게 실시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체약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추가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한 ‘국가항공보안계획 8.1.19’가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자
유,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9.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항공보안계획’(2011. 4.) 제8장 ‘승객･휴대물품･위탁수하물 등 보안대책’ 중
8.1.19 가운데 체약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추가 보안검색 실시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밑줄 친 부분)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 심판대상 규정 】
국가항공보안계획(2011. 4.)
제8장 승객･휴대물품･위탁수하물 등 보안대책
8.1 승객 및 휴대물품 등 보안검색
8.1.19 항공운송사업자는 체약국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탑승 수속 전 또는 탑승구
앞에서 추가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 관련조항 】
항공보안법(2013. 4. 5. 법률 제11753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제협약의 준수) ① 민간항공의 보안을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다음 각 호의 국제협
약에 따른다.
1.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2.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3.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4.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
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5.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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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 외에 항공보안에 관련된 다른 국제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약에 따른다.
제10조 (국가항공보안계획 등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항공보
안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등은 제1항의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라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자체 보안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공보안법 시행규칙(2014. 4. 4. 국토교통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 (국가항공보안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계획(이하 “국가항공보안
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자등(이하 “공항운영자등”이라 한다)의 항공보안에 대한 임무
6. 항공보안에 관한 국제협력
7. 그 밖에 항공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제민간항공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발효일 1952. 12.11.][다자조약, 제38호,
1952. 12. 11.] 부속서 17(Annex17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항공보안)
2.4. 국제협력
2.4.1 각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으로부터 특정한 항공편에 대해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가능
한 한도 내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요구하는 체약국은 상대국이 이에 상응하
는 대안 조치를 제시하는 경우 이를 고려해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은 법률에 근거도 없이 추가 보안검색 실시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고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만으로는 당사자가 추가 보안검색의 사유를 제대로 알 수 없으므로 알 권리도
침해한다.
4. 판 단
가. 민간항공보안 법규
(1) 국제민간항공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국제민간항공 수송체계 및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52개국의 참여로
‘국제민간항공협약’, 일명 ‘시카고 협약(Chicago Convention)’이 1944. 12. 7. 미국 시카고에서
작성･채택되어 1947. 4. 4. 최초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다자간 국제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52.
12. 11. 가입하여 조약 제38호로 발효되었고, 1957. 2. 4.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았다.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
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제민간항공협약은 우리나라가 가입과 동시에 발효되었고 사후에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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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동의도 받았으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위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서 ‘항공보안법’
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 공항운영자등은 위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을 위해 항공보안법 및 그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이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으면
위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항공보안법 제1조, 제3조 참조).
(나)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국제민간항공협약은 총 96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협약 본문과 이를 뒷받침하는 부속서가 제1부터
제19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 기초를 두고 있으나
협약 본문에 모두 포함시킬 수 없는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
된 것으로, 항공과 직접 관련된 모든 분야의 국제표준을 마련해 주고 기술상의 기준을 제시한 국제규
범으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일부로서 협약 본문과 동등한 효력이 있다.
‘항공보안’에 관한 사항은 제17부속서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7’ 중
2.4.1 전문은 “각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으로부터 특정한 항공편에 대해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요구받
을 경우, 가능한 한도 내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항공보안법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
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항공보안법
이 마련되어 있다.
항공보안법은 민간항공의 보안을 위한 국제협약의 준수 의무와 함께,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공항 및 항공기 내의 보안을 위한 필요한 조치로서의 보안검색의 기준과
방법 및 승객 등의 협조 의무, 항공보안장비, 항공안전보안지시･조사 및 점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외에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방해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의 수립근거도 마련하고 있으며, 민간항공 보안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항공보안 자율신
고제도도 정하고 있다. 특히 항공보안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항공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국가항공보안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제1조, 제4조, 제10조 제1항), 국토
교통부령인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에서는 국가항공보안계획에 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 공항운영자
등의 항공보안에 대한 임무 및 항공보안에 관한 국제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
조의2 제1항). 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 공항운영자등은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라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법 제10조 제2항, 제51조 제1항 제1호).
나. 제한되는 기본권 및 이 사건의 쟁점
(1) 헌법 제10조는 모든 기본권 보장의 종국적 목적이자 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적이고
고유한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다(헌재 1990. 9. 10.
89헌마82; 헌재 2002. 7. 18. 2000헌마327 참조). 이미 탑승을 위한 출국 수속 과정에서 일반적인
보안검색을 마쳤음에도, 취항 예정지 국가인 체약국의 요구가 있다는 이유로 항공기 탑승 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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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구 앞에서 보안 담당자로부터 신체검사 등 보안검색을 당하는 경우 해당 승객은 모욕감 내지
수치심 등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여부가 일차적
으로 문제된다.
(2)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는 신체활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신체거동의 자유와
함께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협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참조). 항공보안법상 일반적인 보안검색이 승객에
대해서는 문형금속탐지기 또는 원형검색장비를 사용하여, 휴대물품에 대해서는 엑스선 검색장비
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국가항공보안계획에서 추가
보안검색은 신체에 대해서는 촉수검색(patdown)을 예정하고 있으므로(8.1.14 참조), 인격권과 더
불어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도 함께 문제될 수 있다.
(3) 청구인은 알 권리의 침해도 주장하나, 헌법 제21조 등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인 알 권리는 일반적으
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수령･수집하거나,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정보
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바(헌재 1991. 5. 13. 90헌마133 참조), 항공기의 취항
예정지인 체약국이 어떠한 사유로 특정인에 대해 추가 보안검색을 요구하게 되는 것인지가 일반적
인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은 체약국의 요구가 있으면 항공운송사업자가
그 요구에 따라 탑승 수속 전 또는 탑승구 앞에서 추가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에 의해 알 권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4) 이와 같이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에 의해 항공운송사업자가 승객을 상대로 체약국의 요구에
따라 추가 보안검색을 실시할 경우 승객의 인격권 등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국가항
공보안계획이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는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
(1) 기본권 제한에 있어 법률유보원칙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가능하다. 이러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
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고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면 된다(헌재
2013. 7. 25. 2012헌마167 참조).
(2)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의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
(가) 항공보안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
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마련된 법으로(제1조),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민간항공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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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국가항공보안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제10조 제1항),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
자 등은 위 계획에 따라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는 등 항공보안을 위한 국가시책에
협조하도록 정하고 있다(제5조).
국가항공보안계획은 이와 같이 항공보안법 제10조 제1항에 직접적인 근거규정을 두고 마련된
것으로,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행위로부터 승객･승무원･항공기 및 공항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약국과 상호 협력할 사항을 정하고, 공항운영자 등의 승객･승무원･휴대물품･위탁수하물･화물･기
내물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색방법을 정하고 있다.
(나) 또한 항공보안법은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14조 제1항),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신체,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하며(제15조 제1항), 이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항공운송사업자는 탑승
을 거절할 수 있다(제23조)”고 규정함으로써,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항공운송사업자의 보안검
색 의무 및 내용에 대한 본질적인 사항을 법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데, 이는 항공보안을 위한
기준･절차 및 의무사항에 관하여 국제협약에 따르기 위한 것임을 밝힌 것이다.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에서도 국가항공보안계획에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 공항운영자등의 항공보안
에 대한 임무 및 항공보안에 관한 국제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조의2
제1항),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7’에서 “각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으로부터 특정한 항공편에 대해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가능한 한도 내에
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2.4.1 전문)고 정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은 항공보안법에 직접적인 근거를 두고 있고, 항공보안법에서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에서 정한 보안검색의 본질적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법률
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라.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은 민간항공보안에 관하여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르고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승객, 승무원, 항공기 및 공항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7’(항공보안)(Annex17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2.4.1 전문은 “각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으로부터 특정한 항공편에 대해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가능한 한도 내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는 우리나라가 1952년 가입하여 발효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한 부분으로 국제민간항공협약과
동등한 효력이 있고, 항공보안법 및 관련 규정에서도 항공보안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해 국제협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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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의 심판대상규정이 위 부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체약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탑승 수속 전 또는 탑승구 앞에서 추가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
이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항공보안법에 의하면 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 공항운영자등은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여 국
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제10조 제2항), 공항운영자등이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
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국가항공보안계획, 법 제3조에 따른 국제협약 및 국제민간항공
협약 부속서 17 등의 내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다(시
행규칙 제3조의3 제2호). 만약 공항운영자등이 자체 보안계획을 불이행하면 과태료를 부과받는
다(법 제51조 제1항 제1호).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7의 2.4.1
전문은 체약국의 요구에 따른 추가 보안조치 의무에 대해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체약국인 우리나라의 항공운송사업자로서는 위 협약을 준수할 의무
가 있고, 항공운송사업자가 체약국의 이러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체약국의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취항금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체약국의 추가 보안검색 요구가 있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추가 보안검색 실시는 사실상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나) 다만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7의 2.4.1 전문에 의하면, ‘가능한 한도 내’에서 체약국의 추가
보안검색 요구에 협력하도록 정하고 있고, 항공보안법에 의하면 항공운송사업자는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등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탑승거절이 요청 또는 통보된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법 제23조
제7항), 체약국의 요구에 따른 추가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승객에 대하여는 탑승을 거절하면
된다.
그리고 항공보안법이나 관련 규정에서 일반 보안검색 외에 예외적인 보안검색 실시의 기준, 절차,
방법에 관하여 정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의 추가 보안검색으로 인한 관련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항공보안법은 공항운영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항공보안장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항공보안장비의 종류, 성능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
도록 하고 있다(제27조). 이에 항공보안법 시행령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항공보안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도록 하면서, 일반적인 보안검색 방법이 아닌 승객에 대한
신체검색이나 개봉검색은 검색장비의 경보음이 울리는 경우, 무기류나 위해물품을 휴대하거나 숨기
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엑스선 검색장비에 의해 내용물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10조 제3항).
국가항공보안계획도 제8장에서 승객에 대해 개별검색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승객의 동의를
받아서 행하도록 하고 승객의 인격을 침해할 수 있는 언행을 금하고 있으며(8.1.12), 승객의 신체검
색시 동일한 성(性)을 가진 항공보안검색요원이 검색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여성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은 반드시 여성 항공보안검색요원이 검색하도록 하고 있다(8.1.9). 또한 개봉검색･촉수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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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폭발물탐지기를 이용한 검색을 예외적인 보안검색 방법으로 정하고 있다(8.1.14).
(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은 민간항공보안에 관한 국제협약의
준수 및 민간항공의 보안을 위해 필요 최소한도의 것을 정한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
된다.
(3) 법익의 균형성
항공기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항공기 안전사고나 항고기에 대한 또는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 위협이 계속 커지고 있는바, 항공기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그로 인한 인명 피해가 심각하
므로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 방지 및 민간항공의 보안 확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이에 반해
체약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승객을 상대로 실시되는 추가 보안검색은 그 방법 및 절차를 고려할 때
그로 인해 대상자가 느낄 모욕감이나 수치심, 신체의 자유의 제한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은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4)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
하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재판관 이진성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해외출장으로 행정전자서명 불능) 조용호 이선애 유남석

▶ 아동의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양육권이 침해되어 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제3호의 ‘중대한 위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대법원 2018.4.17,
자, 2017스630, 결정,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 판시사항 】
아동의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양육권이 침해되어 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구한 경우,
반환예외사유로 정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제3호의 ‘중대한 위험’에
상대방인 일방 부모에 대한 잦은 폭력 등으로 인하여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와 상거소국에
반환될 경우 적절한 보호나 양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
극) 및 반환청구를 받은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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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과 그 이행 법률인 ｢헤이그 국제아
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아동의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법 제12조 제1항),
법원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법 제3조).
한편 법원은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등으로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아동의 반환으로 인하여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에 노출되거나 그 밖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
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는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법 제12조 제4항).
법 제12조 제4항 제3호의 반환예외사유는 아동의 신속한 반환으로 인하여 오히려 아동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복리가 침해되어 발생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해석에 있어서는 아동의 권익이 일방
부모의 양육권이나 절차의 신속성 등보다 우선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대한 위험에는 청구인의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아동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인 일방 부모에 대한 잦은 폭력 등으로 인하여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와 상거소국에 반환될 경우 오히려 적절한 보호나 양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반환청구를 받은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도 그 위험의 정도와 반복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아동의
반환 전후 양육에 관한 구체적 환경, 반환이 아동에게 미칠 심리적, 육체적 영향 등 기타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청구인과 상대방의 양육권 등을 고려하여 아동에 대한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와
반환이 오히려 아동의 복리에 심각한 침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2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조 제1항, 제4항 제3호

【 전문 】
【 청구인, 재항고인 】
【 상대방, 피재항고인 】
【 사건본인 】
【 원심결정 】
서울가법 2017. 10. 18.자 2017브30068 결정

【주 문 】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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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
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과 그 이행 법률인 ｢헤이그 국제아
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아동의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법 제12조 제1항),
법원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법 제3조).
한편 법원은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등으로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아동의 반환으로 인하여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에 노출되거나 그 밖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
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는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법 제12조 제4항).
법 제12조 제4항 제3호의 반환예외사유는 아동의 신속한 반환으로 인하여 오히려 아동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복리가 침해되어 발생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해석에 있어서는 아동의 권익이 일방
부모의 양육권이나 절차의 신속성 등보다 우선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대한 위험에는 청구인의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아동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인 일방 부모에 대한 잦은 폭력 등으로 인하여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와 상거소국에 반환될 경우 오히려 적절한 보호나 양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반환청구를 받은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도 그 위험의 정도와 반복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아동의
반환 전후 양육에 관한 구체적 환경, 반환이 아동에게 미칠 심리적, 육체적 영향 등 기타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청구인과 상대방의 양육권 등을 고려하여 아동에 대한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와
반환이 오히려 아동의 복리에 심각한 침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청구인이 상대방을 수차례 폭언과 폭행을 하고 사건본인
1은 위 폭행을 목격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사건본인들만 또는 사건본인 2만 일본으로 돌아갈 경우
그와 같은 분리가 오히려 사건본인들에 대한 심리적 고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건본
인들이 반환될 경우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보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중대한 위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권순일

▶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국적회복 불허가 사유로 정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9420, 판결,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 판시사항 】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국적회복 불허가 사유로 정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의 의미 및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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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판결요지 】
국적법 제9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그중 하나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를 들고 있다.
여기에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란 ‘국적회복 신청자를 다시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품성과 행실을 갖추지 못한 자’를 의미하고, 이는 국적회복 신청자의 성별, 나이,
가족, 직업, 경력,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죄전력과 관련하
여서는 단순히 범죄를 저지른 사실의 유무뿐만 아니라 범행의 내용, 처벌의 정도, 범죄 당시 및 범죄 후의
사정, 범죄일로부터 처분할 때까지의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
국적법 제9조 제1항, 제2항

【 전문 】
【 원고, 상고인 】
【 피고, 피상고인 】
법무부장관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7. 8. 17. 선고 2017누39664 판결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국적법 제9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그중 하나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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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란 ‘국적회복 신청자를 다시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품성과 행실을 갖추지 못한 자’를 의미하고, 이는 국적회복 신청자의 성별, 나이,
가족, 직업, 경력,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범죄전력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히 범죄를 저지른 사실의 유무뿐만 아니라 범행의 내용, 처벌의 정도, 범죄 당시 및
범죄 후의 사정, 범죄일로부터 처분할 때까지의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원심은, ① 국적회복허가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의 영역으로서 피고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② 원고가 범한 무고 및 위증의 범행은 그 동기와 경위, 교육자라는 지위에 따르는 높은 도덕적 기준과
사회적 영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③ 원고의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불이익의 정도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보호되어야 할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1956년생 남성으로 2002. 3. 15.경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2006. 9.경부
터는 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였고, 원고의 배우자와 아들도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2006. 9.경 귀국한 후 학교법인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학교법인과 재단법인 등의
이사장 또는 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무고죄 및 위증죄로 처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범행은 친인척 사이의 분쟁에서 비롯된 것인 점, ④ 원고의 나머지 범죄전력으로는 1980. 9.경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10만 원, 2011. 11.경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이
전부인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나.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지는 행정청에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저지른 범죄는 그 성격상 사회 공동체 구성원 일반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으며, 원고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다시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을 정도로 품성과 행실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적회복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창석 이기택(주심)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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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적 여성이 결혼이민(F-6)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및 원고적격이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각하,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제1 부
판결
사

건

2014두42506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선양한국총영사관 총영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선익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5. 선고 2014누41086 판결

판결선고

2018. 5.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적격 인정 여부
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
원 2001. 9. 28. 선고 99 두856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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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출입국 관리법’이라 한다)은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여권과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제7조 제1항),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제12조 제1항)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이미 사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출입국항에서 입국
심사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사증발급은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입국을
보장하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입국허가결정이 아니라,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예비조건
내지 입국허가의 추천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출입국관리법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제10조 제1
항),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제8조 제3항)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은 외국인의 다양한 체류자격을 규정하면서, 그 중 결혼이민
(F-6)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가목),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나목), “국민의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상적
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다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
28의4호). 그런데 외국인에게는 입국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계 각국의 일반적인 입법 태도이다.
그리고 우리 출입국관리법의 입법목적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難民)
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제1조). 체류자격 및 사증발급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출입국관리법과 그 하위법령의 위와 같은 규정들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국경관리라는 공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일 뿐,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사익까지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다투는 외국인은, 아직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내지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는 아니어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법정책적
필요성도 크지 않다. 반면, 국적법상 귀화불허가처분이나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변경 불허가처분, 강
제퇴거명령 등을 다투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입국하여 상당한 기간을 체류한 사람이므로,
이미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내지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이
어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출입경관리법 제36조 등은 외국인이 사증발급 거부
등 출입국 관련 제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국제법의 상호주의
원칙상 대한민국이 중국 국적자에게 우리 출입국관리행정청의 사증발급 거부에 대하여 행정소송 제기를
허용할 책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는 없다.
이와 같은 사증발급의 법적 성질, 출입국관리법의 입법목적, 사증발급 신청인의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상호주의원칙 등을 고려하면, 우리 출입국관리법의 해석상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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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국민인 소외인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2010. 3. 6.부터 4박 5일간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국적자인 원고를 소개받은 후, 소외인이 2010. 4. 5.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원고가 2010. 4.
26.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2) 원고는 소외인과 혼인하였음을 이유로, 2010. 5.경부터 2013. 5.경 사이에 매년 1차례씩 피고에게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네 차례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매번 소외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의 실태조사를 거쳐, ‘소외인의 가족부양능력 결여’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사증발급을 네 차례 모두 거부하였다(그 중 피고가 2013.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네 번째 사증발급거부행위를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중국 국적자인 원고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처
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마.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본안으로 나아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항고소송의 원고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주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신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

▶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지 않는 외국인에 대한 후견사건에 관하여
긴급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한 판결 (서울가정법원 2018.1.17, 자, 2017브30016,
결정 : 재항고 [한정후견개시])
【 판시사항 】
甲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은 한정후견 개시 및 한정후견
인 선임 심판에 대하여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甲에 대하여 한정후견이 개시되어
야 하고, 사회복지법인을 甲의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하여 甲의 법률행위에 대한 일정한 범위의 동의권을
부여한 것은 타당하나, 제1심법원이 한정후견인에게 부여한 동의권의 범위와 같이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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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
甲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은 한정후견 개시 및 한정후견인
선임 심판에 대하여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甲이 양극성장애1형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제1심법원의
정신감정 결과에서 甲은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금전관리에 필요한 자기의사결정
및 사무처리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고, 병식과
치료에 대한 순응도가 떨어지는 사건본인의 회복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를 받은 점, 그 후 현재까지
甲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볼 만한 의미 있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이 현재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甲에 대하여 한정후견이 개시되어야 하고,
제1심법원이 甲의 복리를 위하여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후견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을
甲의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하여 甲의 법률행위에 대한 일정한 범위의 동의권을 부여한 것은 타당하나, 한정후
견이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따로 정한 행위에 대해서
만 행위능력이 제한되고, 그 외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완전한 행위능력을 갖게 되는바, 비록 동의권과 대리권
이 기본적으로 구별되고 목적하는 취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한정후견인이 완전한 행위능력을 갖게 되는
부분에도 한정후견인에게 법정대리권을 부여하게 된다면,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다시 한 번 불필요하게
제한하게 되고, 후견제도의 이념인 ‘잔존능력의 존중’에도 위배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법원이 한정후견인에
게 부여한 동의권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에 관하여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법원
이 한정후견인에게 부여한 동의권의 범위와 같이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참조조문 】
민법 제12조, 제13조, 제959조의2, 제959조의3, 제959조의4,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 전문 】
【 청구인, 피항고인 】
망

【 참 가 인】
【 사건본인, 항고인 】
【 제1심심판 】
서울가법 2017. 1. 24.자 2016느단50702 심판

【 주 문】
1. 제1심심판 중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부분을 별지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2.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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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고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
1. 청구취지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다.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소외 1[000000-0000000, 서울 서
대문구 (주소 1 생략)]을 선임한다.
2. 항고취지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1. 재판권 및 준거법
가. 사건본인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및 한정후견인 선임을 구하는 이 사건에 대하여, 사건본인은, 자신은
대한민국에 거소를 둔 외국인이 아니므로, 대한민국 법원에는 국제재판관할이 없고,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본안전항
변을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2011. 6. 17. 사건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고, 2017년경 대한민국에서 사건본
인의 외국인등록이 말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
회회신 결과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본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이후에도 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여 왔고(사건본인은 국적 상실 이후 대한민
국 이외의 지역에서 20일 이상 머문 사실이 없다), 2017. 10. 12.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사건본인은 최소한 대한민국에 거소가 있는 외국인에 해당한
다 할 것이다. 또한 사건본인은, 서울 마포구 (주소 2 생략) 소재 토지 및 지상 상가의 각 1/2 지분을
보유하는 등 대한민국 내에서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상가 등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하고 있고,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배우자인 소외 2와 사이에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서울가정법원 2016드합34915 사건), 부(父)
인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과 관련한 법률적 분쟁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는 피후견인을 보호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거소가 있는 사건본인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및 한정후견인 선임을 구하는 이
사건에 관하여는 국제사법 제4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을 가지고,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며, 이에 반하는 사건본인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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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의 이 사건 절차 승계
가. 사건본인은, 망 소외 1이 이 사건을 청구한 것인데, 그가 사망한 이상 타인이 이 사건 절차를 승계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은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망 소외 1을 승계하였다는
청구인은 사건본인과 이해관계를 달리할 뿐 아니라 과거의 우울증 병력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나
한정후견인으로서의 적격 및 능력 등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절차의 목적이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상속의 대상이 아니고 청구권자의 사망으로 사건 자체가 해결되
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청구인으로서의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자가 여러 사람이라면, 그중 1인이
청구하였다가 사망하더라도 다른 청구인적격자가 종전의 절차에 가입하여 이미 이루어진 조사 결과
등을 이용하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16조를 유추적용하여 절차의
승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자녀로 이 사건에 대한 청구인적격이 있고(민법
제12조 제1항), 그가 우울증을 앓았던 적이 있었다거나 사건본인과 이해관계를 달리한다는 사정은
청구인적격에 어떠한 지장도 주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절차에서 망 소외 1을 적법하게
승계하였다 할 것이다(아울러, 청구인은 한정후견인으로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을 선임
한 제1심심판에 불복하지 아니하였고, 후술할 바와 같이 이 부분 제1심 판단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에
게 한정후견인으로서의 적격 및 능력이 없다는 항고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한정후견 개시 및 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가. 사건본인은, 자신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지 않고, 설사 과거에 그러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현재는 그 능력을 모두 회복하였으므로 제1심심판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본인은 2016. 4. 15. 삼성서울
병원에서 양극성장애1형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진행된 국립정
신건강센터의 2016. 10. 4.자 정신감정에서, 사건본인은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
하여 금전관리에 필요한 자기의사결정 및 사무처리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정신적 제약으
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고, 병식과 치료에 대한 순응도가 떨어지는 사건본인의 회복을 예측
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를 받은 점, 그 후 현재까지 사건본인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볼 만한 의미
있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건본인은 현재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따라서 사건본인에게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있다는 사건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이 개시되어야 하고, 제1심법원이 사건본인의 복리
를 위하여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후견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
재단을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하여 그에게 사건본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일정한 범위의 동의
권을 부여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다만 제1심법원이 한정후견인에게 부여한 대리권의 범위가 적법하거나 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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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직권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한정후견이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따로 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행위능력이 제한되고(다만 동의를 받도록 정한 행위 중에서도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3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완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한다), 그 외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완전한 행위능력을 갖게 되는바, 비록 동의
권과 대리권이 기본적으로 구별되고 그 목적하는 취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한정후견인이 완전한
행위능력을 갖게 되는 부분에도 한정후견인에게 법정대리권을 부여하게 된다면, 피한정후견인의 행위
능력을 다시 한 번 불필요하게 제한하게 되고, 후견제도의 이념인 ‘잔존능력의 존중’에도 위배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법원이 한정후견인에게 부여한 동의권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에 관하여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피한정후견인이 신체적 제약 등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행위능력
범위 내에서 대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가 직접 대리권을 부여하면 된다). 이러한 사정에
기록 및 심문에 나타난 사건본인의 사무처리 능력, 한정후견인에게 부여할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논리적
일관성 등을 고려할 때, 제1심법원이 한정후견인에게 부여한 대리권 중 “물품의 구입･판매, 서비스
이용계약(휴대폰･신용카드 개설 등)의 체결･변경･종료” 부분은 제1심법원이 한정후견인에게 부여한
동의권의 범위와 같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구입･판매,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변경･종료”로
변경하고, “공법상 행위(세무신고 등)”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한 금융거래 등 정보 확인”
을 각 삭제하며,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법원의 허가사항 중 “금전을 빌리는 행위”를 삭제하여
그 대리권의 범위를 별지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기재와 같이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제1심심판 중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부분은 별지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그 외 제1심심판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생략]
판사

이은애(재판장)

박건창

최인화

▶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현역입영 등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2.9, 선고, 2017구합59581, 판결 : 항소, [인적사항공개처분취소청구])
【 판시사항 】
병무청장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를 받고도 병역법 제88조에서 정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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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甲 등을 포함한 병역의무 기피자 237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안에서, 甲 등에 대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위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
병무청장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를 받고도 병역법 제88조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甲 등을 포함한 병역의무 기피자 237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안에서, 병역법 제81조의2에서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취지는
병역의무 기피를 방지하고 성실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여지가 없어 공개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인적사항을 공개한다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
권을 일탈･남용한 것인데, 甲 등과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대부분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
었지만 甲 등은 여전히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입영 등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여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게 될 예정이고, 위 처분으로 甲 등이 병역의무의 이행에 관한 입장을 바꿀 것이라고 기대하
기도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면, 위 처분은 원래의 입법 목적 달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로지 甲 등에게
사회적 불명예와 고통을 가하는 처벌수단으로만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甲 등에 대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위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 참조조문 】
병역법 제81조의2 제1항 제3호, 제88조, 병역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5항, 행정소송법 제27조

【 전 문】
【 원 고】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화 외 1인)

【 피 고】
병무청장

【 변론종결 】
2017. 12. 8.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6. 12. 20.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인적사항 등 공개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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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비용 중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중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를 받고도 병역법 제88조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
한 사람들이다.
나. 서울 등 14개 지방병무(지)청에서는 2016. 2.경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개최하여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불응한 사람들 중 병역의무 기피자로서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잠정공개 대상을 선정하고, 2016. 2. 말경부터 2016. 4. 말경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잠정공
개 대상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다.
다. 서울 등 14개 지방병무(지)청의 위원회는 2016. 11. 말경 병역 이행사항, 소명서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
을 포함한 최종공개 대상자를 확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6. 12. 20. 원고들을 포함한 병역의무
기피자 237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0 내지 125, 1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고, 내용면에서도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
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가. 절차적 하자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만 하였을 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통지 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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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실이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를 위반하였다. 또한 원고 26, 원고 76의 경우
사전통지서의 본문에 성명, 주소, 처분사유가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 14, 원고 39, 원고
60의 사전통지서는 행정청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사전통지로 볼 수 없다.
나. 실체적 하자
1) 원고들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고, 이는 자유권규약
제18조, 대한민국헌법 제19조, 제20조에 따라 보호받는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내재된 권리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병역법 제81조의2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이나 교육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고들의 경우 징역 1년 6월의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제2국민역으로 처분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하더라도 얼마 후 공개자 명단에서 삭제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에 대하여 병역의무 이행
의 촉구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로지 고통만을 가하는 처벌수단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야 하고, 이러한 무효사유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참조).
나. 먼저 행정절차법 제24조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
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청
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09 판결 등 참조).
병역법 제81조의2, 병역법 시행령 제160조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에 관하여 잠정
공개 대상자 선정,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제공, 최종 공개 대상자 결정의 절차를 거쳐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을 병무청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존부나 내용의 명확성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없도록 그 절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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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의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또한 을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원고들은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최종 공개대상자로 확정되어 2016. 12. 20. 인적사항 등이 공개
될 예정임을 문서로 통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23조의 이유제시의무 위반, 제26조의 고지의무 위반 등의 절차적 하자 또는 실체
적 하자에 관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 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인적사항을 공개한 2016. 12. 20.로부터 97일이 경과한 2017. 3. 27.에야 제기되
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
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
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참조).
나) 병역법 제81조의2 제3항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
여 소명기회를 주고,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위원회로 하여금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
상황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병역
법 제81조의2 제1항 단서, 병역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은 위원회가 질병, 수감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실익
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각 규정에 따르면, 원고들이 잠정 공개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전통
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할 수 없다.
다) 을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원고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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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처분에 앞서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되어 2016. 12. 20. 인적사항 등이 공개됨을 본인
또는 가족이 그 주거지에서 등기우편으로 통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은
2016. 12. 20.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인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3.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원고들이 제기한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라) 그러나 나머지 원고들인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원고들의 경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되어 2016. 12. 20.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었다는 사실을 이 사건 소 제기일로
부터 90일 이전에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
이지 아니한다.
나.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원고들의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병역법 제81조의2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병역법 제81조의2 제1항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이나 군사
교육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병무청장이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정당한 사유’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
고 있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와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
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
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
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
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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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현역
입영 등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점을 고려하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현역입영 등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고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병역법 제81조의2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병역법 제81조의2 제1항은 “병무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사
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질병, 수감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이나 군사교육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며,
병역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은 ‘위원회가 질병, 수감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
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제1호)’, ‘위원회가 법 제81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2
호)’를 병역법 제81조의2 제1항 단서의 ‘질병, 수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병역법 시행령 제160조 제5항은 ‘병무청장은 법 제81조의2 제1항에 따라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병역의무 기피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
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 각호의 인적사항 등을 삭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병역법 및 그 시행령은 ‘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를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보아 공개
된 인적사항을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병역법 제81조의2에서 규정한 인적사항 등 공개제도는
이른바 ‘행정상 공표’에 해당하고, 이러한 의무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상 공표는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
의 명예 내지 수치심을 자극하여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수단인 점, 이러한 인적사항 등 공개제도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 신용 또는 프라이버시권이 침해
되는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취지는
병역의무 기피를 방지하고 성실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
할 여지가 없어 공개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다면 이는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현저하게 큰 경우로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
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들과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대부분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음에도
원고들은 여전히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입영 등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여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게 될 예정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들이 병역의무의 이행에 관한 입장을 바꿀 것이
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로 하여금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거나 원고들과 같은 사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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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일반 예방적 효과를 도모한다는 원래의 입법 목적 달성에 기여하지 못하
고, 오로지 원고들에게 사회적 불명예와 고통을 가하는 처벌수단으로만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들에 대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
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소결
따라서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위
원고들에 대한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이상, 나머지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며,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숙(재판장)

권수아

김지건

▶ 한국 체류중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불법체류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8.2.13, 선고, 2017구합67316, 판결 : 항소
[난민불인정결정취소])
【 판시사항 】
이란이슬람공화국 국적의 甲이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약 13년을 불법체류
하던 중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다가 ‘대한민국 체류 중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여 종교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난민인정을 신청하였으나 외국인보호소장이 난민불인
정결정통지를 한 사안에서, 甲이 이란으로 귀국하면 이란 정부에 의하여 기독교 개종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난민에 해당한다
고 한 사례

【 판결요지 】
이란이슬람공화국 국적의 甲이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약 13년을 불법체류
하던 중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다가 ‘대한민국 체류 중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여 종교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난민인정을 신청하였으나 외국인보호소장이 난민불인
정결정통지를 한 사안에서, 甲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난민신청을 한 것이 아닌지 동기가 의심되기는
하나 개종으로 인한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이란 정부의 탄압, 난민인정 여부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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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개종을 하였더라도 신변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난민신청을 미루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으
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甲의 개종사실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甲이 기독교 교회
교인으로 등록 후 세례를 받고 상당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지속하였으며 이란인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기독교를 소개하거나 노방전도 등을 통해 다수의 이란인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등 적극적인 종교활동을
한 점, 이란인이 단순히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인 포교활동까지 나아갈 경우
이란 정부에 의해 임의적인 체포와 심문을 당할 우려가 있고 신체적･정신적 고문에 노출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甲이 이란으로 귀국하면 이란 정부에 의하여 기독교 개종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난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참조조문 】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

【 전 문】
【 원 고】
【 피 고】
화성외국인보호소장

【 변론종결 】
2018. 1. 30.

【 주 문】
1. 피고가 2017.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란이슬람공화국(이하 ‘이란’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0. 10. 15.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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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는 체류기간 만료일인 2000. 11. 14.을 도과하여 불법체류하였고,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 중인
2002. 5. 22. 자진 출국의사를 밝혀 2003. 10. 15.까지 출국준비기간을 부여받고 출국명령을 받았다.
다. 원고는 불법체류자 합법화조치를 통해 2003. 10. 16.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체류하였
으나, 체류기간 만료일인 2005. 2. 13.을 도과하여 불법체류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불법체류 혐의로 적발되어 2016. 8. 19.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
되어 있던 중, 2016. 8. 30. 피고에게 대한민국 체류 중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여 이란에서
종교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난민인정을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7. 2. 15.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난민불인정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 이유(갑 제1호증) ○ 기독교 개종 이후 세 차례나 이란 대사관과 이란 정부 및 고향마을에 기독교
개종사실이 알려졌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동안 난민신청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법체류자로
단속된 이후에야 난민신청을 한 점 ○ 일반 신도로서 예배와 성경공부 등 교회 활동에만 참여하였을
뿐 적극적이고 공개적으로 전도활동을 한 적이 없고, 본국의 가족들도 원고의 기독교 개종에 대해
재개종을 요구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인정하는 점○ 개종 이후 이란 대사관에 여권 갱신을 위해 방문
하였으나 기독교 개종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이나 문제도 발생하지 않은 점 ○ 소속 교회나 난민
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지인이 원고에게 난민신청을 권유하거나 안내하지 않은 점 ○ 이란에서
기독교 개종이 정부의 탄압 대상인 것은 사실이나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전도활동을 하지 않는 한
교육･경제활동에 다소간 차별이 있더라도 난민협약상 박해라고 부를 수 있을 수준의 중대한 인권침
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3. 1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법무부장관은 2017.
6. 8.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 6, 7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이란에 돌아가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아버지와 함께 이란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다가 2000. 10. 15.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물건을
구입하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이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노동자로 일하면서 생활하였
고, 다리를 크게 다쳐 입원해 있던 중 이란인 친구인 소외 1(영문 이름 2 생략)을 통해 ○○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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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 되었으며 세례를 받았다.
2) 이후 소외 1이 2010. 1. 26. 사망하여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렀고, 그의 가족들은 기독교 개종자라
는 이유로 그의 시신을 수령하기를 거부하였으며, 대사관에서도 이를 알고 있어 이란으로 운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한편 원고는 소외 1의 사망보험금을 그의 가족들에게 전달(갑 제11, 12호증)하
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내에 이란인들에게 원고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소문이 났고,
이후 원고의 이란 집에 종교를 감시하는 정보국 직원이 찾아와 조사를 하기도 하였다(을 제5호증).
3) 원고는 ○○교회의 예배나 행정적인 일을 돕는 것은 물론 전도활동도 활발하게 하였고, 이를 통해
3명의 이란인을 개종시키고 세례 받게 하였는데, 그중 소외 2(영문 이름 3 생략)는 2010. 9. 5.
세례를 받은 후 이란으로 강제퇴거 되었고, 이란에 입국한 이후 2015. 7. 25. 이란의 경찰당국에서
구타로 사망하였으며(갑 제10호증), 소외 3(영문 이름 4 생략)과 그의 배우자 및 딸은 2012. 8.
12. 세례를 받고 같은 달 17일 이란으로 출국하였는데, 그의 딸은 이란으로 돌아간 이후 신앙생활이
불가능하여 터키로 피신하였고(갑 제9호증), ○○교회는 이란 정부에서 주목하고 있는 교회로서 출입
하는 이란인들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4) 원고는 주한 이란 대사관에서 여권을 2번 갱신하였으나 원고가 그 당시 난민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태였기에 담당자가 추가확인을 하지는 않았을 뿐이고, 이란에 있는 가족들에게 원고의 개종사실
을 알리고 전도하였으며, 이란 대사관과 협조관계를 잘 유지하던 소외 4(영문 이름 5 생략)는 원고를
잘 알고 있었는데, 최근 이란으로 갔다가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다.
5) 원고는 난민사유가 체재 중에 발생하였고, 원고의 구금가능성, 이란 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태도의
변경 기대, 원고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영향 등으로 인하여 난민신청이 지연된 것이고, 원고가
이란으로 강제퇴거될 경우 공항 도착 시부터 조사를 받게 되어 박해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란 정부가 기독교 개종자에 대하여 박해를 한다는 국가정황은 국제기구의 보고서 등에
의하더라도 분명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입국 및 난민신청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생년월일 생략) 이란의 길란 반다르 안잘리(Gilan Bandar Anzali)에서 태어났고, 아버지
와 남동생, 여동생은 현재 이란에 거주하고 있다(어머니는 2004. 1. 19. 사망함).
나) 원고는 아버지와 함께 이란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다가 대한민국 입국을 위해 3,500,000토만
(Toman, 약 110만 원)을 빌려 2000. 10. 15.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약 13년을 불법체류하던 중,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보호되어 있다가 2016. 8. 30. 난민인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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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을 하였다.
2) 국적국인 이란의 기독교 탄압 등
가) 미합중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2016년 연례보고서(갑 제13호증)는 이란의 종교의 자유에 관하
여 ‘이란 정부의 종교의 자유의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었는데, 기독교 개종자 등에 대해서는
특히 그러하고, 2010년 이후 550명 이상의 기독교인을 체포하고, 2016. 2. 현재 약 90명의 기독
교인이 종교적 신념과 활동으로 감옥에 갇혀 있거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평가하였다.
나) 영국 내무부(Home Office)의 2014년 국가 정보와 지침(Country Information and Guidance, 을
제9, 10호증)은 이란의 기독교인과 기독교 개종에 관하여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는
변절자로 고려되어 이란 내의 형법에 의해 처벌받기 때문에 이란 정부로부터 위해의 위협을
직면하고, 타인에게 활동적으로 복음을 전도하고 개종활동에 연루되어 있는 자들은 이란 내에서
박해의 실제적인 위협에 놓일 것이고, 그들에게 비호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라고 평가
한다.
다) 유엔난민기구(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에 대한 2017. 7. 3.자 사실조회
요청 결과(갑 제20호증)에 의하면, 이슬람의 율법(Sharia law)은 무슬림에게 개종할 권리를 인정
하지 않고,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주목할 가능성이 큰 종교활동 등을 하였을 경우
귀환 시 박해의 위협에 놓이게 되며, 기독교인이 이란으로 귀국하여 기독교 교회 예배에 참석하
고 전도활동을 할 경우, 임의적인 체포와 심문을 당할 우려가 있고, 구금 도중 책임자들이 정보
혹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하여 신체적･정신적 고문에 노출되는 것이 보편적이고, 2016년 적어도
193명의 기독교인들이 체포되거나 투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법무부의 2013년 이란에 대한 국가정황자료집(을 제12호증)은 통상적으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경우 대학입학이나 여권발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새로운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주일예배 참석 가능 등), 다만 적극적으로 대중에게
포교하고 전도를 할 경우 심각한 탄압을 받을 수 있다고 서술한다.
3) 원고의 대한민국 체재 중 활동 등
가) 원고는 이란인 친구인 소외 1의 소개로 ○○교회를 알게 되어 2006. 4. 30. ○○교회 교인으로
등록하였고, 2010. 2. 7.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나) 원고는 한국에 있는 이란인들을 집으로 불러 식사를 대접하고 신앙을 소개하거나 노방전도
등을 통해 다수의 이란인들을 ○○교회 이란팀으로 데려오는 등 적극적인 종교활동을 하였고,
특히 2010. 9. 5. 소외 2, 2012. 8. 12. 소외 3 등을 전도해서 세례를 받게 하였다.
다) ○○교회의 2017년 가을호 회지(갑 제24호증)에는 원고에 대한 기독교 활동 관련 인터뷰 내용
및 사진, 국내 봉사활동 사진 등이 수록되어 있다.
라) ○○교회에서 외국인선교부 이란팀에서 집사로 일하고 있는 증인 소외 5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고, 같은 교회 교인들도 원고의 기독교 신앙의 진정성을 탄원(갑 제23호증)하고
있다.
■ 증인 소외 5의 증언문: 증인은 원고를 언제부터 알게 되었나요.답: 제가 2010년 가을, 이란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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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봉사하면서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문: 증인이 옆에서 지켜본 원고의 신앙에 대해서
말해주세요.답: 제가 8년 동안 이란팀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변함없이 신실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참으로 한국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본받을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
다. 특히 저희 교회가 동대문에 위치해 있는데 화성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2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매주 빠짐없이 참석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인 신앙이었습니다.문: 원고가 초청해
서 교리를 이란 사람들에게 전하거나 했던 것을 보내거나 알려 준 것이 언제 무렵인지 아는가요.
답: 제가 이란 (팀)에서 봉사할 때부터 종종 보아왔고, 저도 두 번 정도 직접 집으로 초대를
받아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문: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답:
생활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신앙생활 이런 것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문: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이란 사람들은 원고가 전도를 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교회에 같이 비슷한
시기에 온 사람인가요.답: 전도한 사람도 있고, 같은 시기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문: 증인은
원고가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노방전도를 한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나요.답: 초창기에는
대사관의 감시가 소홀할 때는 봉사자들과 같이 교회 인근에 노방전도를 가끔 나갔고, 대사관의
감시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런 부분을 자제했습니다. (생략)문: 증인은 노방전도를 통해서
이란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온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나요.답: 예, 그렇습니다. 특히 소외
2라는 사람하고 소외 3, 근래에는 소외 6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한 소외 7이라는 사람도
근래에 2명을 전도한 사실이 있습니다.문: 증인이 보기에 원고는 이란인 전도활동에 열심이었
나요.답: 기준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열심이었다고 봅니다.
사실 한국사람도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3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직접적으로
전도하는 사례는 없을 만큼 부끄러운 일인데, 원고는 여러 사람을 직접 전도했다는 사실만으로
굉장히 큰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문: 원고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전도활동을 열심히 한
사실은 한국에 있는 이란인들에게 알려져 있나요.답: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문: 왜 그런가요.답:
주로 많은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란인들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문: 이란
대사관 사람들이 마음을 먹으면 원고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전도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답: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 9, 10, 13, 20, 23, 24호증, 을 제1, 5, 9,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 5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
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때 그 외국인이 받을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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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
야 할 것이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신청까지의
기간, 난민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
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
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
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두42913 판결 참조).
그리고 난민은 국적국을 떠난 후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같은 행동의 결과로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난민으로 보호받기
위해 박해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9539
판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두16852 판결 참조).
2)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는
이란으로 귀국하면 이란 정부에 의하여 기독교 개종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난민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난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약 13년을 불법체류하던 중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보호되어 있다가
난민인정신청을 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난민신청을 한 것이 아닌지 그 동기가 의심되기는
하나, 원고가 국내 입국 후 기독교로 개종하였음을 사유로 한 체재 중 난민신청자인 점이 고려되
어야 할 것이고, 개종으로 인한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이란 정부의 탄압, 난민인정 여부의 불확실
성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개종을 하였더라도 신변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난민신청을
미루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개종사실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② 오히려 원고는 이란인 친구인 소외 1의 소개로 ○○교회를 알게 되어 2006. 4. 30. ○○교회 교인으로
등록하였고, 2010. 2. 7.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지속하였고,
이란인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기독교를 소개하거나 노방전도 등을 통해 다수의 이란인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등 적극적인 종교활동을 하였고, 특히 소외 2, 소외 3 등을 전도해서 기독교로
개종시키기고 세례를 받게 하였다.
③ 또한 ○○교회의 2017년 가을호 회지에는 원고에 대한 기독교 활동 관련 인터뷰 내용 및 사진,
국내 봉사활동 사진 등이 수록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교회 집사인 소외 5와 같은 교회 교인들은 원고의 기독교 신앙의
진정성을 탄원하고 있는바, 이상과 같은 정황을 종합하면, 원고는 외부적으로 적극적인 종교활동
을 하여 원고의 신앙생활이 상당히 객관적으로 공표된 것으로 보인다.
④ 그런데 미합중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2016년 연례보고서, 영국 내무부의 2014년 국가 정보와
지침, 유엔난민기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법무부의 2013년 이란에 대한 국가정황자료집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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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여 보면, 이란인이 단순히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인 포교활동까
지 나아갈 경우, 이란 정부에 의해 임의적인 체포와 심문을 당할 우려가 있고, 신체적･정신적
고문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⑤ 종교를 공개할 경우 국가로부터 차별을 당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 자신의 종교를 숨기기로 결심하
는 것만으로는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서울고등법원 2018.
1. 18. 선고 2017누74803 판결 참조), 원고의 경우 적극적인 기독교 포교활동을 하여 그 활동이
외부적으로 상당히 공개되었으므로, 원고가 이란으로 강제퇴거될 경우 신체적･정신적 위해에
노출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박형순(재판장)

곽태현

문중흠

▶ 탈북자 지원 활동에 관여한 중국인의 난민 지위를 인정한 사례 (제주지방법원
2017.12.13, 선고, 2017구합5304, 판결 : 항소, [난민불인정결정취소])
【 판시사항 】
중화인민공화국 및 라오스 국적 甲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자신이 중국에서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출입
국관리사무소장이 ‘甲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난민불인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행위를 매개로 한 정치적 의견
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
중화인민공화국 및 라오스 국적 甲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자신이 중국에서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출입
국관리사무소장이 ‘甲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난민불인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수년간에 걸쳐 중국 내 탈북자들의 국외 이주 등을 지원･조력하는
활동을 하였고 이를 이유로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중국 형법에 따라 불법 월경을
적극적으로 조직한 혐의가 적용되었을 여지가 커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
이 있는 점, 甲이 경제적인 동기 등에 의하여 중국 내 탈북자들의 국외 이주를 도왔다고 하더라도 甲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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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형사처벌의 원인이 되었던 탈북자 지원 활동에는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중국이 취해 온 정책에 대한
정치적 의견 표명으로서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甲이 취득한 라오스 국적은 법률상
효력이 문제 될 소지가 커 국적국이 라오스임을 전제로 한 처분사유는 유지되기 어렵고, 국적국인 중국으로
부터의 보호를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이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행위를 매개로 한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참조조문 】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 전 문】
【 원 고】
【 피 고】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 변론종결 】
2017. 11. 15.

【 주 문】
1. 피고가 2016.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및 라오스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2016. 3. 12.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같은 해 4. 7.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23. ‘라오스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귀국 시 라오스 정부로부터 박해의
대상이 된다고 볼 근거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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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난민불인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2. 2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중국 내에 있는 북한 이탈민들의 중국 탈출을 돕는 등 중국의 국내법 및 탈북자 정책에
반하여 이른바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한 자로서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원고는 중국을 떠나 라오스 국적을 취득한 후 오랜 기간에 걸쳐 평온한 생활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박해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오로지 경제적인 이익만을 좇아 생계유지 차원에
서 탈북자를 지원하였을 뿐이어서, 설령 원고가 위 활동을 이유로 중국의 실정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거
나 향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욱이
원고는 라오스 국적자이기도 하여 국적국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등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지위에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대한민국에의 입국 경위
가) 원고는 중국에서 태어나 생활하던 중 ○○○○선교회 소속 목사로서 중국 내 탈북자들에 대한
출국 지원 등의 활동을 하던 소외인을 알게 되었고, 2006년경부터 소외인 목사 등과 협력하여
중국 내 탈북자들이 라오스 등으로 출국하는 것을 돕는 일을 하였다. 당시 원고는 소외인 목사
측으로부터 위 탈북자 지원 활동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돈을 받기도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8.경 타인의 불법 월경 행위에 관여하였다는 혐의로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고,
재판 결과 해당 혐의가 인정되어 2009. 3.경 중국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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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는 위와 같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중국을 떠나 캄보디아, 라오스 및 태국 등지에서
생활하였고, 그 과정에서 라오스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0. 10.경 태국에
체류하던 중 태국 정부에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2. 12.경 라오스로 돌아온 후 라오스 국적을 취득하였고 해당 국가의 여권도 발급받
았다.
마) 원고는 2016. 3. 12. 라오스를 떠나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난민신청 내지 면접과정에서 한 원고의 진술내용
가) 원고는 중국 강서성 풍성시에서 태어났으나 1991. 5.경 라오스로 가 생활하기도 하였고, 그
무렵부터 중국과 라오스를 오가며 약재나 토산품 등의 무역업을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생계
를 영위하던 중인 2004년경 조선족 친구의 부탁으로 돈을 받고 중국 내 탈북자들의 국외 탈출을
도와준 것을 계기로 탈북자들의 라오스 등으로의 출국을 안내･지원하는 일을 하였는데, 2006년
경 북한 주민을 통해 소외인 목사를 소개받은 이후부터는 소외인 목사가 대표로 있는 ○○○○선교
회 측과 교류하며 그로부터 일부 대가를 받고 기존의 탈북자 지원 활동을 계속하였다.
나) 원고는 2007. 4.경 북한 이탈민의 불법 월경을 도왔다는 이유로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1개월가량
감금되었고, 2008. 6.경에는 중국의 국가안전국에 강제 연행되어 탈북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원고가 위 협조 요청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2008. 8.경
다시 기존과 같은 이유로 체포되었다가 2009년 초경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석방되었다.
다) 원고의 석방 직후인 2009.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공안 관계자가 수배령이 내려졌다며 외국으로
도피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중국을 떠나 라오스 등 제3국을 전전하며 생활하였는데,
그중 캄보디아와 태국에서 난민신청을 하기도 하였으나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라오스에 정착하여 생활하다가, 2012. 12.경 담당 공무원에게 돈을 주고 출생지
등 인적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후 라오스 국적과 여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라오스 등에서의
체류기간 동안에도 수시로 소외인 목사 측을 도와 중국에서 라오스 국경까지 내려온 북한 이탈
민을 태국 등으로 인도하는 활동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3.경 주라오스 중국대사관 측으로부터 형을 감경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으로
돌아가 북한 이탈민들의 불법 월경에 대한 관여 행위 등을 자수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중국으로 귀국할지 여부를 고민하였으나, 당시 관계인을 통해 ‘중국 공안이 직접
라오스로 와 원고를 체포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중국으로 돌아가는 대신 탈북자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아 우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하게 되었다.
3) 탈북자 지원 활동에 대한 중국의 정책 및 법률
가) 통일연구원의 2005년 북한인권백서, 2012. 8.자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 및 북한인권정보센터의
2013. 12. 10.자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관련 보고서 등에 의하면, 중국은 탈북자에 대해 ‘국제
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처리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한편으로 ‘경제적
문제로 국경을 넘은 사람이어서 난민으로 처리할 수 없다’거나, ‘탈북은 심각한 식량난에 기인한
것으로, 탈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탈북자에 대한 보호정책보다는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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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위 각 보고서 및 미국 국무부의 2016년
중국 인권 보고서 등에 의하면, 중국은 198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정치적
박해 위험 등으로 탈출한 자국 내 북한 주민들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과 체결한 범죄인상호인도 협정 등에 따라 탈북자를 북한으로 송환하는 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탈북자들의 불법적인 월경을 돕는 자들을 구금･기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나) 중국 형법 제318조는 타인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도록 조직(준비, 구성)하는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하되, ① 여러 차례 타인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도록 조직하였거나
많은 수의 사람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도록 조직한 자, ② 폭력, 위협의 방법으로 수사에 항거한
자, ③ 위법하게 얻은 소득의 액수가 큰 자, ④ 기타 특별히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형 또는 재산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 제61조는 ‘타인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도록 조직하거나 운송을 한 자’에
대하여 협조한 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와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8, 9, 20 내지 25,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난민 인정 요건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
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참조).
한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으며,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신청까지
의 기간, 난민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참조).
2) 난민 해당 여부
앞서 본 사실과 갑 제7, 10 내지 19, 29 내지 76호증을 포함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중국에 거주하는

16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8, Vol.17, No.2 (통권 제49호)

국제법 관련 판례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 행위를 매개로 한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하다.
가) 박해의 개연성
(1) 원고가 2004년경부터 수년간에 걸쳐 중국 내 탈북자들의 국외 이주 등을 지원･조력하는 활동
을 하였음은 피고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이와 같은 탈북자 지원 활동을 이유로
2008. 8.경 중국 공안에 의하여 체포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중국의 치안
관리처벌법은 불법 월경을 조직하거나 운송하는 데 단순히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구류 혹은
벌금형의 처벌 규정만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당시 원고에 대해서는 중국 형법에 따라 불법
월경을 적극적으로 조직한 혐의가 적용되었을 여지가 크다. 따라서 원고가 과거 불법 월경을
조직한 횟수나 그 규모에 따라서는, 향후 원고가 여하한 사유로 중국에 돌아가게 될 경우
중국 형법 제318조 등에 의해 가중된 처벌(법정형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받게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2) 원고가 적극적으로 탈북자 지원 활동에 나서게 된 계기를 제공하였던 소외인 목사는 2001년경
동일한 활동을 이유로 중국 공안에 체포･구금되었다가 국외로 추방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
위 시점을 전후하여서도 상당기간 동안 그가 대표로 있던 ○○○○선교회 등을 통해 대한민국
내외에서 공개적으로 대규모의 탈북자 지원 활동을 벌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외인
목사는 물론이고, 그에 협조하여 탈북자 지원 활동에 관여한 원고 또한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게 되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바, 2009. 3.경 해당 활동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원고
가 출소 직후 중국을 떠나 라오스 등 타국을 전전하며 생활하였던 것에는, 기존의 탈북자
지원 활동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위와 같은 주목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 여지가 있다[중국
정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도주인등록표’(갑 제7호증)상에 기재된 원고의 도주 날짜 등
관련 정보의 내용 및 원고가 2009. 3.경 중국을 떠난 후 태국 등 제3국에 난민신청을 하였던
사정 또한 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한다].
(3)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직후 중국을 떠나 라오스 등지에서 생활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인 2016. 3.경에야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외인 목사를 포함한 탈북자 지원 활동 관계자들의 진술과 관련 기사 내지 출판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는 2009. 3.경 중국을 떠난 이후에도 소외인 목사 등과의 협조하에
탈북자 지원 활동에 꾸준히 관여하는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언론사 및 출판사 등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본인의 활동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2. 12.경 라오스
국적을 취득한 후 해당 국가에서 생활하던 원고가 2016. 3.경 갑자기 라오스를 떠나 대한민국
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하기에 이른 일련의 비정상적인 상황 또한 위와 같이 지속･공개된
원고의 탈북자 지원 활동 및 그에 대한 중국 정부의 주목으로부터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6. 3.경 주라오스 중국대사관 측으로부터 중국으로의 귀국을 종용
받는 전화를 받고서 얼마 후 탈북자 지원 단체 등의 권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고 주장하
며, 2016. 3.경 원고의 휴대전화 통화 수신 기록(갑 제16호증)상에 기재된 전화번호들 중 일부
가 라오스 전화번호 안내 사이트(갑 제17호증)에 게시된 주라오스 중국대사관의 전화번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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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한다는 점을 당시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나) 박해의 원인
(1) 원고가 2004년경부터 중국 내 탈북자들의 국외 이주를 도왔던 까닭에 경제적 동기가 포함되어
있었음은 부인하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는 소외인 목사 등을 도와 본격적으로 탈북자 지원
활동에 관여하는 동안에도 일부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해 피고는, ‘순수한
경제적 이유에서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한 것이어서 원고와 보통의 탈북 브로커와의 차이를
찾기 어려우며, 소외인 목사 측과의 협조 관계 또한 돈을 매개로 한 단순한 사업적 관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특정인이 어떠한 행위를 이유로 해당 국가의 실정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처벌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이를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그런데 특정인이 경제적이거나 인도적인 동기 등에 기해 자국의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 여하에 따라서는 문제 된 실정법 위반 행위에 자국의 법과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정치적 의견 또한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적지 않고, 오히려
일반적으로는 특정인의 실정법 위반 행위에 내재된 동기를 경제적･인도적 혹은 정치적인 성격
의 것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중국
내 탈북자 지원 내지 북송 등을 둘러싼 문제는, 북한과 중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적
이해관계 등과도 결부된 민감한 정책적 사안으로서 이를 특정 국가의 단순한 출입국관리의
문제로 단순화하여 보기 어렵다(대한민국 국회 또한 2003. 8.경 일부 의원들의 주도하에 ‘탈북
자들의 국외 이주 등 구호활동을 벌이다 중국의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구금되었던 한국
인들의 석방 및 탈북인들의 강제송환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중국 정부가
탈북자 문제에 관하여 사실상 취하여 온 정책 및 제반 조치들에 대해서는 이를 비판하는 국제사
회의 목소리가 없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3) 원고가 탈북자 지원 활동에 관여한 기간과 규모, 소외인 목사 내지 ○○○○선교회 등 원고가
협력한 개인이나 단체가 해당 활동에 있어 갖는 위상 및 탈북자 문제에 관한 중국 내 정책의
기조 등에 위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과거 원고에 대한 형사처벌의 원인이 되었던 탈북자
지원 활동에는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중국이 취하여 온 정책에 대한 정치적 의견 표명으로서
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국적국의 보호에 관한 기대가능성
(1)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로서는 향후 국적국인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탈북자 지원 활동 등을 이유로 형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고는 탈북자 지원 활동을 이유로 구금되었다가 석방된 직후 중국을 떠나 생활하던
중 앞서와 같이 라오스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을 하였고, 그 자신 또한 라오스 국적을 취득한
바 있다. 그러나 라오스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관한 원고의 진술 내용에다가, 원고의
라오스 여권에는 실제 원고의 중국 출생지가 아닌 라오스 내 도시(PHONGSALY)가 출생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당시 라오스의
관련법이 정한 정당한 국적취득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하기 어렵다), 원고가 취득한 라오스
국적은 그 법률상 효력이 문제 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원고의 국적국이 라오스임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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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원고가 라오스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은 경험이나 향후 박해를 받을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2) 피고 또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라오스 국적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되었을 것으
로 추정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원고가 라오스에서 특별한 문제 없이 생활하였고 해당
국가의 여권을 사용하여 자유로이 입･출국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원고가 앞서와
같은 탈북자 지원 활동 등으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개연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이상, 설령 원고가 여권 발행국인 라오스 정부에 의하여 같은 활동을 이유로 형사처벌 등
구체적인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난민의 인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서,
원고가 국적국인 중국으로부터의 보호를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진영(재판장)

채희인

성준규

www.mofa.go.kr

165

| 외교부 소식 모음 |

새소식 요약
❚ 기간 : 2018. 3. 1. ~ 2018. 5. 31. ❚

- 자세한 내용 및 기타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 [뉴스･공지 > 보도자료] 참조
O 금년도 APEC 정상회의(2018.11.18.,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를 위한
21개 회원국간 논의가 제1차 APEC 고위관리회의(3.8~9,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를 시작으
로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O 강경화 외교장관은 EU측 초청에 따라, 3.19(월) EU 비공식 외교이사회에 참석하였다.
O 외교부는 평창 동계패럴림픽 개막을 맞아 3월 9일(금) 강릉에서 패럴림픽의 성공을 기원하고
장애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한 인권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제로 ｢평창 국제 장애인 인권 포럼｣을 개최하였다.
O 외교부(장관 강경화)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3월 13일 서울에서 양 부처 장관 주재로 ｢외교부환경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O 외교부가 후원하고 한국동남아연구소와 베트남 사회과학원이 공동 주관한 ‘한-베트남 공공외교
대화’가 이혁 주베트남대사, 박은하 공공외교대사, 응웬 꾸앙 뚜안(Nguyem Quang Thuan) 베트
남 사회과학원장을 비롯한 양측 정부, 학계 및 언론계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15(목)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었다.
O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EU 외교이사회(3.19) 참석을 위한 브뤼셀 방문 계기에 3.18(일) 19:0020:00간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한-EU 외교장
관회담을 갖고, 한-EU 관계･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O 제6차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ROK-IAEA High-Level Policy Consultation)가 오영주 다자
외교조정관과 테로 바리오란타(Tero Varjoranta)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의 주재로 3.21(수)
외교부에서 개최되었다.
O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에 근무하는 권혁우 참사관(前 산업부 FTA협상총괄과장)이 ’18.3.26
(월)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의장(임기: 1년)으로 선출되었다.
O 외교부는 30년이 경과한 1987년도 문서를 중심으로 총 1,420권(23만여 쪽)의 외교문서를 원문해
제와 함께 2018. 3. 30. 자로 국민에게 공개한다.
O 제17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재난구호 회기간회의(Inter-Sessional
Meeting on Disaster Relief)와 제10차 ARF 비확산･군축 회기간회의(Inter-Sessional Meeting
on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가 각각 4. 4.(수) 및 4. 5.(목)~6.(금)간 연이어 서울 롯데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O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주최로 4.3
(화)~5(목)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차 ｢아시아태평양 에너지포럼(the Second Asian and
Pacific Energy Forum; APEF)｣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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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우리 정부 대표단(외교부･국토교통부 합동)은 4월 5~6일 라트비아 리가에서 열린 한-라트비아
항공회담에서 한-라트비아 간 항공협정* 문안에 가서명하고 양국 간 주3회 운항할 수 있도록
공급력을 설정하는 데 합의하였다.
O 제8차 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 및 조정회의가 동아시아 및 중남미 33개 회원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4.10(화)-11(수) 양 일간 광주에서 개최된다.
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파리)는 4월 9일(현지시간 15:00, 한국시간 22:00) 개발원조위원회
(DAC) 회원국들의 2017년 공적개발원조(ODA) 잠정통계를 발표했다.
O 외교부 북미국은 4.11(수) 오후 가톨릭관동대학교에서 주한미국대사관 및 주한캐나다대사관과
합동으로 제1차 ‘외교관과의 대화(Cornerstone Dialogue로 명명)’를 개최하고, 약 40여명의 학생
들과 소통 행사를 가졌다.
O 한･수단 수교기념일(4.13)을 앞두고 개최된 ｢한･수단 고위급 정책협의회(4.12)｣에서 윤강현 외
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수단 엘나임(Elnaim) 외교차관에게 수단이 작년 20년 만에 미국의 경제
제재에서 벗어난 것을 환영하고, 엘나임 차관과 제재해제 이후(post-sanction)의 양국 경제･통상
관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O 이혁 前 주베트남대사가 4.16(월) 제4대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으로 취임하였다.
O 외교부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협력하여 4월 19일(목)-20(금) 간 서울(조선호텔)에서 ｢한
-OSCE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및 대응 회의(Inter-Regional Conference on Preventing and
Countering Violent Extremism and Radicalization that Lead to Terrorism)｣를 개최하였다.
O 고기영 KT 글로벌 컨설팅 단장이 2018.4.17.(화)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산하
아태정보통신기술교육원(APCICT) 원장으로 임명되었다.
O 제10차 뺷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뺸가 한중 양국 외교부(심의관･부국장급) 및 어업관련 부처
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4월 24일(화) 중국 샤먼에서 개최되어 서해 조업질서 현황 점검, 중국어
선 불법조업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방지를 위한 한중 공동 조치
합의문 등 양국간 어업분야 합의사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O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조약 제2386호)이 2018.4.27.(금)자로 발효되었다.
O 외교부는 문화재청,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5.2(수) 서울(롯데호텔서울)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가입 30주년 국제세미나(Seminar on the 30th Anniversary of Korea’s Accession
to the UNESCO World Heritage Convention)｣를 개최하였다.
O 파리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2018년 말까지 마련하기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
구회의가 4.30.(월)-5.10.(목)간 독일 본에서 개최되었다다.
O 한-모잠비크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이 4.30(월)(현지시간) 모잠비크 교통통신부에서 김흥수 주
모잠비크 대사와 카를로스 메스키타(Carlos Fortes Mesquita) 교통통신부 장관 간에 서명되었다.

www.mofa.go.kr

167

| 외교부 소식 모음 |

새소식 요약
O 믹타(MIKTA) 5개국 외교장관은 지난주 개최된 2018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는
공동성명을 4.30(월) 채택하였다.
O 외교부는 EU 대외관계청(EEAS)과 공동으로 5.3(목)-4(금)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제4차
한-EU 중동문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O 외교부는 문화재청,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5.2(수) 서울(롯데호텔서울)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가입 30주년 국제세미나(Seminar on the 30th Anniversary of Korea’s Accession
to the UNESCO World Heritage Convention)｣를 개최하였다.
O 외교부는 2018.5.3.(목) 15:00 조현 제2차관 주재로 ｢2018년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여, 2019년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 작성을 위한 최종 조정 작업을 진행
하였다.
O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5.3(목) 개최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AFoCO) 창립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O 외교부는 5.4(금) 11:00-11:30간 외교부 1층 로비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및 국민대표 등 약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외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O 정부는 조현 외교부 제2차관 주재로 5.4.(금) 오전 국제질병퇴치기금 제3차 운용심의회를 개최하
여 2019년부터 추진될 기금 사업을 심의･의결하였다.
O 정부는 지난 2월 26일 남부 하일랜드 지역에서 발생한 진도 7.5의 강진 및 추가 지진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뒤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푸아뉴기니에 총 20만미불 규모의 인도
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O 윤강현 외교부 경제조정관은 5.11(금)-16(수) 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제74차 유엔 아시아･태
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총회 각료급 회의에(5.14-16)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O 이달 25일 유럽연합(이하 EU)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하 GDPR)이 시행됨에 따라 EU에 진출하
려는 기업이라면 새로운 규정에 맞춘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O 강경화 외교장관은 쿠바 아바나에서 개최되는 제37차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총회에 우리 외교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참석하였다.
O 조 현 제2차관은 한국을 방문 중인 윌리엄 레이시 스윙(William Lacy Swing) 국제이주기구
(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사무총장을 2018.5.11.(금) 면담하여 우리나라
의 이주 관련 정책과 한-IOM간 협력 증진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O ｢레일라니 파르하(Leilani Farha)｣ 유엔 인권이사회 적정주거 특별보고관이 5.14(월)-23(수)간
공식 방한하였다.
O 외교부는 5.14.(월)~17.(목)간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네팔 카트만두 지역
내 강진으로 인한 우리국민 피해 발생 대응 훈련’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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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요약
O 강경화 장관은 2018.05.16.(수) 오후 외교부에서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
데이빗 비즐리(David Beasley) 사무총장과 면담하였다.
O 우리 정부는 5.18(금)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
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의 이란 핵합의(JCPOA) 탈퇴 이후
대 이란 제재 복원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O 제12차 믹타(MIKTA: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 외교장관회의가 5.21(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개최된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개최되었으며, 우리측에서는 조 현 외교부 2차관
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O 외교부는 對 국민외교 사업의 일환으로 북미국이 주관한 가운데 5.24(목) 15:00-16:00 전남대
학교에서 약 70여명의 학생 참석으로 제3차 ‘외교관과의 대화(Cornerstone Dialogue)’를 개최
하였다.
O 조현 외교부 2차관은 2018.5.25.(금) 16:30 외교부 청사에서 마리아 테레자 곤살브스 히베이루
(Maria Teresa Gonçalves Ribeiro) 포르투갈 외교협력차관과 ｢대한민국과 포르투갈공화국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하였다.
O 강경화 장관은 5.25.(금) 브라질 누네스 페헤이라(Nunes Ferreira) 외교장관, 파라과이 엘라디오
로이사가(Eladio Loizaga) 외교장관, 우루과이 닌 노보아(Nin Novoa) 외교장관과 각각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및 경제협력 증진,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O 5월 28일(월) 오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07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정부그룹 회의에
서 우리나라 백지아 주제네바대사가 ILO 정부그룹 의장에 선출되었다.
O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5.30(수)-31(목)간 ‘보다 책임 있고, 효과적이며, 포용적 성과를
위한 다자주의의 기반 재형성(Reshaping the foundations of multilateralism for more responsible,
effective and inclusive outcomes)’을 주제로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우리 정부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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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21개국, “포용적 기회 활용, 디지털
시대 대비”를 위한 금년도 논의 개시
(2018. 3. 7)

- 2018.6월말 서울에서 지식재산권 분야 협

1. 금년도 APEC 정상회의(2018.11.18., 파푸아뉴

※ 한국은 SCFAP II “병목점 1(통합국경관리

기니 포트모르즈비)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를

결여 및 후진적 국경 통관)”에 대해 호주와

위한 21개 회원국간 논의가 제1차 APEC 고위

함께 공동 주도국으로 참여하여 구체적 이

관리회의(3.8~9,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

행계획을 도출하고 병목점 1 해소를 위해

를 시작으로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노력할 예정

◦ 우리나라는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협상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RTA/FTA의
분야별 워크숍/세미나 개최
상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예정

* SCFAP II : 공급망 연계성 프레임워크 행동

수석대표로 참석 예정

계획 2단계 모니터링 프레임워크(Monitoring

※ 2018년 APEC 회의 일정

Framework for the APEC Supply Chain

- 정상회의 : 11.18, 포트모르즈비

Framework Action Plan Phase II 2017-

-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 11.16, 포트모르즈비

2020)

- 통상장관회의 : 10.15-17, 포트모르즈비
- 고위관리회의 : (2차) 5.23-24, (3차) 8.19-20,
(최종) 11.12-13, 포트모르즈비

◦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한 APEC 내 대응 방안으로서, 작년 11월
최종고위관리회의(CSOM)에서 Pathfinder 지
위를 확보한 ‘포용적 무역 이니셔티브(Inclusive

2. 금년도 APEC 의장국인 파푸아뉴기니는 ‘포용적

Trade Initiative)’의 이행을 개시하고 △중소

기회 활용, 디지털 시대 대비(Harnessing Inclusive

기업, 여성 및 청년, 식량안보 등 포용적 성장

Opportunities, Embracing Digital Future)’를 주

을 위한 APEC 회원국간 정책 공유 사업 추진

제로, △연계성 향상 및 역내경제통합 심화, △

- 우리는 중소기업 역량 및 혁신성 강화에 기여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개혁을 통한

하고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APEC 청년

포용적 성장을 핵심 의제로 설정하였다.

사업가 네트워킹 프로그램’(Young Entrepreuners
Networking Program) 추진 예정

3. 우리나라는 상기 핵심의제별 아래와 같은 우리

※ APEC 청년사업가 네트워킹 프로그램 : 청

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고, 회원국의 지지와 참

년 창업가, 정부 관계자, 벤처기업 등을 초

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청하여 세미나 개최, 벤처기업 방문, 청년

◦ (연계성 향상 및 역내경제통합 심화) 역내 경

창업아카데미 방문 등 실행 예정(’18.5월)

제 통합 도모를 위한 △‘개도국 역내경제통합

◦ (구조개혁을 통한 포용적 성장) 서비스 경쟁

협상역량강화(CNBI) 3단계 사업(2018-2020

력 로드맵 이행과 관련하여, ‘서비스 국내규

년)’을 이행하고 △아태 지역 공급망의 무역

제에 관한 비구속적 원칙’ 및 ‘서비스무역 규

비용 절감 및 공급망 신뢰도 개선을 목적으로

제환경 평가지수(STRI)’ 개발 및 ‘중소기업

하는 SCFAP II* 이행을 위한 기여방안 모색

서비스분야 GVC 참여 촉진 사업’추진을 통

※ 개도국 협상역량강화(CBNI:Capacity Building

해 역내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기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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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s Initiative) 사업 : 아태지역 자유무역지

※ 서비스분야 국내규제 비구속적 원칙 개발

대(FTAAP) 실현을 위해 개도국의 RTA/FTA

: 서비스 분야 국내규제에 대해 APEC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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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들을 대상으로 일련의 원칙을 개발, 상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한 규제로 인한 비용 절감 및 규제개혁 지

노력에 대해 EU측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원 도모

요청할 예정이다.

※ 서비스무역 규제환경 평가지수 개발 : APEC

◦ 아울러, 금년 수교 55주년을 맞는 한-EU 관계

역내 회원국들의 서비스 무역 관련 환경을

전반을 조명하고, 우리 정부의 對유럽 외교･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수 개발

협력 방향도 논의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 서비스분야 GVC(글로벌가치사슬,
Global Value Chain) 참여 촉진사업 : 역내

쉍 한편, 강 장관은 금번 EU 외교이사회 참석 계

중소기업들의 GVC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에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서비스 분야별 정책제안 연구, 역량강화 워

NATO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NATO 협력

크숍 개최 및 민관협력 등을 통한 우수사례

증진 방안, 한반도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및 성공 경험을 공유

강경화 외교장관, EU 외교이사회(3.19)
참석 (2018. 3. 7)

외교부, ｢평창 국제 장애인 인권 포럼｣ 개최
(2018. 3. 8)
쉍 외교부는 평창 동계패럴림픽 개막을 맞아 3월

쉍 강경화 외교장관은 EU측 초청에 따라, 3.19

9일(금) 강릉에서 패럴림픽의 성공을 기원하

(월) EU 비공식 외교이사회(Informal Foreign

고 장애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공유하

Council)에 참석할 예정이다.

기 위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한 인

◦ 금번 강 장관의 EU 외교이사회 참석은 우리
외교장관으로서는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서, 한-EU 협력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EU측

권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제로 ｢평창
국제 장애인 인권 포럼｣을 개최한다.
◦ 금번 포럼에는 유엔 최초의 시각장애인 대사

의 높은 관심과 지지를 반영하는 것임.

인 월튼 웹슨 주유엔 안티구아바부다 대사와

※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2.15-16 EU

치아용용 싱가포르 최초의 여성 장애인 국회

비공식 외교장관회의 직후 기자회견시 “EU

의원이 기조발제자로 나서 장애인권리협약

외교장관들이 한국 외교장관을 차기 EU 외

및 지속가능개발 의제의 이행을 위한 유엔의

교이사회에 초청하기로 하였다”고 발표

논의 동향 및 자국의 노력을 소개하고 한국장

※ EU 외교이사회는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애인개발원, 국내 장애인 관련 단체의 전문가

고위대표 주재로 28개 EU 회원국 외교장

들과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

관 참석下 매달 개최되는 회의로서, EU 회

※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원국 이외의 제3국 인사 초청은 중요 이슈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2006년 유엔

가 있는 경우에 한 해 예외적으로 이루어짐.

총회에서 채택되어 2008년 발효한 21세기
최초의 인권협약으로 2018년 3월 현재, 우

쉍 강 장관은 이번 EU 외교이사회에 참석한 EU

리나라를 비롯한 175개국이 가입

외교장관들을 대상으로 최근 한반도 상황과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쉍 우리 측은 국제기국국장이 참석하여 환영사를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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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할 예정이며, 오준 전 장애인권리협약 당사
국 회의 의장 주재로 전문가들이 장애포괄적 사
회개발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쉍 양 부처는 서로의 정책수단을 연계해 다양한
협력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먼저, 국제회의 등에서 새 정부의 기후변화 대

장애여성과 장애소녀의 인권, 접근가능한 관광,

응 의지 및 노력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기후변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법 앞에서의 평등 등

화 파리협정 이행지침 마련(’18.12월, COP24)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을 위한 후속협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 금번 포럼에는 농아인 참석자들을 위해 수화

◦ 아울러,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

통역이 제공될 예정

립시 SDGs 이행 관련 목표가 적절히 반영되고,
국제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쉍 국내외 장애인 단체 관계자 100여명이 한자리

◦ 환경분야 산업 및 인력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

에 모여 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사회참여를 논

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중국 협력 등 양

의하는 이번 포럼은 평창 패럴림픽의 홍보와

자 협력 증진을 위해 활발한 정보 공유 및 협

장애인의 권리 증진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

업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할 것으로 기대된다.
쉍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
발전은 현재 국제사회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

외교부-환경부 정책협의회(3.13) 개최
(2018. 3. 13)

고 있는 의제로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국내외적인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양 부처가 지속적

쉍 외교부(장관 강경화)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3월 13일 서울에서 양 부처 장관 주재로 ｢외교
부-환경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정책협의회는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발
전목표(SDGs) 대응, 환경분야 해외진출 및 양

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 아울러, 강 장관은 장관급 정책협의회 개최뿐
아니라 실･국장 및 실무급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
다며,

자협력 등 환경 분야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

◦ 앞으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부의 국

양 부처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하

내적 노력과 외교부의 국제적 노력이 시너지

기 위해 마련됐다.

를 발휘하여 모범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원활한 업무

< 정책협의회 개요 >
ㅇ 일시/장소 : ’18.3.13(화) 11:30 / 서울
ㅇ 참석자
- (외교부) 장관, 기후변화대사, 경제외교조정관, 기
후변화환경외교국장, 개발협력국장, 정책보좌관 등
- (환경부) 장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환경경
제정책관, 기후변화정책관, 정책보좌관 등
ㅇ 주요내용
- 기후변화 협상,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대응,
환경분야 해외진출 및 양자협력 등 환경분야 외교 현
안에 대한 실질적･지속적인 협력 이행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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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하였다.
쉍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
제정세에 대응하고, 전세계적인 쟁점인 기후
변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협상･대응 등
을 위해 양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
하다면서,
◦ 특히, 국민 건강보호와 직결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 관련 대 중국 협력 강화를 위하여

| 외교부 소식 모음 |

양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아울러, 김 장관은 환경 산업 및 인력의 해외

쉍 박은하 공공외교대사는 우리 정상의 금번 베
트남 방문 의의 및 기대성과를 소개한 후, 서
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진출과 WHO 아시아 환경보건센터 유치 등을

이루어진 관계만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위해 외교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대 베트남 공공외교
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임을 강조하였다.

쉍 향후, 양 부처는 협력과제 이행을 위해 장관급
정책협의회와 함께 협력과제별로 활발한 국장
급 이하 실무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환경적 모범국가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쉍 이어 양측 전문가들은 △한반도정세, 경제협
력 등 동아시아지역의 도전과 협력, △우리정
부의 신남방정책, △한-베트남 양국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 (동아시아 정세) 베트남측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래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를 긍정 평가하고
우리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아세

신남방정책 下의 한-베트남 협력 강화를
위한 ｢한-베트남 공공외교 대화｣ 개최
결과 (2018. 3. 16)

안 지역문제에도 한국측의 지속 관심을 요청
하였다.
◦ (신남방정책) 베트남측은 이미 한-아세안 관
계가 다방면에서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한 이

쉍 외교부가 후원하고 한국동남아연구소와 베트남

상, 향후 한반도 정세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사회과학원이 공동 주관한 ‘한-베트남 공공외교

아세안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지속 가

대화’가 이혁 주베트남대사, 박은하 공공외교대

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사, 응웬 꾸앙 뚜안(Nguyem Quang Thuan) 베

◦ (양국관계 발전) 양측은 지난 25년간 양국 관

트남 사회과학원장을 비롯한 양측 정부, 학계

계가 괄목할 만한 발전성과를 이루었다는데 의

및 언론계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견을 같이하고, 새로운 25년의 관계발전을 위

3.15(목)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었다.

해서는 기존 성과 위에 양국간 상생협력 방안

◦ 이번 회의는 우리정상의 베트남 방문을 앞두

들을 내실화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하였다.

고, 신남방정책 등 우리 주요 정책에 대한 베

- 특히, 베트남측은 △수원국 중심의 개발협

트남내 관심 환기 및 이해 제고를 위한 정책공

력, △무역불균형 해소, △현지 수익 환원 확

공외교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대를 위한 한국기업의 노력 필요성을 제기
하고, 양국이 가족관계로까지 발전중인 만

쉍 뚜안 원장은 1992년 양국 수교 이래 양국관계

큼 △양국민간 상호 인식 불균형 해소, △포

가 전 분야에 걸쳐 급속히 발전해 왔다고 평가

용적인 다문화 정책, △이주노동자 대우 개

하였으며, 이혁 대사는 우리정부가‘한-아세안

선 등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미래공동체 구상’을 통해 핵심파트너인 베트
남과의 협력모델을 여타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하였다.

쉍 양측 민관 전문가들은 베트남에서 첫 개최된
공공외교 대화가 양측간 솔직하고 건설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양국관계 발전 의지를 상호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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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계기였다고 평가하였으며, 현지 유력

4. 강 장관은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계기로

언론매체들 역시 우리 정상 베트남 방문에 대

조성된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살려 한반도 평화

한 기대감 표명과 함께, 이번 회의 결과를 긍

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정 평가하였다.

설명하고, 남북/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EU측이 지속적으로

EU 외교이사회 참석 계기 한-EU 외교장관
회담 결과 (2018. 3. 19)

지지･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최근 한반도 평화에 중
대한 진전을 이루어 낸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

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EU 외교이사회(3.19) 참

쉽과 한국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노력을 높

석을 위한 브뤼셀 방문 계기에 3.18(일) 19:00-

이 평가한다고 하고, EU는 북핵문제의 평화

20:00간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적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며,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한-EU 외교장관

이 과정에서 적극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회담을 갖고, △한-EU 관계 △한반도 정세 등

하였다.

에 대해 협의하였다.
5. 또한, 양 장관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수입
2. 양 장관은 한-EU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규제 조치 등 최근 미국의 보호주의 조치에 대

범지구적 이슈에 대한 공통의 이해와 관심을

한 우려를 공유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세계 무

바탕으로 성숙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역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EU간 긴밀히 협

있음을 평가하고, 금년 수교 55주년을 맞이하

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 고위급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양측간 잠재
력이 큰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심화시
켜 나가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
로 하였다.

제6차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 개최
(2018. 3. 19)

3. 강 장관은 모게리니 고위대표의 초청으로 한국

1. 제6차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ROK-IAEA

외교장관으로는 최초로 EU 외교이사회에 참석

High-Level Policy Consultation)가 오영주 다자

하게 된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명일(3.19) EU

외교조정관과 테로 바리오란타(Tero Varjoranta)

외교이사회에서 EU 회원국 외교장관들과 한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의 주재로 3.21(수) 외

-EU 협력 증진과 북핵･북한문제에 대해 진솔

교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명일 EU 외교이사회에

2. 양측은 금번 협의회에서 △북핵 등 주요 국제

강 장관이 참석하게 된 것이 매우 의미 깊으며

핵확산 도전, △IAEA 안전조치 최적화 방안,

시의적절하다고 하면서, 동 회의에서 심도 있

△한-IAEA 안전조치 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논의할 예정이다.

하였다.
3.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지난 2013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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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개최된 이래 해를 거듭하면서 양측간 전략

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

적 소통의 채널로 자리매김해왔으며, 특히 금
번 협의회에서는 IAEA의 북핵 문제 대응태세

쉍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강화되

강화 노력 등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면서 주요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크게 증가하

양측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유용한 기

는 시기에,

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각 회원국의 세이프가드 협정 준수 및 이행을
감독･독려하는 의장직을 권 참사관이 수임하

4. 한편, 바리오란타 사무차장은 금번 방한 계기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면담, 최근 진

게 됨으로써 다자통상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 및 북핵 문제의 평화
적 해결을 위한 IAEA의 역할 등에 대해 폭넓
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권혁우 주제네바 대표부 참사관,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위원회
의장으로 선출 (2018. 3. 27)

공개 문서로 보는 30년 전 한국외교
(2018. 3. 30)
쉍 외교부는 30년이 경과한 1987년도 문서를 중
심으로 총 1,420권(23만여 쪽)의 외교문서를
원문해제와 함께 2018. 3. 30. 자로 국민에게
공개한다.

쉍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에 근무하는 권혁우
참사관(前 산업부 FTA협상총괄과장)이 ’18.3.26

※ 원문해제 : 방대한 외교문서의 주요 내용을
문서철별로 요약･정리(700자 내외)

(월) ｢WTO 세이프가드위원회(Committee on
Safeguards)｣ 의장(임기: 1년)으로 선출되었습
니다.

쉍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에는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특별각료회의 △미국의 종합통상법안

◦ 권 참사관은 ’19년 4월까지 1년간 164개 WTO

에 대한 대책 △U San Yu 버마 대통령 방한

회원국이 제기하는 세이프가드 관련 문제를

△미국의 대북한 외교관 접촉지침 완화 △한･

다루는 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일본 대륙붕 공동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쉍 WTO 세이프가드위원회는 상품무역이사회 산
하 11개 위원회 중 하나로,

쉍 공개 외교문서의 원문은 외교사료관 뺷외교문
서열람실뺸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외교문서공

◦ 세이프가드*의 발동요건 및 발동에 따른 절

개목록 및 외교사료해제집 책자는 주요 연구

차, 동 조치에 따른 상대국의 피해보상 및 보

기관･도서관 등에 배포되고 원문해제(요약) 내

복조치 등 ｢WTO 세이프가드 협정｣의 이행을

용은 외교사료관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도 검

감독하는 정례기구입니다.

색할 수 있다.

* 세이프가드(Safeguard, 긴급수입제한조치) :

☞ 외교사료관 위치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 산업에 심각

2572(서초동)

한 피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http://diplomaticarchives.mofa.go.kr

일시적으로 관세인상, 수량제한 및 관세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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쉍 외교부는 1994년부터 25차에 걸쳐 총 25,000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여권(340만여 쪽)의 외교문서를 공개하고 있

◦ 우리 정부는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소

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

방청 등 국내 재난관리 유관부처로 대표단을

성 제고를 위하여 외교문서를 적극 공개함으

구성하여 이번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로써 국민과의 소통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쉍 아울러, 4.5.(목)-6.(금)간 개최될 제10차 ARF
비확산･군축 회기간회의에는 ARF 회원국 및

제17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재난구호
회기간회의 및 제10차 ARF 비확산･군축
회기간회의 서울 개최 (2018. 4. 3)

국제기구 대표 50여명이 참석하여 △역내 비
확산･군축 상황, △2020년 NPT 평가회의, △
WMD 위협감소 및 반확산 협력, △원자력의 평
화적 이용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쉍 제17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재난구호 회기간회의(Inter-

쉍 이번 회기간회의 회의 결과는 금년 5월 ARF 신

Sessional Meeting on Disaster Relief)와 제10차

뢰구축 및 예방외교 회기간총회(Inter-sessional

ARF 비확산･군축 회기간회의(Inter-Sessional

Support Group Meeting on Confidence Building

Meeting on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Measures and Preventive Diplomacy) 및 6월

가 각각 4. 4.(수) 및 4. 5.(목)~6.(금)간 연이어

중 개최 예정인 ARF 고위관리회의를 거쳐 7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월 말 ARF 외교장관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 우리나라는 태국과 함께 2017-2018년간 재난
구호 회기간회의 공동의장국(우리측 공동의

쉍 우리나라의 재난구호 회기간회의 및 비확산･

장: 오현주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을 수임중이

군축 회기간회의 의장직 동시 수임은 ASEAN

며, 일본 및 인도네시아와 함께 2017-2020년

과의 관계강화를 통해 신남방정책의 이행에도

간 비확산･군축 회기간회의 공동의장국(우리

기여하며, 전통적인 안보이슈 뿐만 아니라 비

측 공동의장: 임상범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

전통 안보 이슈에 있어서도 역내 논의를 주도

교기획관)을 수임중이다.

함으로써 우리 외교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 재난구호 회기간회의는 1997년에, 비확산･군

것으로 기대된다.

축 회기간회의는 2009년에 각각 출범하였으
며, 두 회의 모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쉍 ARF는 역내 주요 정치･안보 문제에 대한 대
화를 통해 상호신뢰와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려는 목적으로 1994년

쉍 4. 4.(수) 개최될 제17차 ARF 재난구호 회기간

출범하였으며, △재난구호, △비확산･군축, △

회의에는 ARF 회원국 및 국제기구 대표 80여

해양안보, △대테러초국가범죄, △정보통신기

명이 참석하여, △재난관리를 위한 지역협력 현

술안보 5개 분야에서 신뢰구축 및 예방외교 관

황 및 방향, △재난관리 및 재난위험경감을 위

련 실질 협력을 추진 중인 아태지역 최대의 안

한 역량 강화, △새로운 이슈와 도전 과제 및

보협의체이다.

△ ｢2018-2020년 ARF 재난구호 작업계획(ARF
Work Plan for Disaster Relief 2018-202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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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AP 회원국,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에너지 전환 협력”
논의 (2018. 4. 6)
1.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유엔 아시아･

4. 금번 포럼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아태 지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달성해 나가는 데
있어 그간의 회원국들의 노력과 진전을 평가하
고 보다 발전적인 역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주최로 4.3
(화)~5(목)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차 ｢아
시아태평양 에너지포럼(the Second Asian and
Pacific Energy Forum; APEF)｣에 우리측 수석

발트해의 관문, 라트비아로 떠나요! (2018.
4. 8)

대표로 참석하였다.
※ 총 32개국에서 15여명의 장･차관을 포함하
여 300여명이 참석

쉍 발트해의 관문 라트비아로 가는 직항편이 신
설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2. 금번 포럼에서 회원국들은‘지속가능한 사회로

쉍 우리 정부 대표단(외교부･국토교통부 합동)은

나아가기 위한 아태 지역의 에너지 전환 협력’

4월 5~6일 라트비아 리가에서 열린 한-라트비

을 촉구하는 각료선언문(Ministerial Declaration)

아 항공회담에서 한-라트비아 간 항공협정*

을 채택하였다.

문안에 가서명하고 양국 간 주3회 운항할 수

※ 아태에너지포럼은 아태 지역의 에너지 안보

있도록 공급력**을 설정하는 데 합의하였다.

강화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 수석대표: (우리측) 김병준 외교부 경제협정

위해 2013.5.27.-30간 블라디보스톡에서 처

규범과장, 김정희 국토부 국제항공과장(라트

음 개최되어 5년마다 장관급 회의로 개최

비아측) Arnis Muiznieks 교통부 항공국장

※ ESCAP 회원국 : 총 62개국(53 정회원국 및
9개 준회원국)
◦ 또한, 1차 회의에서 채택된 행동계획(Plan of
Action)에 대한 지난 5년간(2014-2018)의 이
행 현황을 점검하고, 최근의 성과 및 도전 과
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항공협정 : 국제항공운송 서비스의 허용
범위와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양국 항공사
간 운항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국
가 간 조약
** 공급력 : 양국간 운항할 수 있도록 합의된
항공편의 횟수 또는 여객 수
◦ 이에 따라 항공사 신청 시 한국과 라트비아를

3. 윤 조정관은 국가별 성명(country statement)을

오가는 직항편이 주3회까지 신설될 수 있다.

통해 우리 정부가 기존의 에너지 믹스에서 점
진적, 단계적으로 탈피하여 재생에너지 발전 비

쉍 또한 직항편이 신설되기 이전까지 국민들이

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고자 하는 에너

다양한 편명공유* 항공편을 통해 라트비아를

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임을 소개하는 한편, 역

여행할 수 있도록 한국, 라트비아 뿐 아니라

내 에너지 연계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

제3국 항공사도 코드쉐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지역 협력의 비전으로 ‘신북방정책’과 ‘신남

합의하였다.

방정책’을 제시하였다.

* 편명공유(code share): 상대항공사가 운항하
는 노선(운항사)을 직접 운항하지 않는 항공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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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케팅사)가 자신의 편명을 부여하여 항

쉍 금번 워크숍에서는 2017.8월 부산 개최 제8차

공권을 판매하는 항공사간 계약을 통한 영업

FEALAC 외교장관회의에서 채택된 ｢FEALAC

협력예) 인천-프랑크푸르트 구간을 운항하는

新행동계획｣ 진전방안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우리 항공사와 프랑크푸르트-리가 구간을 운

FEALAC 실무그룹 기능과 공동의장국의 역

항하는 독일 항공사가 편명공유 계약을 체결

할 강화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하면, 소비자는 우리 항공사를 통해 프랑크푸

※ FEALAC 4개 실무그룹 : △사회정치협력,

르트 경유 인천-리가 항공권을 한 번에 발권

지속가능한 발전, △무역･투자･관광･중소기

하고, 수하물･마일리지･운임 등에서 혜택을

업, △문화･청소년･성･스포츠, △과학･기술･

볼 수 있음

혁신･교육
◦ 특히, 우리나라는 FEALAC 홈페이지 개편,

□ 이번 회담을 통해 합의된 내용에 따라 한국과

회원국 간 온라인 소통 강화, 전문가 풀 구성,

라트비아 간 직항편이 신설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다양한 FEALAC 아웃리치 사업 추진 등을 제

편익이 증가하며, 아직 라트비아행 직항이 없는

안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끌

인근 동북아 국가들의 항공수요를 흡수하여 우리

어 나갈 예정이다.

나라가 동북아 항공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금번 워크숍 계기 개최되는 조정회의에
는 전･현 지역조정국, 실무그룹 공동의장국
및 기금운영위원회 공동의장국 등 12개국이
참석하여, 금년 11월(잠정) 라오스에서 개최

제8차 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 및
조정회의 개최 (2018. 4. 9)

될 FEALAC 고위관리회의에 대비, FEALAC
협력 현황 및 성과,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등
제반 사항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쉍 제8차 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 및 조정

◦ 아울러, 부대행사로 담양 죽녹원 방문 및 전통

회의가 동아시아 및 중남미 33개 회원국 대표

음식 체험을 마련함으로써 동아시아 및 중남

단이 참석한 가운데 4.10(화)-11(수) 양 일간

미 국가 대표단이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광주에서 개최된다.

을 눈으로 직접 보고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 우리나라는 FEALAC 사이버사무국 유치국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으로서 2011년부터 매년 워크숍을 개최하여
FEALAC 회원국 간 우호협력 관계 증진 및
FEALAC 발전에 기여해 왔다.

아와 중남미 지역 간 연계성 증진을 위해 지역조

※ FEALAC은 동아시아(16개국)와 중남미(20

정국 및 실무그룹 의장국 역임, 사이버사무국 유

개국) 양 지역 간 유일한 정부간 다자협의

치, 기금 공여 및 기금운영위 의장 수임 등 적극

체로 상호이해와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1999

적인 역할과 기여를 해오고 있으며, 정부의 외교

년 출범

다변화 기조에 따라 앞으로도 FEALAC 발전을

※ 우리나라는 상설 사무국이 없는 FEALAC
의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0년
제4차 FEALAC 외교장관회의에서 채택된
도쿄선언을 통해 사이버사무국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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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우리나라 ODA는 22억불, DAC
국가 중 15위 (2018. 4. 10)

로 감소(△15.9%, 5.9억불)했기 때문입니다.
◦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 대비
ODA 비율은 전년대비 0.02%p 감소한 0.14%

  





를 기록했습니다.
* 우리나라 ODA / GNI(%) 추이: ('15) 0.14

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파리)는 4월 9일(현

→ ('16) 0.16 → ('17) 0.14

지시간 15:00, 한국시간 22:00) 개발원조위원회
(DAC) 회원국들의 2017년 공적개발원조(ODA)

    



잠정통계를 발표했습니다.
※ 2017년 ODA 확정통계는 '18년 하반기 발표
예정(OECD)

쉍 2017년 우리나라 ODA는 양자원조 16.2억불
(73%), 다자원조 5.9억불(27%)로 구성됐습니다.

◦ DAC 회원국 전체 ODA규모는 1,466억불로
전년(1,450억불)대비 1.1% 소폭 증가(실질증
가율 △0.6%)했고,
◦ 회원국의 총소득대비 ODA비율(ODA/GNI) 평
균은 0.31%로 전년(0.32%)대비 0.01%p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ODA/GNI) 영국 0.7%, 독일 0.66%, 미국
0.18%, 일본 0.23% 등

 

   

구 분
▪ ODA (A+B)
- 양자간 ODA (A)

2016년 2017년
2,246

2,205

증감율
(%)

비중
(%)

△1.8

100.0
73.4

1,548

1,618

4.5

무상원조(KOICA 등)

985

1,035

5.1 (64.0)

유상원조(EDCF)

563

583

3.4 (36.0)

- 다자간 ODA (B)
▪ ODA/GNI(%)

698

587

△15.9

0.16

0.14

-

26.6

쉍 국가별로는 DAC 총 29개 회원국 중 14개국은
ODA규모가 증가한 반면, 한국을 포함한 15개
국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ODA 규모가 크게 감소한 주요 국가들의 경

쉍 양자원조 중 무상원조는 10.4억불(전년대비 5.1%
증가)이며 차관을 제공하는 유상원조는 5.8억
불(전년대비3.4% 증가)을 기록했습니다.

우 스위스, 노르웨이 등은 전년 대비 공여국내

◦ 양자원조의 지역별 비중은 아시아 50.2%, 아

난민비용 감소, 호주 등은 다자간 원조 감소

프리카 24.4%, 중남미 10.7% 순으로 나타났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습니다.
◦ 분야별로는 보건(386백만불), 교육(227백만불)

쉍 우리나라의 2017년 원조규모는 2016년(22.5

등 사회 인프라와 교통 및 물류(832백만불),

억불)에 비해 1.8% 감소(실질증가율 △6.5%)

에너지(115백만불) 등 경제 인프라 두 분야에

한 22억불이며, DAC회원국 중 15위(2016년

대한 지원이 양자간 원조의 76.7%를 차지하

16위)를 기록했습니다.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년 대비 양자간 원조는 증가(4.5%, 16.2억
불)했음에도 불구, 전체 ODA 실적이 감소한
것은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출자금 납

쉍 다자원조 지원규모는 5.9억불로 전년 대비 15.9%
감소했습니다.

부계획상 2017년에는 1회만 납부(2016년에

◦ 세계은행(△1.11백만불), 지역개발은행(△102.41

는 2회 납부) 하는 등 다자간 원조가 큰 폭으

백만불)*, 기타 다자기구(△8.61백만불)에 대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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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원이 감소했습니다.

등 대외적으로 보여준 전폭적인 지지는 평창

* AIIB 출자금은 ’16~’19년까지 5차례 분할납

동계올림픽의 성공에 큰 기여를 하였을 뿐만

부하기로 계획되어 있어(’16년 2차례, ’17~

아니라, 이를 계기로 두 국가와의 관계가 한층

19년 매년 1차례씩) ’17년 출자금이 ’16년
대비 1.5억불 감소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한･
미/캐나다 관계가 더욱 원숙한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공조를 지속해

외교부 북미국 제1차 외교관과의 대화
(Cornerstone Dialogue) 개최
(2018. 4. 11)

나갈 예정이다.
쉍 외교부 북미국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 공공외교 사업인 ‘Cornerstone Dialogue’

쉍 외교부 북미국은 4.11(수) 오후 가톨릭관동대

를 기회가 닿을 때마다 전국 대학 곳곳에서 개

학교에서 주한미국대사관 및 주한캐나다대사

최하여 우리 정책을 홍보하고 젊은 층과의 소

관과 합동으로 제1차 ‘외교관과의 대화(Cor-

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nerstone Dialogue로 명명)’를 개최하고, 약 40
여명의 학생들과 소통 행사를 가졌다.
◦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국 외교 및 한･미/캐나
다 관계에 가지는 의의’를 주제로 개최된 동

외교부, 20년만에 경제제재 풀린 수단과
경제･통상관계 강화 방안 논의 (2018. 4. 12)

행사에는 △김태진 외교부 북미국장, △알리샤
우드워드(Aleisha Woodward) 주한미국대사

쉍 한･수단 수교기념일(4.13)을 앞두고 개최된 ｢한･

관 공공외교 공사참사관, △콜린 웻모어(Colin

수단 고위급 정책협의회(4.12)｣에서 윤강현 외

Wetmore) 주한캐나다대사관 정무･경제 담당

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수단 엘나임(Elnaim)

서기관이 각각 참석하였다.

외교차관에게 수단이 작년 20년 만에 미국의
경제제재에서 벗어난 것을 환영하고, 엘나임

쉍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으로 활용되었던 강릉
가톨릭관동대학교에서 개최된 동 행사는 ‘평

차관과 제재해제 이후(post-sanction)의 양국
경제･통상관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화’ 올림픽으로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의미를

※ 한･수단 수교일: 1977.4.13.

되새기고, 이를 통해 한층 강화된 한･미/캐나

※ 미국은 1997.11월 수단의 테러리즘 지원, 인

다 관계를 홍보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

권침해 등을 이유로 양자 차원의 對수단 경

가된다.

제제재를 개시(미국인의 對수단 무역･투자･

◦ 동 행사를 통해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및

석유산업 관련 거래 금지 및 수단 내 금융기

그로부터 30년 만에 개최된 평창 동계올림픽

관과 금융거래 금지)했으나, 2017.10월 트럼

을 통해 한국이 세계 외교 무대의 주역이자

프 행정부는 수단의 대테러활동 기여와 인권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

상황 개선을 인정, 제재 해제

김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 이와 함께, 미국과 캐나다가 평창 동계올림픽

쉍 윤 조정관은 광활한 농지, 풍부한 수자원･광물

에 각각 정부 고위대표단 파견 및 총독 방한

자원 등을 보유하여 경제적 잠재력이 큰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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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농･축산업 및 광업분야 기계 제조 등에서

對수단 대외원조 제공 중지, △국제금융기구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 간 협력의 가

(IMF, 세계은행 등)의 對수단 자금지원 차단

능성이 크다고 하며, 70년대 대우의 수단 투자

등 조치를 취함

와 같은 긴밀한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

- 상기 2017.10월 기 해제된 경제제재와는 별도

리기업의 수단 투자 진출 환경 개선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쉍 이외에도 양측 수석대표는 양국 간 개발, 교육,

◦ 윤 조정관은 수단 진출 우리 기업의 법적･제

문화협력 분야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확대

도적 보호 강화를 위해 한･수단간 이중과세방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양국 및 지역 정세 동향

지협정 비준 및 투자보장협정 체결이 조속히

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완료될 수 있도록 수단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 엘나임 외교차관은 우리 정부가 진행해온 KOICA

아울러, 수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농업기술훈련원 건립사업 및 카르툼 직업훈

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엘나임 외교차관의 관심

련원 건립사업 등이 수단의 지속가능한 발전

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을 평가

※ 수단의 잠재력: 4천만 인구 및 GDP규모 아
프리카 3대 시장(1,158억불)을 보유한 수단
은 광활･비옥한 농경지, 나일강의 풍부한
수자원으로 과거 아랍･아프리카의 곡창지

이혁 前 주베트남대사 제4대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취임 (2018. 4. 16)

대(breadbasket)으로 불렸으며, 15억 배럴
이상의 석유매장량 보유 및 아프리카 3대
금수출국

쉍 이혁 前 주베트남대사가 4.16(월) 제4대 한-아
세안센터 사무총장으로 취임하였다.

※ 대우그룹은 70년대 중동과 아프리카를 잇

※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은 한국 및 아세안

는 수단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해 제조업,

10개국이 승인함으로써 임명되며, 임기는 3

은행, 호텔 등 광범위한 분야에 진출, 1억불

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

이상을 투자하여 수단내 최대 투자기업의

- 역대 사무총장 : 초대 조영재 사무총장(‘09

위치를 차지한 바 있음

년), 제2대 정해문 사무총장(‘12년), 제3대
김영선 사무총장(‘15년)

쉍 엘나임 외교차관은 2017.10월 미국의 경제제
재가 영구해제 되었으며, 미국과 수단의 테러

쉍 이혁 신임 사무총장은 주베트남대사, 주필리

지원국 지위 해제 협상이 가까운 시일 내 재개

핀대사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한 아세안 전문가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수단에 한국기업 진출

로서, 동남아 지역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폭넓

을 위한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되고

은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아세안 관계

있다고 소개하였다. 또한, 아프리카와 아랍지

증진 등 우리 정부의 대아세안 협력 비전인

역을 잇는 교두보로서 아프리카 진출에 관심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있는 한국 기업들이 수단에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된다.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 미국은 1993년 알카에다 지원 등을 이유로

쉍 지난 2009년 한국과 아세안간 실질협력 증진

수단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미국의

을 위해 출범한 국제기구인 한-아세안센터는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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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이래 한국과 아세안간 핵심 협력 채널로

있으며, 그 결과 현재 유엔 인권메커니즘에서

서 교역 증대, 투자 촉진, 관광 활성화, 문화

활동중인 우리 인사로 김형식 장애인권리위원

및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성공

회 위원, 정진성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 서

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창록 인권이사회 자문위원, 이양희 미얀마 인
권특별보고관, 홍성필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 및 백태웅 강제실종 실무그룹 위원 등이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재진출 (2018. 4. 17)
1. 신혜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사
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가 4.16(월) 유
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2019-22년 임

진출하여 활발히 활동중입니다.

외교부, 유럽-아시아 지역간 대테러 협력
논의를 위한 ｢한-OSCE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및 대응 회의｣ 개최 예정 (2018. 4. 17)

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CESCR: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쉍 외교부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협력하

Rights)’ 위원에 당선(3선) 되었습니다.

여 4월 19일(목)-20(금) 간 서울(조선호텔)에

※ CESCR은 18명의 국제적 인권 전문가로 구

서 ｢한-OSCE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및 대응

성되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회의(Inter-Regional Conference on Preventing

국제규약’ 당사국의 규약 이행을 감독하며,

and Countering Violent Extremism and Radicali-

신혜수 교수는 2011-14년 임기 위원으로 최

zation that Lead to Terrorism)｣를 개최할 예정

초 진출 이후 2015-18년 임기에 이어 금번

이다.

3선 진출에 성공

※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 정치･군사안보,

※ 우리나라는 동 규약에 1990.4월 가입하였으

경제･환경안보, 인간안보를 종합적으로 고

며, 17.9월 제4차 이행보고서 심의 수검

려하는 포괄안보 개념에 기초한 유럽-대서양
국가간 안보협력기구(57개 회원국)

2. 신혜수 위원이 165개 당사국의 사회보장, 노

-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OSCE 아시아 협력

동, 임금, 교육, 기업 경영, 노인･아동 등 취약

동반자국(Asian Partners for Co-operation)

계층 보호 등을 심의하는 주요 인권협약 기구

자격으로 참여

인 동 위원회에 3회 연속하여 당선된 것은 두

◦ 이번 회의에서는 폭력적 극단주의와 관련하

차례에 걸친 임기 동안 신혜수 위원이 활발한

여 △도전요인 및 해결방안, △국가전략 수립

위원회 활동 및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국가인권

의 핵심 우선순위, △청년층 역량 강화, △온

위원회 비상임위원 활동 등 여성･인권 분야에

라인상 테러리스트 사상 전파에 대한 대응 방

의 기여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데 따른 것

안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될 예정이며, 유럽

으로 평가됩니다.

및 아시아 지역 정부 관계자, 국내외 학계 인
사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

3. 우리 정부는 국제 인권보호･증진 노력에 대한

※ 주요 참석 연사 : Batmunkh Battsetseg 몽골

기여의 일환으로 전문성을 겸비한 우리나라 인

외교차관, Samuel Grunhard 호주 폭력적극

사의 국제인권메커니즘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단주의대응센터 부소장, Rasa Ostrauska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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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E 초국경위협실장, Michi Ebata 유엔대

하 아태정보통신기술교육원(APCICT)* 원장

테러실(UNOCT) 대외관계홍보실장, Gullnaz

으로 임명되었다.

Baig 페이스북 아시아태평양･남아시아 대
테러정책관 등(상세 별첨 참조)

* APCICT(아태정보통신기술교육원) : Asian
Pacific Training Center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Development

쉍 이번 회의는 대테러 분야에서 OSCE와 아시아

※ 초대 이현숙 원장, ‘06.9-‘17.9 간 활동

지역간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로, 최근 국제사
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폭력적 극단주

쉍 APCICT는 UN ESCAP 회원국(62개국)간 정

의 예방 및 대응 분야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보격차 해소 및 정보통신 발전을 주도할 핵심

유관 분야 민관 전문가들 간 네트워크를 형성

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06.6월)된 우리나라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초의 ICT분야 국제기구 산하기관으로, 인천

◦ 아울러, OSCE가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및 대

시 송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 공무

응을 위해 유럽 지역 내 대화와 교류를 촉진하

원, 청년 및 여성 등을 대상으로 ICT 교육프로

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

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대테러 분야에서 OSCE
와 아시아 지역간 협력 심화를 위한 가교 역할
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

쉍 고기영 신임 원장은 5.23일부터 업무를 개시
할 예정이며, 초임 원장에 이어 우리 국민이
APCICT 원장직을 수임함에 따라 아태지역의

쉍 조현 외교부 제2차관은 4월 19일 개회사를 통

정보통신기술교육 분야에 있어 한-UN ESCAP

해 초국경적인 폭력적 극단주의 위협에 대응

협력 관계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

하기 위한 유럽-아시아 지역간 협력의 필요성

대된다.

을 언급하고, 특히 청년층 역량 강화의 중요성
을 강조할 예정이다.
◦ 또한, △2016.7월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2018.
1월 국가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OSCE, 유엔

한-사우디아리비아 사증발급 간소화 MOU
서명 (2018. 4. 24)

대테러실(UNOCT), 유엔대테러사무국(UNCTED)
등과 함께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등 폭력적 극

쉍 강경화 외교장관과 리야드 알무바라키(Riyad

단주의를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A. ALMUBARAKY) 주한사우디아라비아대

노력을 설명할 예정

사는 ‘18.4.24.(화) 서울 외교부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사증발급 간소화 MOU｣
에 정식 서명하였다.

고기영 KT 글로벌 컨설팅 단장, UN
ESCAP 산하 아태정보통신기술교육원
(APCICT) 원장으로 임명 (2018. 4. 19)

◦ 동 협정은 앞으로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하
였다는 마지막 통보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 정식 명칭 :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왕
국 간의 양국 국민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

쉍 고기영 KT 글로벌 컨설팅 단장이 2018.4.17.
(화)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산

간소화에 관한 양해각서(MOU)
* 명칭은 MOU이나 법적구속력을 가진 정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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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간 조약
- 금번 서명 후 우리측은 발효를 위한 국내

※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는 양국 외교부와
어업관련 부처가 함께 참석하는 실무협의체

절차가 불필요하나, 사우디측은 발효를 위

로 매년 2차례씩 정례 개최

한 국내절차(각료회의 승인)가 필요

- 지난 2012.6월 베이징에서 제1차 회의를 개
최한 이래, 2012.12월 제2차 회의(서울),

쉍 금일 서명한 동 MOU가 발효되면 유효한 여권

2013.7월 제3차 회의(옌타이), 2013.12월

을 소지한 양국 국민과 기업인들이 관광 및 상

제4차 회의(목포), 2014.6월 제5차 회의(닝

용 등 목적으로 상대국 입국시마다 최대 90일

보), 2014.12월 제6차 회의(상하이), 2015.5

간 체류할 수 있는 5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월 제7차 회의(부산), 2015.11월 제8차 회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의(칭다오) 개최, 2016.7월 제9차 회의(광

◦ 현재 우리 국민은 사우디아라비아 입국을 위

주) 개최

해 1년 복수사증 발급에 약 18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동 MOU 체결로

쉍 금번 회의에서 한중 양측은 양국 정부의 노력

5년 복수사증 발급에 미화 90달러 상당으로

으로 2017년 상반기 이래, 서해 조업질서가 전

합의함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반적으로는 개선되어 왔으며, 특히 영해침범･

크게 덜 수 있게 되었다.

무허가 등 중대 위반 어선과 서해 NLL 인근

※ 금번 MOU에는 체류기간 동안 근로, 취업
또는 학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감소한 것을 높이 평가
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기상 악화시 등 무허

쉍 동 MOU가 발효되면 그 동안 까다로운 입국

가 중국어선 집단침범 조업 및 우리측 단속에

사증 발급 절차 및 비싼 사증 발급 수수료 등

대한 중측의 폭력적 저항 행위가 근절되지 않

對사우디아라비아 진출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고 있는데 대해 우리측은 중국측의 강력하고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양국 국민･기업간 인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적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우리측은 동해 중국어선 통행 및 긴급피
난시 안전문제 등을 제기하였으며, 중측의 동
해 북한 수역 조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측

제10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 개최
(2018. 4. 24)

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쉍 중국측은 서해 조업질서 개선을 위해 △민감

쉍 제10차 뺷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뺸가 한중 양

수역내 중국 해경함정 상시 배치, △불법어선

국 외교부(심의관･부국장급) 및 어업관련 부

집중 단속 실시 등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 강

처 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4월 24일(화) 중국

화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홍보자료 배포 등

샤먼에서 개최되어 △서해 조업질서 현황 점

중국 어민에 대한 광범위한 교육･계도 활동을

검, △중국어선 불법조업 개선방안을 협의하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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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방지를

◦ 또한, 중측은 우리 당국이 중국 어민 단속과정

위한 한중 공동 조치 합의문 등 양국간 어업분

중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야 합의사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당부하였으며, 우리측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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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국 어민을 단속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386호)이 2018.4.27.(금)자로 발효된다.

◦ 아울러 중국측은 우리 정부가 우리 수역내에
서 조난･위급 상황을 당한 중국 선박 및 선원

2. 아시아산림협력기구(Asian Forest Cooperation

에 대해 구조를 제공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

Organization, AFoCO)는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를 표명하였다.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지난 2009년 한･아세
안 대화관계 수립 20주년 기념으로 개최된 한･

쉍 우리측은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15.10
월)에서 채택한 ｢IUU 어업방지를 위한 한･중
공동 조치 합의문｣을 상기하며,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 △전자 어업허가증 개발･협력, △한

아세안특별정상회의에서 제안하여 설립을 주
도해온 국제기구이다.
◦ 기구의 주요 기관은 총회와 사무국이며 본부는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유관 국제기구와 협력

중 공동대응 체계 운영 등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중국측에 요청하였다.

3. 동 기구는 아세안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에서 지
속가능한 산림경영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

쉍 한중 양측은 양국 외교당국이 주관하는 동 회

종 산림협력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산림분야 주

의가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등 양국 간 기존

요 국제이슈 협상에 적극 참여하는 등 우리나

어업관련 협의체와 더불어, 조업질서 개선 방

라와 회원국의 이익을 대변할 예정이다.

안을 협의하는 중요한 소통채널이라고 평가하
고, 앞으로도 동 회의체를 적극 활용해 나가기
로 하였다.

4. 특히 산림기반 인적･산업 교류 및 산림기술 공
여를 통한 재난대응협력은 우리 정부의 외교다

◦ 이에 따라, 양측은 제11차 한･중 어업문제 협

변화 정책인 ‘신남방정책’이 지향하는 ‘더불어

력회의를 금년 하반기 적절한 시기에 한국에

잘 사는 사람 중심의 한-아세안 평화공동체’ 구

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쉍 금번 회의에 우리측은 임시흥 외교부 동북아
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주중대사관･주칭다오총영사관･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2018. 4. 25)

주상하이총영사관 관계관 등이 참석하였고, 중
국측은 천슝펑(陣雄風, CHEN Xiongfeng) 외

쉍 외교부는 문화재청,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공

교부 영사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농

동으로 5.2(수) 서울(롯데호텔서울)에서 ｢유네

업부･해경국･랴오닝성･푸젠성 관계관 등이

스코 세계유산협약 가입 30주년 국제세미나

참석하였다.

(Seminar on the 30th Anniversary of Korea’s
Accession to the UNESCO World Heritage
Convention)｣를 개최한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 조약
발효 (2018. 4. 25)

※ 세계유산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 세계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의

1.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조약 제

발굴, 보고 및 증진을 위해 1972년 채택된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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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으로, 2018.4월 현재 우리나라(1988년
가입) 포함 총 193개국 가입
- 세계유산위원회(21개국, 임기 6년/통상 4
년)가 세계유산 등재 및 점검 업무 이행

쉍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세계유산
해석 분야의 세 번째 국제회의로서, 세계유산
분야 논의 주도국으로서 우리의 리더십을 확
고히 하는 계기이자, 오는 제42차 세계유산위
원회(6.24-7.2, 바레인)를 앞두고 세계유산위

쉍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가입 30주
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11명의

원국 및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
축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유산 분야 국제전문가들과 21개 세계유산

※ 우리나라는 제1차(16.11월), 제2차(17.11월)

위원국 중 10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

세계유산 해석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

계유산협약의 이행 현황과 당면 과제를 짚어

였고, 제40차(16.7월), 제41차(17.7월) 유네

보고 향후 협약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있

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계기 유산 해석을 주제

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로 부대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오는 제42차

◦ 회의는 △기조세션(주제 : 세계유산협약의 성
과와 도전), △제1세션(주제 : 세계유산협약의

(18.6월) 세계유산위원회 계기에도 관련 부
대행사를 개최할 계획

당면과제와 향후 대책), △제2세션(주제 : 기
억의 유산 해석) 등 세 부분으로 구성(상세 프
로그램 별첨)
◦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인류보편적 가치 및 인

파리협정 세부 이행규칙 마련을 위한
실무협상 개막 (2018. 4. 30)

권 수호 관점에서 기억의 유산 해석 전략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며,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쉍 파리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2018

201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World Heritage

년 말까지 마련하기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

Centre)를 통해 실시한 주제연구 ｢기억유산해

부속기구회의가 4.30.(월)-5.10.(목)간 독일 본

석(Sites of Memory : International Coalition

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of Sites of Conscience)｣ 결과가 제2세션에서
발표될 예정

차 기후총회(COP22, 2016.11월)에서 당사국

※ 주요 참석자

들은 2018년도까지 감축, 적응 등 분야별 파리

- 국제전문가 : Mounir Bouchenaki 유네스코

협정 이행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키로 결정

세계유산 아랍지역센터소장, Tamas Fejerdy

◦ 이번 회의에는 190여 개 당사국 대표단이 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헝가리

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권세중 기후환경

위원장, Peter Shadie 세계자연보전연맹

과학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담당

(IUCN) 세계유산프로그램 선임자문위원,

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

Jean-Louis LUXEN 양심회복을 위한 국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

제연합 총무, Akihisa Matsuno 오사카대

부, 외교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

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 등

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 세계유산위원국 : 중국, 인도네시아, 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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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협정 발효(2016.11.4.) 이후 개최된 제22

산림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지, 부르키나파소, 짐바브웨, 탄자니아, 보

※ 회의 구성 : 제1-5차 파리협정 특별작업반

스니아-헤르체고비나, 우간다, 스페인 등

회의(APA 1-5), 제48차 이행부속기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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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SBI 48), 제48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

주요 협상그룹 및 국가와 공조하여 국제사회

구 회의(SBSTA 48)

의 파리협정 세부 이행지침 마련 논의에 건설
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쉍 작년 제2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017.

* 환경건전성그룹(Environment Integrity Group):

11.6.-17, 독일 본)에서 국가들의 입장을 담은

한국,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의제별 비공식 문서(informal note)가 도출됨

조지아 등 6개국으로 이루어진 기후변화 협

에 따라, 금번 협상회의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상그룹

하여 주요 의제별 세부 이행규칙 마련을 위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 파리협정 특별작업반 회의(APA)에서는 각국
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련 감축, 투명성 체

◦ 모든 당사국이 자국의 역량과 여건에 따라 보
다 높은 수준의 기후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선진･개도국 간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
해 적극 노력할 예정.

계,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이
행･준수 촉진 메커니즘 등 논의
◦ 또한, 부속기구(SBI, SBSTA) 회의에서는 기
술메커니즘, 기후변화 대응조치의 영향, 파리

한-모잠비크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서명
(2018. 4. 30)

협정 제6조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 기후재원,
역량배양, 농업, 토지이용 및 산림(LULUCF)
등 논의

쉍 한-모잠비크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이 4.30(월)
(현지시간) 모잠비크 교통통신부에서 김흥수
주모잠비크 대사와 카를로스 메스키타(Carlos

쉍 한편, 전세계적 감축노력을 점검하고, 각국의
감축 의욕 상향에 기여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추

Fortes Mesquita) 교통통신부 장관 간에 서명
되었다.

동력을 부여하기 위한 ‘탈라노아 대화(Talanoa

◦ 이 협정은 양측이 국내절차 완료 통보를 접수

Dialogue)’가 2018년 1월부터 시작되었으며,

하고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하게 되며, 상

금번 협상 회의 계기에 그룹별 회의가 진행될

대국에 거주하는 양국 국민은 별도의 현지 운

예정이다.

전면허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상대국 운전면

◦ 금년 말 제2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8.

허증으로 교환해 운전할 수 있게 된다.

12월)를 계기로 진행될 정치적 단계에 앞서,

◦ 이에 따라 모잠비크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

금번 협상회의에서는 정부･민간 대표들이 참

지 영업 활동 및 우리 국민의 체류상 편익이

석하는 가운데 ①현황, ②목표, ③이행방법에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 그룹별 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경험

※ 모잠비크 진출 우리기업 : 4개사(KOGAS,

을 공유할 예정
* 탈라노아 대화 :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논의
에 참여하여 상호 비방하지 않고 포용적이

포스코 건설 등)
※ 모잠비크 체류 재외국민수 : 184명(2018.4
월 기준)

고 투명한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남
태평양 지역 대화방식

쉍 현재 우리나라와 운전면허를 상호인정하고 있
는 국가는 131개국으로,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쉍 우리 정부대표단은 환경건전성그룹(EIG)* 등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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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협정 체결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상대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양국 국민은 별도의

된 것으로 평가함.
◦ 또한 이번 회담은 추후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
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돕는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임.

현지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자국

◦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 핵문제의 평화

운전면허증을 상대국 운전면허증으로 교

적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환하여 상대국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함.

협정
※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 현황

2. 믹타 국가들은 그간 국제무대에서 개발, 인권,

(‘18년 4월 현재) : 131개국

테러리즘 대응 등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

-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약정)에 의한 상호

동 의견을 개진해 왔으며, 지난 3.17에도 ‘평창

인정국(발효 기준) : 23개국
- 경찰청 고시(상호주의)에 따른 인정국 : 118
개국
※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약정)을
체결한 국가(23개국) : 벨기에, 캐나다, 폴란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는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향후 우리 정부는 믹
타가 국제사회 내 영향력있는 중견국 협의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믹타 협력을 한층 강화
해 나갈 예정이다.

드,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칠레, 슬로
바키아, 라트비아, 불가리아, 에콰도르, 페루,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즈, 리투아니아, 헝가
리, 이스라엘, 과테말라, 우즈베키스탄, 온두

｢제4차 한-EU 중동문제 국제회의｣ 개최
(2018. 5. 2)

라스, 이란, 니카라과, 미국(22개주)
1. 외교부는 EU 대외관계청(EEAS)과 공동으로
5.3(목)-4(금)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제4

믹타(MIKTA) 외교장관 공동성명 채택 2018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축하 (2018. 4. 30)

차 한-EU 중동문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2. 금번 회의에서는 외교부 윤순구 차관보와 마이
클 라이터러(Reiterer) 주한 EU대사가 양측을 대

1. 믹타(MIKTA)* 5개국 외교장관은 지난주 개최

표하여 환영사를 하고,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된 2018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

사무총장 및 슬로바키아 외교장관 등을 역임한

하는 공동성명을 4.30(월) 채택하였다.

얀 쿠비슈(Kubis) 유엔 이라크지원단(UNAMI)

* 믹타(MIKTA)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

특별대표가 중동 정세와 유엔 등 국제사회의

키, 호주로 이루어진 중견국 협력체로 제68
차 유엔총회에서 출범(2013.9.25., 뉴욕)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 본회의에서는 △최근 중동 정세, △Post-ISIS

◦ 2018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

시대의 이라크와 시리아, △리비아, 튀니지,

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환영하며, 금번

알제리 등 마그레브의 미래, △이란 핵협상의

정상회담은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

전망,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이슈 등 5개의

평화 및 남북관계 발전을 달성하는 데 초석이

주제별로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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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EU 중동문제 국제회의는 정부와 학계 인사
가 함께 참석하는 1.5 트랙 성격의 회의로서 얀

대해 설명하고, 이들의 이해와 지지를 제고하
는 기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쿠비슈(Kubis) 유엔 이라크지원단(UNAMI) 특
별대표, 콜린 시클루나(Scicluna) EEAS 중동실
장 대행, 알라 올륨(Olljum) EEAS 중동실장 정
책보좌관, 댄 스미스(Smith) 스톡홀름 국제평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가입 30주년
국제세미나 개최 (2018. 5. 2)

화연구소(SIPRI) 소장, 리나 카티브(Khatib) 채
텀하우스 중동･북아프리카 프로그램 부장, 엘

쉍 외교부는 문화재청,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공

리 게란마예(Geranmayeh) 유럽외교협회(ECFR)

동으로 5.2(수) 서울(롯데호텔서울)에서 ｢유네

선임연구원, 로빈 라이트(Wright) 우드로윌슨

스코 세계유산협약 가입 30주년 국제세미나

센터 최고 연구위원, 이희수 한양대학교 교수,

(Seminar on the 30th Anniversary of Korea’s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동석 국립

Accession to the UNESCO World Heritage

외교원 조교수 등 30여명의 국내외 저명한 중

Convention)｣를 개최하였다.

동 전문가 및 정부 인사가 발표자로 참석하고,
80여명의 주한 외교단도 참석할 예정이다.

◦ 조현 외교부 2차관은 개회사(별첨)를 통해 우
리의 협약 가입 3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이
번 회의 의의를 평가하고, 협약 발전을 위한

4. 우리 정부는 EU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우리의 기여를 소개하면서, 앞으로도 우리나

바탕으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중동문제 국

라가 세계유산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계속

제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해오고 있으며, 금년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

회의에 참석하는 EU대표단과 한-EU 중동정책

◦ 또한, 일본 정부가 2015년 근대산업시설을 세

협의회(수석대표: 우리측 홍진욱 아중동국장,

계유산으로 등재할 당시 국제사회에 대해 행

EU측 시클루나(Scicluna) EEAS 중동실장 대

한 약속을 상기하고, 특정 유산이 이웃국가의

행)도 개최하여 중동 정세 전반 및 양측의 중동

아픈 역사 및 국민들의 과거 경험과 관련되어

정책에 대해 의견교환을 할 예정이다.

있는 경우 모든 이해 당사자를 포용하기 위한
포괄적인 해석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5. 최근 중동에 대한 정세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일본이 동 약속을 성실하고 조속하게 이행할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회의는 국제사회

것을 촉구

의 책임 있는 일원인 한국과 EU가 중동 지역

※ 일본은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2015.7월)

정세 및 주요 이슈별 해법에 대해 건설적인 의

에서 근대산업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

견 교환을 통해 양측의 對중동정책 수립 및 정

는 결정문 채택 당시, 한국인 등이 동 시설

책조율에 참고하고, 중동 관련 주요 인사와의

에서 강제로 노역한 사실을 언급하고, 인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유용한 장(場)이 될 것으

메이션 센터 설치 등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

로 기대된다.

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 전략에 포함시키겠

◦ 아울러, 외교부는 금번 회의 계기 공식･비공

다고 발표

식 논의 기회를 통해 EU의 주요 정책결정자
및 참여 전문가들에 대해 4.27 남북정상회담

쉍 이번 회의에서는 11명의 세계유산 분야 국제

결과 등 최근의 한반도 문제 관련 진전상황에

전문가 및 21개 세계유산위원국 중 13개국 대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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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가 참석한 가운데 세계유산협약의 이행 현

재로 ｢2018년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이

황과 당면 과제, 향후 협약이 나아갈 방향과

하 “협의회”)｣를 개최하여, 2019년도 무상원조

미래 전략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8개국 방

종합시행계획안 작성을 위한 최종 조정 작업을

한, 5개국 주한대사(대리) 참석

진행할 예정입니다.

◦ 특히 일본 근대산업시설과 같이 개인･공동체

◦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상 무상원조

간 상이한 인식이 존재하는 유산의 해석 전략

주관기관으로서 시행기관이 제출하는 △무상

개발을 위해 우리나라가 2017년 유네스코 세

원조 후보사업의 ODA 적합성 검토, △사업

계유산센터를 통해 실시한 ｢기억 유산 해석

간 중복 방지 및 연계 강화, △분절화 완화 및

(Sites of Memory : International Coalition of

기관간 협업 강화 등을 위해 매년 상반기 협의

Sites of Conscience)｣ 연구 결과가 최초로 발표

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쉍 우리나라는 세계유산 해석 분야의 세 번째 국
제회의를 성공리에 개최함으로써 세계유산 논
의 주도국으로서 리더십을 확고히 하였을 뿐
아니라, 오는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6.24-7.2,
바레인)를 앞두고 세계유산위원국 및 전문가
들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우리측은 회의 계기 방한한 세계유산위원국
대표 및 국제전문가들에게 우리 역사 및 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DMZ 및 문화유산(조선왕
릉, 창덕궁 등) 방문 일정을 지원

※ 2019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 검토 경과
① 외교부, ‘무상원조 시행계획 작성지침’ 배포 (18.2.5)
② 각 시행기관별 2019년도 시행계획 주관기관 제출
(18.3.9)
③ 후보사업에 대한 민간전문가 예비검토/재외공관 의
견 조회 (18.3.19-30)
④ 기관간 협의회 개최 (18.4.9~18)
⑤ 분과협의회 개최 (4.26)
⑥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5.3)
※ 향후 절차
①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 의결
② 정부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심의
③ 2019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확정

※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해석 관련 회의 개최
내역
- 제1차(16.11월, 서울), 제2차(17.11월, 서
울) 세계유산 해석 회의 개최
- 제40차(16.7월, 이스탄불), 제41차(17.7월,
크라코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계기
부대행사 개최
- 제42차(18.6월, 바레인) 세계유산위원회
계기 부대행사 개최 예정

2. 2019년도 무상원조사업 관련, 외교부는 지자
체 등 포함 총 43개 기관으로부터 1,393건, 1조
9,575억원 규모의 사업 시행계획을 접수하였
습니다.
◦ 이는 전년도 접수한 1,354건, 1조 8,037억원
대비 39건, 1,538억원이 증가한 수치로, ODA
에 대한 우리 정부 기관들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우리 정부의 ODA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

우리 모두의 무상원조 - 협업과 참여를
확대한 2019년도 사업 검토 (2018. 5. 2)

는 상황에서, ODA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통
합적이며,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궁극적으로 우
리 국익에도 기여하도록 하는 가운데, 사업 검

1. 외교부는 2018.5.3.(목) 15:00 조현 제2차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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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4.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무상원조 주관기관인 외
교부는 2019년도 무상원조 사업 시행계획 검토

임성남 제1차관, 산림분야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창립 기념식 참석 (2018. 5. 3)

에 있어 △관계부처와의 소통과 협업 증진 및

쉍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5.3(목) 개최된 아시아

△사업 검토과정에의 민간 참여 방안 마련에

산림협력기구(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

중점을 두고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내용 측면

zation, AFoCO) 창립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에서 우리 무상원조가 △신남방협력, 일자리

◦ 우리나라가 2009년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창출 등 우리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부합할 수

에서 제안하여 10년 만에 출범한 AFoCO는

있도록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산림협력을 통해 기후변화와 산림훼손에 취

◦ 절차 측면에서, 외교부는 기존의 무상원조 분
과협의회 및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전체

약한 아시아국가들의 대응역량 강화를 목표
로 하고 있다.

회의의 전단계로, 주관기관과 각 시행기관
(관계부처)간 1:1 협의 절차를 새로 도입하여,

쉍 임 차관은 축사에서 AFoCO를 통한 산림협력

보다 심층적인 검토와 조정 협의를 진행하였

은 우리정부의 신남방정책이 지향하는‘더불어

습니다.

잘 사는 사람 중심의 한-아세안 평화공동체’구

◦ 또한, 외교부는 일정규모 이상 후보사업들에

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중 하나라고 말했다.

대한 민간전문가 예비검토 절차를 시범 도입

◦ 아울러 앞으로 아시아 전역의 산림지역 주민 소

하여 학계, 연구기관, NGO 관계자 등 총 27명

득증대와 산림분야 역량강화 지원 등 AFoCO

의 전문가로부터 각 후보사업들에 대한 의견

를 통한 사람중심의 산림 협력을 통해 ‘지속

을 청취하고, 이를 사업 검토에 적극 반영하였

가능한 상생번영’을 추구하는 한-아세안 평화

습니다.

공동체 실현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내용 측면에서, 외교부는 한정된 ODA 재원

◦ 또한, 지난주 남북정상회담 결과 남북관계가

을 감안하여 복수의 적정 후보사업들 중 신남

전반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방협력, 일자리 창출 등 주요 국정과제 이행과

이와 관련 비핵화 진전과 함께 향후 남북간 산

연관성이 높은 사업에 우선순위가 부여되도

림분야 협력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하였다.

록 하였습니다.
5. 외교부는 소통과 협업, 참여를 증진한 금년도
무상원조 사업 검토 절차 개선 성과를 바탕으
로, 차년도부터 민간전문가 예비검토 대상 사
업 확대 등 무상원조 사업의 투명성과 효과성

국민과 함께하는‘공감과 동행’의 국민외교,
이제 ‘국민외교센터’가 ‘지속가능’토록 함께
합니다. (2018. 5. 4)

증진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우리 무상원조의

쉍 외교부는 5.4(금) 11:00-11:30간 외교부 1층

정부 대내외정책 부합성 증진을 위한 노력을

로비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부 장관 및 국민대표 등 약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외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 이날 외교부의 ‘국민외교센터’ 개소식은 같은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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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사용할 행정안전부의 ‘광화문1번가

에 의해 엄선된 최종 수상자(8팀)들은 국민외

열린소통포럼’과 함께 ’국민정책소통공간 개

교센터 개소식 직전에 외교부 장관이 주최한

소식’으로 진행

시상식에 이어, 개소식에서도 국민 대표 자격
으로 국민외교에 바라는 희망 메시지를 작성

쉍 외교부는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민 소통

하였다.

및 국민 참여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지

- 금번 국민제안 정책공모에서는 손상용(성균

지를 얻기 위한 ｢국민외교｣를 현 정부 출범 이

관대), 배수혁(중앙대) 학생의 ‘국민외교관 플

후 100대 국정과제 및 외교부 6대 국정과제로

랫폼 정책 제안’이 최우수상을 수상

적극 추진해 왔다. 국민외교센터는 향후 국민
과 정부간 쌍방향 소통을 통한 국민외교의 요
람이 될 것이다.
- 센터는 ‘국민중심･국익중심 외교를 선도’한다

감염병으로부터의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개발도상국 지원 계획 (2018. 5. 4)

는 국민외교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원탁회의
(중장기 외교전략), 이슈별 전문가 간담회(외

1. 정부는 조현 외교부 제2차관 주재로 5.4.(금) 오

교현안), 지자체와 연계한 타운홀 미팅(해외

전 국제질병퇴치기금 제3차 운용심의회를 개최

취업/여행 등 생활 밀착형 이슈), 자유발언대

하여 2019년부터 추진될 기금 사업을 심의･의

등 오프라인 소통기제를 통해 국민과 적극 소

결하였다.

통하고,

◦ 이번에 의결된 사업은 작년 9월 제2차 기금운

- 모바일 외교부 앱(Application) 및 국민외교

용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2017~2021년 기

전용 SNS 등 온라인 플래폼을 통해 국민제안

금사업 추진전략’에 따라 마련된 사업으로, 사

정책 공모 등 다양한 형식의 상시적인 국민참

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등 감염병으로 어려움

여 기반을 구축해 국민외교 역량을 결집해 나

을 겪고 있는 국가들의 △ 감염병 위기관리체

갈 예정

제 강화, △ 소외열대질환, 수인성질환 등 주요
감염병의 예방･퇴치를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쉍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외교정

◦ 또한, 이번 심의회에서는 △ 2019년도 기금운

책 결정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

용계획, △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써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감’의 국민

위한 자산운용지침, △ 국내 개발협력 민간단

외교, △국정의 동반자인 국민의 참여를 확대

체의 감염병 관련 사업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하는 ‘동행’의 국민외교, △국민소통･참여의

교육･훈련사업 추진 현황 등에 대해서도 논의

제도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민외교를 실현

하였다.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 2017.1.1.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이 시행됨에 따
쉍 한편, 국민외교센터는 개소식에 즈음하여, 국

라 설치된 국제질병퇴치기금 운용심의회는 외

민들의 외교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정

교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및

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외

한국국제협력단 관계자와 박용준 국제개발협

교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응모한

력민간협의회장, 김인기 SBS 선임기자, 한승

총 76팀 가운데 민관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미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이희영 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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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교수 등 4명의 전문가 위원을 포함

개 주(州)의 총 270,000여명이 식량 및 식수

하여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확보 등에 곤란을 겪고 있어 구호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3. 국제질병퇴치기금은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국
제선 항공기 탑승객에게 1,000원의 출국납부

2.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20만미불은 우리 대사관

금을 부과하여 조성되는 재원으로 개발도상국

을 통해 식수 정화제와 빗물수집장치, 식량 등

의 감염병 예방･퇴치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으로,

2007년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들

시행된 항공권연대기금(air-ticket solidarity levy)

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 지역 복구에 기여

제도가 작년 1월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기금화된 것이다.
◦ 그간 연 약 350억원이 사업비로 집행되어 왔

3. 정부는 앞으로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

으며, 종전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이월액 440억

와 국민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인도적 지원을

원을 포함하여 2018.4월말 기준 총 529억원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조성되어 있다.
4. 정부는 기존 공적개발원조(ODA)를 보완하는
‘혁신적 개발재원’인 동 기금을 통해 보건 분야

윤강현 외교부 경제조정관, 제74차 UN
ESCAP 총회 참석 (2018. 5. 9)

국제기구 및 개발협력 민간단체 등의 개도국
감염병 예방･퇴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제

1. 윤강현 외교부 경제조정관은 5.11(금)-16(수) 간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함께 해외여행객 2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제74차 유엔 아시아･태

천만명 시대에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국민건강

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 UN Economic

을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총회 각료급 회의에(5.14-16) 우리측 수석대표
로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파푸아뉴기니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20만미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제공 (2018.
5. 4)

◦ 한편, 각료급 회의에 앞서 5.11(금)-12(토) 간
고위급 회의가 개최된다.
※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1. 정부는 지난 2월 26일 남부 하일랜드 지역에서

의 5개 지역 위원회 중 하나로, 아태지역 경

발생한 진도 7.5의 강진 및 추가 지진으로 인해

제･사회 협력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역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뒤 복구에 어려움을 겪

내 최대 규모의 정부 간 기구(62개 회원국)

고 있는 파푸아뉴기니에 총 20만미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2. 금번 총회에서는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 시

◦ 금번 지진으로 인해 파푸아뉴기니에서는 42,500

대의 불평등’을 주제로 아태 지역 내 점증하는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구호소에서 임시

불평등 해소 방안 및 역내 국가간 협력 증진

거주 중이며, 아동 125,000여명을 포함하여 4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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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 조정관은 총회 연설을 통해 역내 정치･경제

집행위원회의 세부 가이드라인* 발표가 당초

적 안정 및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어 EU집행위원회의 움직

으로서 불평등 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

임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불평등 문제 해결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

* EU GDPR 가이드라인 : 총 12종 중 9종 발표

및 과학기술 교육 강화 필요성 △민･관 파트너
십 강화 등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
한 역내 협력 강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쉍 EU GDPR 시행을 맞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다.
◦ 그간에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중심으로 국내 및 EU 현지에서 기업설명회*를

EU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비, 기업준비사항
안내에 정부부처 한마음 (2018. 5. 10)

개최(10회)하고 EU GDPR 주요내용 안내를
위한 다양한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해 왔다.
* 국내 세미나 : ‘17. 5월∼’18. 5월간 7회 개

쉍 이달 25일 유럽연합(이하 EU)에서 개인정보보

최 2,000여명 안내

호법(이하 GDPR)*이 시행됨에 따라 EU에 진

EU 현지 세미나 : 3회(‘17.11월/‘18.4월, 브

출하려는 기업이라면 새로운 규정에 맞춘 대비

뤼셀; ‘18.2월, 헤이그)

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 EU GDPR 원문･번역본, 해설서, 기업 준비

* GDPR :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사항 체크리스트 등 10여종 콘텐츠 제공

<EU GDPR과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제 비교>
◇ (적용범위) GDPR은 사업체가 EU 지역에 있지 않더라
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재화･서비스를 제공하거
나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모니터링할 때에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법은 명시적인 규
정이 없음
◇ (정보주체의 권리) GDPR은 열람청구권･정정･삭제권
등 우리법상의 권리 외에 다른 서비스로의 자신의 개
인정보이동요청(정보이동권) 등 추가규정
◇ (기업의 책임성) GDPR과 우리법 모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DPO/CPO) 지정, 영향평가 실시, 유출신고통
지 등 유사한 내용을 규정
◇ (역외이전) GDPR은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이전하려면 개별기업 차원에서 이전계약, 개인정보보
호 기업규칙 등 별도의 보호조치나 국가차원의 협의
가 필요한 반면, 우리법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
의시에 이전가능

◦ 이를 통해 많은 기업들의 GDPR에 대한 이해
도가 높아졌으나 아직 상당수 기업들의 준비가
시급한 상황으로, 정부는 5~6월에 관계부처 합
동으로 기업안내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강기성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담당관은 “기
업 인식제고, 교육상담 등 국내 중소기업의 대
응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무역협회, KOTRA,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업
협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업설명회*를
집중 개최하고, 참석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서
는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동시에, 구
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기업을 위한 애로사항
접수 및 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 기업설명회 : 중견기업연합회(5.18.), KOTRA･
무역협회(5.28.), 온라인쇼핑･백화점 등 유

◦ 이윤숙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장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유럽모델을 참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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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협회(5.29.), 對EU수출･준비 중소기업(5.23/
5.24/5.30.), PIS FAIR(6.1.)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내 법률을 성실히 준

◦ 정부가 제작･배포하는 안내서와 해설서 등 교육

수해 온 기업이라면 이번 GDPR에서 바뀐 규정

자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내 온라인 GDPR 전

을 중심으로 대비하면 될 것“이라며, “현재 EU

담창구*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5월 중 EU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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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세부 지침을 발표하면 이를 반영한 지

총회에 우리 외교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참석

침서도 새롭게 제작할 예정이다(5월 말 예정).

하였다.

* 온라인 GDPR 전담창구 : http://gdpr.kisa.or.kr

◦ ECLAC 설립 7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된 금

/ ☎ 061-820-1805 (5.11. 개설 예정)

번 총회는 △2020 ECLAC 전략 △‘불평등의

◦ GDPR에 관한 문의사항은 무역협회･KOTRA,

비효율성’ 보고서 및 △남남협력 발전 방안

전국 14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중소기업중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앙회 등에서 운영하는 애로사항 접수창구를 이

※ 유엔 중남미･카리브 경제위원회(Economic

용할 수 있고 전문적인 상담은 한국인터넷진흥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원에서 제공하는 상담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Caribbean)
- 회원국 총 46개국 (중남미 33개국, 한국,

쉍 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인 개인정보 해외이전에

미국, 일본, 독일 등)

대해서는 가장 시급한 온라인사업 분야부터

※ 제37차 ECLAC 총회 (5.7-11, 쿠바 아바나)

국가 차원에서 EU 집행위원회와 일괄적인 협

- 주제 : 불평등의 비효율성(Inefficiency of

의(적정성 결정*)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 온라
인분야 외에도 제조업을 포함한 모든 교역부
문에서 추가 협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Inequality)
- 주요 의제 : 2016-2017 ECLAC 활동 보고
및 2020년 ECLAC 프로그램(안) 제안, ‘불

*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 : 개인정보보

평등의 비효율성(Inefficiency of Inequality)’

호 수준이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될 경

보고서 발표 및 고위급 세미나, ECLAC

우 기업이 별도의 조치 없이 개인정보 이전이

70주년 기념 세미나, 남･남협력위원회, 외

가능하다는 EU 집행위원회의 결정

교장관-고위급 인사간 대화 등

◦ 협의가 완료되면 매번 EU 회원국의 승인 등

- 우리나라는 2007년 ECLAC 정회원국 가

을 거치지 않고도 EU에서 한국으로 개인정보

입 이래 매 총회에 참석 (총회는 격년 주

를 이전할 수 있어 한-EU간 전자상거래 활성

기로 개최)

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쉍 특히, 강 장관은 5.10(목) “불평등의 비효율성
쉍 정부관계자는 “유럽에서 사업을 하려는 기업은

에 관한 고위급 세미나”세션에 참석하여 ‘사람

EU 현지의 법률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

중심경제’ 및 ‘포용적 복지정책’등을 중심으로

록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면서, “지금

우리의 경제･사회 정책을 소개하면서 동 정책

진행 중인 협의를 신속히 완료하여 기업의 부담

이 갖는 중남미 지역의 불평등 문제 해결에 대

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함의, 우리의 대중남미 불평등 감소 기여
활동에 대해 설명하였다.

강경화 장관 제37차 유엔 중남미･
카리브경제위원회 총회 참석 (2018. 5. 11)

쉍 한편, 강 장관은 5.10(목) 알리시아 바르세나
(Alicia Barcena) ECLAC 사무총장과의 면담
을 통해 한-ECLAC 협력 강화 방안 및 향후 발

쉍 강경화 외교장관은 쿠바 아바나에서 개최되는 제
37차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2018년 한-ECLAC
협력기금 협정서’에 서명하였다.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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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한-ECLAC 주요협력사업
◦ 꼬르삐메 (CORPYME) : 한-CELAC 중소기
업 국제화 협력 프로젝트
◦ 중남미지역의 도시-농촌 정책 및 계획 설계
프로젝트

차원의 노력을 담은 ｢유엔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협상에 우리 정부가 적극
참여하고 있는 데에 사의를 표하였으며, 조 차
관은 동 컴팩트 성안 및 이행과정에서 IOM의

◦ 지속가능한 수출 개발 관련 활동

역할에 대한 지지와 더불어 우리가 이주민 관

◦ 중남미-아시아･태평양 관측소 기능 강화

련 국제협력 강화에 지속 기여해 나가고자 한
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쉍 강 장관의 이번 ECLAC 총회 참석은 중남미가

※ 유엔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 : 2016.9월 ｢유

당면하고 있는 불평등 문제에 대한 우리의 기

엔 난민･이주에 관한 고위급회의(UN Summit

여 확대 의지를 표명하고 중남미 국가 및 지역

for Refugees and Migrants)｣ 결과 채택된 ‘뉴

기구들과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된 것

욕선언’에 따라 금년말 채택될 비구속적 문

으로 평가된다.

서로서, 국제 이주 대응을 위한 유엔 차원의
원칙, 공약 등을 포함

조현 제2차관,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총장
면담 (2018. 5. 11)

3. 조 차관과 스윙 사무총장은 금년 6월 만료 예정
이었던 해외 긴급사태시 우리 재외국민 대피를
위한 외교부-IOM간 양해각서(MOU)를 5년 더

1. 조 현 제2차관은 한국을 방문 중인 윌리엄 레이

연장키로 한 점을 평가하였는 바, 동 양해각서

시 스윙(William Lacy Swing) 국제이주기구(IOM:

는 향후 해외 긴급상황시 우리 국민 보호 강화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사무

에 한층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장을 2018.5.11.(금) 면담하여 우리나라의 이

※ 외교부-IOM MOU (MOU between Ministry of

주 관련 정책과 한-IOM간 협력 증진 방안 등에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for Migration on Evacuation Support Services)

◦ 스윙 사무총장은 한국이 아시아에서 이주민 통

: 내란, 지진 등 해외 긴급사태 발생시 우리

합이 가장 진전되어 있는 국가로서 매우 선진적

국민 철수를 위한 IOM 전세기 활용 등을 규

인 이주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였다.

정하고 있으며, 금년 6.8 만료 예정이었으나,

◦ 조 차관은 우리 국민의 IOM 진출을 확대하기

양측간 2023.6.8.까지 연장키로 합의

위하여 실질적 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스윙 사무총장은 이에
공감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IOM에 대한 기

유엔 적정주거 특별보고관 방한 (2018. 5. 11)

여에도 사의를 표하였다.
※ 우리 정부의 IOM에 대한 기여 : 2016년 총

1. ｢레일라니 파르하(Leilani Farha)｣ 유엔 인권이

약 425만 미불(분담금 999,452 스위스프랑

사회 적정주거 특별보고관이 5.14(월)-23(수)간

/ 자발적 기여 3,252,424 미불)

공식 방한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수임자

2. 스윙 사무총장은 국제 이주 대응을 위한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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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방문을 원칙적으로 수락하는 ‘상시초
청(standing invitation)’ 제도에 ‘08.3월 참여
(총 118개 유엔 회원국 참여)하고 이를 시행중
2. ｢파르하｣ 특별보고관은 방한중 외교부, 국토교통
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기
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 및 국가인권
위원회, 국회, 대법원,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

※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
- 유엔 인권이사회는 특정국가 또는 특정주제에 관한
인권상황을 조사 및 분석하여 유엔에 보고(권고 포함)
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별절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
으며, 현재 44개의 주제별 특별절차와 12개의 국별 특
별절차가 활동 중임.
- 특별절차 수임자를 일컫는 명칭으로는 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 독립전문가(Independent Expert),
실무그룹(Working Group) 등이 있으나 기능이나 역
할에 따른 구분은 아님.

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코
레일 등을 면담하고,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를
방문한 후, 5.23(수) 기자회견(10:00, 서울 프레스
센터)으로 금번 방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금번 방한 결과 및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는
‘19.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
3. 적정주거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
차중 하나로서, 2000년 유엔 인권위원회(現 인권
이사회 前身) 결의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파르
하｣ 특별보고관은 ‘14.5월 임명되어 활동중이다.
◦ 동 특별보고관은 △ 전 세계 적정주거 관련
현황과 도전과제, 모범관행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 각국의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하
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외교부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2018. 5. 14)
쉍 외교부는 5.14.(월)~17.(목)간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네팔 카트만두 지
역 내 강진으로 인한 우리국민 피해 발생 대응
훈련’을 실시하였다.
※ 훈련내용
- 사고발생 : 5.14(월) 네팔 카트만두 지역 규
모 8.0 강진 발생 상황 상정
- 우리국민 피해 : 50여명의 우리국민 사상자
발생
- 대응조치 : 관련 위기대응 매뉴얼에 근거하
여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및 현장지휘본

※ 특별보고관 방한 연혁
- 아비드 후사인(Abid Hussai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
관(‘95. 6월)
- 호르헤 부스타만테(Jorge. Bustamante) 이주민 인권
특별보고관(‘06. 12월)
- 프랭크 라 뤼(Frank La Rue)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10. 5월)
- 마가렛 세카쟈(Margaret Sekaggya) 인권옹호자 특별
보고관(‘13. 5월)
- 무토마 루티에르(Mutuma Ruteère) 현대적 인종차별
특별보고관(‘14. 9월)
- 바스쿳 툰작(Baskut Tuncak) 인권과 유해물질 특별보
고관(‘15. 10월)
-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
유 특별보고관(‘16.1월)
- 인권과 다국적기업 실무그룹(‘16. 5월)

부설치, △사건사고 영사 현장 급파, △주
재국 재난대응기관과 핫라인 구축, △신속
대응팀 파견, △우리국민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지원, △여행사와의 보상협의 지원 등
쉍 금번 훈련에서 외교부는 5.14(월) 강경화 장관
주재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재외국
민보호대책본부(외교부)와 현장지휘본부(주네
팔대사관)간 합동 대응 체계, △유관부처･기관
협업체계, △기관별 대응 수칙, △재외국민보
호 매뉴얼 운용 등을 중점 점검하고 개선사항
을 논의하는 등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훈
련을 전개하였다.
www.mofa.go.kr

197

| 외교부 소식 모음 |

◦ 강경화 장관은 매년 해외를 여행하거나 거주

개최하여 △우리정부의 재외국민보호제도 안

하는 우리국민의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

내, △지진 대응･대피 요령 교육을 실시할 예

재외동포영사실 확대 개편, △가나 해상 피랍

정이며, 이는 재외국민들의 안전의식 제고 및

사건 해결, △5월말 개소 추진 중인 해외안전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지킴센터 등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 노력을
소개하면서, 금번 훈련이 해외 사건･사고 발

쉍 외교부는 금번 훈련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참

생 시 재외국민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정부 차

여 유도를 위해 △인천공항 영사민원실･여권

원의 사전 대비 태세 강화 및 재외국민 보호

민원센터, △여권과 민원실, △네팔 대사관에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계기가 될

홍보물을 배치하여 대국민 홍보효과를 제고하

필요가 있음을 강조

고 있으며, 전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네팔 현지

※ 참석기관
- 주관 기관 :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

동포로 구성된 ‘안전한국훈련 체험단’을 운영
하여 국민 참여형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 유관 기관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
체육관광부, 경찰청,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혜초여행사
※ 2017년 우리국민 해외여행객수는 약 2,650

강경화 장관,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
면담 (2018. 5. 16)

만 명,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의 수는 약
740만 명, 이 중 우리국민의 수는 약 260만
명으로 추계

1. 강경화 장관은 2018.05.16.(수) 오후 외교부에
서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
데이빗 비즐리(David Beasley) 사무총장과 면

쉍 한편, 외교부는 금번 훈련의 일환으로 5.15(화)

담하였다.

~5.17(목)간 ‘모의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현
장(네팔 카트만두)에 파견하여 재난 발생 시

2. 양측은 금년 ‘한-WFP 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신속한 우리국민 보호를 위한 공관-현지 재난

체결 50주년을 맞아, 과거 식량원조를 받던 한

당국-한인 사회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점검･구

국이 주요 공여국으로서 WFP와의 협력을 심

축할 예정이다.

화해 나가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네팔 현지 재난･치안

‘기아 종식(Zero Hunger)’ 달성을 위한 협력을

당국 및 병원*을 방문하여 실제 재난 발생 시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국민 안전 확보 및 평소 우리국민 보호를

* Basic Agreement concerning Assistance from

위한 공관과의 긴밀한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한

the World Food Programme

협조를 요청할 예정
※ 네팔 △내무부 재난대응 센터･경찰청･군 재

3. 아울러 비즐리 사무총장은 강 장관에게 방북

난 관련 부서, △현지 대형 병원(Mediciti

(5.8-11) 결과 및 WFP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

Hospital) 방문 예정

업 현황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강 장관은 남북

◦ 또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및 주네팔대사관

정상회담 결과 등 최근 남북관계 현황에 대해

은 공동으로 동포 안전 간담회(5.16(수)) 및

설명하고 북한 내 WFP의 활동을 평가하였다.

네팔 현지 교민 대상 안전 훈련(5.17(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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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측은 이외에도 △개도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

Yavez Ates 외교부 차관보

관련 협력, △우리 쌀을 활용한 개도국 식량원
조사업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2. 믹타 외교장관회의 참석자들은 2013.9월 믹타
가 창설된 이래 5년 동안 협력이 다방면에서
확대되어 왔음을 평가하고, 글로벌 현안에 대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 (2018. 5. 18)

한 기여 확대와 믹타 국가간 실질협력을 강화
시키는 차원에서 믹타 활성화 방안을 적극 협
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1. 우리 정부는 5.18(금)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
조정관 주재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

3. 또한 참석자들은 △최근 남북관계 진전 상황

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관계관이 참

△미얀마 라카인州 상황 △베네수엘라 대선 이

석한 가운데, 미국의 이란 핵합의(JCPOA) 탈

후 정세 △시리아 난민 문제 △보호무역주의

퇴 이후 대 이란 제재 복원 대응방안과 관련하

대응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지역･글로벌 이슈

여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에 관해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하였다.

◦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5.8) 및 대이란 양자제

◦ 조 현 2차관은 2018 남북정상회담 개최 결과

재 복원과 관련 향후 유예기간(180일) 동안 제재

를 설명하고, 믹타 회원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예외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원유수입 감축 계획

의 협조와 지지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안 수립, 대미 협의 시기 및 방향 등에 대해 논의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 바, 여타

※ 외교부는 5.17 국내 관계부처 간 입장 조율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의

및 미측과의 협의 계획 수립을 위해 내부

노력에 대한 지지 입장 표명

TF 구성(대표: 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

※ 믹타 국가들은 금년도 두 차례 한반도 문제

2. 우리 정부는 미측의 향후 조치가 우리 경제 및 이
란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
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
력 하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에 대한 외교장관 명의 공동성명 채택
- 평창올림픽 개최 축하 및 최근 한반도 진
전 상황 환영 (3.18 채택) / 2018 남북 정
상회담 성공 축하 (4.30 채택)
4. 끝으로, 참석자들은 최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제12차 믹타외교장관회의 개최 (2018. 5. 22)

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
및 유가족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테러
리즘 척결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믹타 차원의

1. 제12차 믹타(MIKTA: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 터키, 호주) 외교장관회의가 5.21(월) 부에
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G20 외교장관회의 계
기 개최되었으며, 우리측에서는 조 현 외교부
2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 여타국 수석대표 : (인니) Retno Marsudi 외
교장관 (멕시코) Luis Videgaray 외교장관
(호주) Julie Bishop 외교장관 (터키) Murat

외교부, 對 국민외교 사업으로 전남대에서
제3차 외교관과의 대화(Cornerstone
Dialogue) 개최 (2018. 5. 24)
쉍 외교부는 對 국민외교 사업의 일환으로 북미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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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주관한 가운데 5.24(목) 15:00-16:00 전

쉍 우리나라와 포르투갈은 양국간 항공협력을 위

남대학교에서 약 70여명의 학생 참석으로 제3

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6.5월 항공

차 ‘외교관과의 대화(Cornerstone Dialogue)’

회담을 개최하여 항공협정 문안에 가서명하고,

를 개최하였다.

양국간 노선 운항 주7회(화물기 무제한)･편명

◦ 금번 외교관과의 대화(Cornerstone Dialogue)

공유* 설정 등에 합의한 바 있다.

는 對국민외교 차원에서 전국의 대학을 방문

◦ 현재 한-포르투갈 직항은 운항되고 있지 않지

하여 우리 대외 외교정책을 비롯 주요 외교･

만, 이번에 서명한 양국간 항공협정이 발효되

안보 현안을 설명하는 사업으로, 가톨릭 관동

면 항공사간 편명공유 등을 통해 승객들이 보

대, 서울대에 이어 전남대(광주)에서 세 번째

다 편리하게 항공 예약 및 수속을 할 수 있을

로 개최되었다.

것으로 예상된다.
※ 동 협정은 양국의 국내절차 완료 통지일부

쉍 이번 행사에는 고윤주 외교부 북미심의관이

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발효

‘남북정상회담(4.27) 이후 한반도 정세’를 주

* 편명공유(code share): 상대항공사(운항사)

제로 강연을 실시하였으며, 학생들과의 질의

의 노선을 직접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마

응답을 통해 우리 외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

케팅사)가 자사의 편명을 부여하여 항공

견을 청취하였다.

권을 판매하는 항공사간 계약을 통한 영

※ 광주광역시 방문 계기, 국립 518 민주묘지를

업협력

방문하여 희생자들에 대해 애도 표시
◦ 참석 학생들은 최근 남북･한미 정상회담 등을

쉍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항공협정 체결을 통해

비롯한 한반도 주요 정세 및 이와 관련한 외교

우리 항공사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우리 국

부의 활동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민이 더욱 편리하게 전 세계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쉍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 공

※ 우리나라는 금번 서명한 한-포르투갈 항공협

공외교 사업인 ‘외교관과의 대화(Cornerstone

정을 포함하여 총 86개국과 협정을 체결하였

Dialogue)’를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적극 실시

고, 그 중 81개국과의 협정이 발효중(2018.5

하여 우리 정책을 홍보하고 젊은 층과의 소통

월 현재)

을 강화할 계획이다.

포르투갈로 가는 하늘길 열리다 (2018. 5. 25)

강경화 장관, 메르코수르 3개 회원국
외교장관 회담 (2018. 5. 25)

쉍 조현 외교부 2차관은 2018.5.25.(금) 16:30 외

쉍 강경화 장관은 5.25.(금) 브라질 누네스 페헤

교부 청사에서 마리아 테레자 곤살브스 히베

이라(Nunes Ferreira) 외교장관, 파라과이 엘

이루(Maria Teresa Gonçalves Ribeiro) 포르투

라디오 로이사가(Eladio Loizaga) 외교장관, 우

갈 외교협력차관과 ｢대한민국과 포르투갈공

루과이 닌 노보아(Nin Novoa) 외교장관과 각

화국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

각 회담을 갖고, △ 양국관계 △ 한-메르코수

하였다.

르 무역협정 협상 및 경제협력 증진, △ 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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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만의 브라질 외교장관 방한을 환영하면서, 브

※ 상기 3개국 장관은 5.25. 한-메르코수르 무역

라질이 중남미 지역에서 최초로 우리와 수교

협정(TA) 협상 개시 공동선언문 서명식 계기

(1959년)한 핵심 우방국으로서 제조업, 인프라

방한 (아르헨티나는 외교부 경제차관 방한)

등 분야에서 꾸준히 협력을 증진해 왔음을 평

※ 한-메르코수르 무역 협정은 사실상의 자유무

가하였으며, 양측은 내년도 수교 60주년을 계

역협정(FTA)이며, 메르코수르 측의 요청으

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관계를 한층 강화

로 명칭을 무역협정으로 함.

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강 장관은 스텔라데
이지호 수색 협조에 대한 사의를 표하였다.

MERCOSUR 개요(‘
91년 창설)
□ 회원국(4):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인구 2.7억명, GDP 3.3조로 중남미 58%)
ㅇ 베네수엘라는‘12년 메르코수르에 가입하였으나 ‘16
년 이후 인권문제 등으로 회원국 자격 정지
□ 관세동맹으로서 역내 상품 교역을 자유화하고 역외공
동관세 부과
ㅇ 관세 부문은 MERCOSUR 공동 차원에서만 무역협정
체결 가능

쉍 한-파라과이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은 농업,
전자정부,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중인
양국간 협력을 평가하고, 금년 8월 출범하는
파라과이 신정부에서도 양국간 우호관계가 더
욱 발전되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실질협력
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쉍 한-우루과이 외교장관회담에서 강 장관은 우

쉍 강 장관과 메르코수르 3개국 외교장관은 금일

루과이 정부의 스텔라데이지호 수색 협조에

(5.25)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의 공식

사의를 표하고, 수색에 성과가 없는데 대해 안

개시를 환영하고,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을

타까움을 표하며 지속적인 수색이 이루어질

통해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진 양측간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양측은 지

의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되고, 경제협력이 긴밀

속적인 고위 인사 교류를 통해 교육, 기술협력

해질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강 장

분야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

관은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이 원활히

가기로 하였다.

추진될 수 있도록 각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
청하였다.
쉍 또한, 강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
담 경과 등 최근의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백지아 주제네바대사, 국제노동기구[ILO]
정부그룹 의장 선출 (2018. 5. 28)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

1. 5월 28일(월) 오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설

제107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정부그룹 회

명하고,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의에서 우리나라 백지아 주제네바대사가 ILO

◦ 이에 대해, 메르코수르 3국 장관은 자국을 포

정부그룹 의장에 선출되었다.

함한 전세계가 한반도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 백지아 대사는 전임자인 최경림 前 대사의 귀

며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 정

임 이후 공석이 된 2017-2018년도 임기 ILO

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정부그룹 의장직에 단독 출마하여 컨센서스
로 선출

쉍 강 장관은 한-브라질 외교장관 회담에서 27년

※ ILO(1919년 설립)는 정부대표 외에 근로자,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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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로서

대표), 고형권 기재부 1차관(교체 수석대표)

국제 노동기준을 통해 각국의 양질의 일자

참석 예정

리 창출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로 현재 187개
회원국이 참여중
※ 백지아 주제네바대사는 2018.6.9. 제333차
ILO 이사회 종료시까지 동 의장직 수행 예정

※ OECD 각료이사회
- 35개 회원국 각료가 참석하는 OECD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연 1회 개최
- 금번 각료이사회 의장국은 프랑스이며, 부
의장국은 뉴질랜드와 라트비아

2. 우리나라는 2017-20년도 임기 ILO 이사회의
이사국으로도 활동중인바, 백 대사의 ILO 정부

쉍 금번 회의에서는 △다자주의의 현황과 전망

그룹 의장직 선출을 통해 노동외교 분야에서

△다자주의를 통한 신 경제금융과제 해결 △

우리나라의 주도적 활동이 지속될 수 있을 것

포용적 경제와 웰빙을 위한 협력 △지속가능

으로 기대된다.

개발목표(SDGs) 재원조달 △국제무역 및 투
자의 기회균등 등을 위한 다자주의 △생물다

3. ILO 정부그룹은 △ILO 이사회 의장 추천 등
각종 정부위원 임명 또는 추천, △정부그룹 입
장 조율 등을 통해 ILO내 노･사･정 간 조정 및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

양성, 기후 및 천연자원 관련 도전 대응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 또한 금번 각료이사회에서는 콜롬비아와 리
투아니아의 OECD 가입이 이루어질 예정
쉍 윤 조정관은 특히 △‘SDGs 재원 조달’ 세션에

경제외교조정관, 2018년 OECD 각료이사회
(5.30-31, 파리) 참석 (2018. 5. 30)

참석하여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
한 민관 협력 방안과 이를 위한 정부 및 OECD
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생물다양성, 기

쉍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5.30(수)-31

후 및 천연자원 관련 도전 대응’ 세션에 참석,

(목)간 ‘보다 책임 있고, 효과적이며, 포용적 성

자원효율성 제고와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과를 위한 다자주의의 기반 재형성(Reshaping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the foundations of multilateralism for more
responsible, effective and inclusive outcomes)’

쉍 아울러, 윤 조정관은 금번 각료이사회 참석 계

을 주제로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경제협

기에 떼오도르 비오렐 멜레쉬카누(Teodor Viorel

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우리

Melescanu) 루마니아 외교장관과 양자 면담을

정부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갖고 양자관계 및 루마니아의 OECD 가입문

*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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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제법률국 국제법 소통
❚ 기간 : 2017. 3. 3. ~ 2018. 5. 31. ❚

- 자세한 내용 및 기타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 [외교정책 > 조약･국제법 > 국제법 소통] 게시판 참조
O 제1회 국제법 타운홀 미팅 (2018. 3. 19)
O 국제사법재판소(ICJ), 적도기니-프랑스 사건 공개심리(프랑스의 선결적 항변 관련) (2018. 3. 19)
O ICC 신임재판관 취임식 (2018. 3. 21)
O 제1회 국제법 타운홀 미팅 개최결과 (2018. 3. 30)
O ‘국제관습법의 확인’ 관련 ILC 첫 번째 초안에 대한 각국 의견 (2018. 4. 24)
O 제2회 국제법 타운홀 미팅 (2018. 4. 26)
O 제57차 유엔외기권평화적이용위원회(COPUOS) 법률소위 결과 (2018. 5. 2)
O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125주년 기념 홍콩 회의 (2018. 5. 2)
O 국가관할권 이원영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관련 준비회의 (2018. 5. 10)

제1회 국제법 타운홀 미팅 (2018. 3. 19)
생소하게 느껴지는 국제법?
외교부가 학생, 시민 여러분을 직접 찾아가서 설
명드립니다.
외교부가 학생, 시민 여러분을 찾아가 국제법 현
안을 소개하고 오프라인에서 쌍방향 소통의 시간
을 갖는 ‘국제법 타운홀 미팅’을 실시합니다. 제1회
국제법 타운홀 미팅은 오는 3월 27일(화) 오전 10
시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국제법과 외
교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있습니다.
금번 타운홀 미팅에서는 배종인 국제법률국장의
“외교와 국제법” 제하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ICC
와 ICJ 등 국제재판기구 최신 동향을 전해드릴 예
정입니다. 아울러 “외교부에서 변호사로 일하기”
라는 주제의 미니특강에서는 외교 현장에서 변호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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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역할 등에 대한 알찬 소개가 준비되었으니,

의 부통령(Teodoro Nguema Obiang Mangue)에 대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한 형사소송절차를 개시하고, △적도기니의 재산
이자 외교공관인 건물(파리 42 Avenue Foch 소재)
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린 것이 유엔 초국가적

국제사법재판소(ICJ), 적도기니-프랑스
사건 공개심리(프랑스의 선결적 항변 관련)
(2018. 3. 19)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조직범죄 방지협약(이하 “팔레르모 협약”), 외교관
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하 “비엔나 협약”), 일반
국제법 등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ICJ에 그 위법
성 확인 및 배상 명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
습니다.

는 2018년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네덜란드 헤이
그에 소재한 평화의 궁(Peace Palace)에서 “면제 및

2016년 12월, 적도기니는 프랑스가 △적도기니

형사절차(Immunities and Criminal Proceedings, 적

부통령에 대한 모든 형사소송절차를 중단할 것, △

도기니 v. 프랑스)” 사건에 관한 공개심리를 진행

가압류된 건물에 대해 외교공관으로서의 대우･보호

하였습니다.

를 부여할 것 등을 요구하는 잠정조치(provisional

이 사건은 최근 국제관계에서 논쟁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외국의 국가수반 및 고위관료 등
에 대한 형사관할권의 인적 면제, △외교공관으로
서의 법적 지위 인정 요건 및 공관의 불가침성 보
장 등의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금번 공개심리는
피고인 프랑스가 제기한 선결적 항변(preliminary
objection)에 따른 것으로서, 1라운드와 2라운드의
구두변론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라운드는 프랑스적도기니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금번 공개심리에서, 피고인 프랑스는 ICJ가 이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지 않으며 적도기니
측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inadmissible) 결정을
해줄 것을, 원고인 적도기니는 ICJ가 프랑스의 선
결적 항변을 기각하고 이 사건에 관한 관할권이 존
재함을 선언해 줄 것을 각각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과 진행경과 및 금번 공개심리에
서 개진된 프랑스와 적도기니의 주장은 각각 아래
와 같습니다.
1. 소송의 배경 및 진행경과
2016년 6월, 적도기니는 프랑스 법원이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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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s)를 신청했으며, ICJ는 프랑스가 가압류된
건물에 대해 비엔나 협약 제22조 상의 대우･보호를
부여해야 한다는 잠정조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2017.10월, 프랑스 1심 법원은 적도기니 부통령
의 돈세탁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형
의 집행유예와 3천만 유로의 벌금형 및 가압류된
건물에 대한 몰수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2. 프랑스측 주장
(팔레르모 협약에 따른 ICJ의 관할권 인정 불가)
프랑스는 이미 잠정조치 결정에서 ICJ는 이 협약
에 근거한 일응의 관할권(prima facie jurisdiction)
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바 있음을 지적하였습
니다.
또한, 프랑스는 이 협약이 매우 일반적인 성격
(general characteristics)을 가지고 있으며, 이 협약
에서 당사국의 구체적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내입법 관련 의무와 사법공조 관련 의무뿐
이라고 주장하면서, 적도기니가 프랑스의 위반을
주장하고 있는 협약 제4조는 당사국에 특별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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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과한 규정이 아니라 일반 원칙을 선언한 것에

는 사안, 즉 “적도기니가 프랑스 내 외교공관이라고

불과하며 이 사건과의 연관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

주장하는 건물의 법적 지위”는 비엔나 협약에 의해

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규율되는 내용이 아니며, △적도기니의 프랑스 내
외교공관의 불가침성에 대해서는 소송당사국 간 이

※ 협약 제4조(주권의 보호) ①당사국은 국가의

견이 없는바, 이 사건의 경우 소송당사국 사이에 비

주권평등 및 영토보전 원칙, 그리고 다른 국가

엔나 협약상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진정한 분쟁이

에 대한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에 부합하는 방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식으로 이 협약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수행한
다. ②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다른 국가의

결국, 프랑스는 특정 건물이 어떠한 조건 하에서

영역에서 그 다른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그

외교공관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지 및 그러한

다른 국가의 당국이 배타적으로 보유하는 관

지위 취득의 효력발생 시점 등은 국가관행이나 관

할권을 행사하고 기능을 수행할 권한을 어느

습국제법에 따라 결정될 문제로서 비엔나 협약상

한 당사국에게 부여하지 아니한다.

의 분쟁이 아닌만큼, 비엔나 협약 선택의정서를 근
거로 한 ICJ의 관할권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결론을

특히, 프랑스는 프랑스 법원의 형사절차는 적도

제시하였습니다.

기니 부통령이 프랑스 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것으로서 그 법적 근거가 팔레르모 협약이 아니라

(적도기니의 제소는 권리남용에 해당)

프랑스 형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금번 사건을
이 협약과 연관짓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프랑스는 적도기니가 자국 부통령에 대한 프랑
스 법원의 형사절차를 지연･중단시키고 부통령과

결론적으로, 프랑스는 이 사건 관련 양국 간 분

관련된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부정하게(in

쟁은 팔레르모 협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에 해

bad faith) 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당하지 않으므로 이 협약에 따른 ICJ의 관할권 역

이는 명백한 권리남용(abuse of rights)에 해당하며

시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ICJ는 관할권 부존재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습니다.

(비엔나 협약 선택의정서에 따른 ICJ의 관할권
인정 불가)

※ 프랑스는 사건 초기부터 적도기니가 외교공관
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물 및 관련 자산은

프랑스는 비엔나 협약 선택의정서 제1조에 따른

적도기니 부통령의 개인재산이며, 부통령이

ICJ의 강제관할권은 비엔나 협약의 해석･적용에

프랑스 법원에 기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이 건

관한 분쟁에 한정됨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물이 가압류되자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이 건

ICJ의 관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어떤

물을 외교공관으로 위장하고 이 소송을 제기

행위가 비엔나 협약의 어느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에 관한 적도기니의 명확한 주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프랑스는 외교관과 외교공관이 넓은 범
위의 면제와 특권을 향유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면

이와 관련, 프랑스는 △소송당사국 간 이견이 있

서도, 적도기니의 부통령은 외교관이 아니며 적도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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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니가 외교공관이라고 주장하는 건물 역시 수색

것이 아니라 체약 당사국에게 구체적인 조약상 의

당시 외교적 기능･성격을 전혀 인정할 수 없었다고

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적도기니는 프랑스가 주권평등원칙 및 국
(기타 사항-결정적 기일)

내문제불간섭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방식으로 적도
기니 부통령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이

프랑스는 이 사건에서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

는 이 협약 제4조 위반 여부에 대한 양국 간 분쟁을

당시의 법적 상태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

구성하므로 이 분쟁에 대한 ICJ의 관할권이 인정된

점이라고 주장하면서, 적도기니 부통령에 대한 형사

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절차가 개시된 2010년 12월 1일 당시 △42 Avenue
Foch에 소재하는 건물은 적도기니의 외교공관이

(비엔나 협약 선택의정서상 ICJ의 관할권 존재)

아니었으며(적도기니가 프랑스 외교부에 공식 통
보한 날은 2012년 7월 27일), △적도기니 부통령은

적도기니는 프랑스가 이미 비엔나 협약의 해석･

농업･산림업 담당 장관이었음(2012년 5월 21일 제

적용에 관한 분쟁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

2부통령으로 임명)을 강조하였습니다.

하면서,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정확히 언제
부터 특정 건물이 비엔나 협약에 따른 외교공관으

3. 적도기니측 주장

로서의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볼 것인지”인데, 접수
국(프랑스)이 파견국(적도기니) 공관 건물을 공관

(팔레르모 협약상 ICJ의 관할권 존재)

지역의 일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를 파견국
이 다투고 있는 이상, 이는 비엔나 협약 제1조 (i)항

우선, 적도기니는 ICJ가 잠정조치 결정시 팔레르
모 협약 관련 일응의 관할권(prima facie jurisdiction)

의 해석･적용에 관한 양국 간 분쟁을 구성하는 것
이 명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을 인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잠정조치
사건에서의 판단과 선결적 항변에 따른 관할권 판
단은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협약 제1조 (i)항: ‘공관지역’이라 함은 소유자
여하를 불문하고, 공관장의 주거를 포함하여
공관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건물의 부

또한, 적도기니는 적도기니 부통령에 대한 형사

분 및 부속토지를 말한다.

절차를 위해 프랑스가 2013년 형사사법공조를 요
청해올 당시 그 근거로 팔레르모 협약을 명시했다

또한, 적도기니는 △(42 avenue Foch에 소재하는

는 점을 지적하면서, 양국 간 분쟁이 팔레르모 협약

건물이 외교공관의 용도로 사용된다는 통지를 한

의 해석･적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프랑스의 주장

바로 다음날인) 2011년 10월 5일 프랑스 경찰이 그

은 부당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건물에 무단으로 진입한 행위, △2012년 2월 14일
프랑스 사법당국이 그 건물에 대한 수색영장을 집

나아가, 적도기니는 자국 부통령에 대한 형사절

행한 행위, △2012년 7월 19일 프랑스 법원이 그

차와 관련한 적도기니-프랑스 간 분쟁이 팔레르모

건물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린 행위 등은 모두 비

협약 제4조의 해석･적용과 관련된 분쟁에 해당하

엔나 협약 제22조에서 정한 외교공관의 불가침을

며, 이 규정은 일반적인 원칙이나 지침을 선언한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206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8, Vol.17, No.2 (통권 제49호)

| 외교부 국제법률국 국제법 소통 모음 |

(일반 사항-프랑스의 선결적 항변은 본안에 관한
사항)
적도기니는 금번 공개심리는 선결적 항변에 관
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변론내용이 대
부분 ICJ의 관할권과는 무관한 본안(merit)에 관한
사항이라고 평가하면서, 프랑스의 선결적 항변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적도기니는 프랑스가 변론에서 주
장한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의 존재 여부 및 그
의미, △42 Avenue Foch 소재 건물에 관한 사실 인
정 문제, △프랑스의 팔레르모 협약 준수 여부, △언

날 당사국 총회(ASP: Assembly of State Parties)
권오곤 의장은 지난해 당사국총회에서 선출된 신
임 재판관 6명을 소개하고, 임기만료(임기 9년)로
퇴임하는 Gurmendi 소장 등 6명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 당사국총회(ASP)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112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기관
으로, 재판소 행정 운영을 감독하고 예산을 심
의･결정하며 ICC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 권오
곤 의장(前국제유고형사재판소 부소장)은 2017
년 12월 당사국총회에서 임기 3년(2017년 12
월-2020년 12월)의 총회 의장으로 선출

제 어떠한 조건 하에 특정 건물이 비엔나 협약 제1조
(i)항에 따른 외교공관의 지위를 취득하는지 등은 모
두 본안 관련 쟁점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ICJ 웹사이트(www.icj-cij.or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CC 신임재판관 취임식 (2018. 3. 21)
지난 3월 19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

이 자리에서 권 의장은 “국제형사범죄로 인해 심

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각한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은 ICC 재판관들이 형

서 6명의 신임재판관 취임선서식이 있었습니다. 이

사적 정의를 실현해주기를 기대한다”면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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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도 공명정대하고

학생분들 포함 약 120명 이상의 참석자들이 자리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ICC

함께 해주셨습니다.

가 지속적인 신뢰와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판관들이 공명정대한 판단자로서의 능력을 갖추
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습
니다.
이어 신임 재판관 6명은 권 의장 앞에서 재판관
선서를 낭독하였고, 권 의장은 환영의 뜻을 전했습
니다.
<신임 재판관 명단(6명)>
- Luz del Carmen Ibañez Carranza (페루)
- Solomy Balungi Bossa (우간다)
- Tomoko Akane (일본)

배종인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의 “외교와 국제법”
에 대한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ICC와 ICJ 등 국제재
판소의 최신 동향 소개가 있은 후 “외교부에서 변
호사로 일하기”라는 주제로 변호사이자 외교관으
로서의 역할과 경험을 공유하는 미니특강이 이루
어졌습니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석자들로부터 국제재
판, 조약업무, 환경문제 등 국제법 관련 이슈와 외
교부 입부 경로 등 다양한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외교부 국제법률국은 앞으로 지속적인 국제법

- Reine Alapini-Gansou (베넹)

타운홀 미팅 개최를 통해 국제법에 관심있는 학생

- Kimberly Prost (캐나다)

과 시민 여러분들과의 오프라인 소통을 확대해 나

- Rosario Salvatore Aitala (이탈리아)

갈 예정입니다.

제1회 국제법 타운홀 미팅 개최결과
(2018. 3. 30)

‘국제관습법의 확인’ 관련 ILC 첫 번째
초안에 대한 각국 의견 (2018. 4. 24)

지난 3월 27일 연세대학교 유엔홀에서 제1회 국

국제법위원회(ILC)가 채택한 “국제관습법의 확인”

제법 타운홀 미팅이 개최되었습니다. 각종 전공의

첫 번째(first reading) 초안에 대하여 우리나라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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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한 각국 정부의 검토의견을 담은 보고서(Iden-

제2회 국제법 타운홀 미팅 (2018. 4. 26)

tification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Comments
and observations received from Governments(A/CN.4/

지난 3월 개최된 제1회 국제법 타운홀 미팅에 보

716))가 지난 4월 20일 ILC 웹사이트에 공개되었

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오는 5월 24일 부산에서 두

습니다.

번째 국제법 타운홀 미팅이 열립니다.

※ 국제법위원회(ILC: International Law Com-

국제법 타운홀 미팅은 외교부가 국제법이라는

mission)는 유엔총회의 보조기관으로서 국제

다소 다가가기 어려울 수 있는 분야를 현안 위주로

법의 점진적 발전과 성문법전화 작업을 담당

소개하고 시민･학생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 개

하는 전문기구(우리나라의 박기갑 위원을 비

최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롯한 34명의 각국 국제법 전문가들로 구성)
제2회 국제법 타운홀 미팅은 5월 24일(목) 오후
ILC는 지난 2016년 회기에서 이 의제의 특별보

4시 30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에서 개최될

고자인 Michael Wood 위원의 주도로 첫 번째 초안

예정이며, 국제법과 외교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에

을 작성･채택하였고, 지난해 유엔사무국은 이 초안

게 열려있습니다.

에 대한 각국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까지 오스트리아, 덴마크(노르

금번 타운홀 미팅에서는 “외교와 국제법”을 주

딕 5개국 대표), 중국, 네덜란드, 싱가포르, 이스라

제로 한 배종인 국제법률국장의 모두발언을 시작

엘, 미국 등 각국의 의견이 취합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정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ILC의 초안이 국제법 관련 실무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실용적 지침으로 기능하기 위
해서는 국제관습법 고유의 유연성과 명확성 사이
에 적절한 균형이 요구된다는 의견과 함께, 제6조
제2항 관행의 유형(Forms of practice)과 제10조 제
2항의 법적 확신의 증거의 유형(Forms of evidence
of acceptance as law)의 표현상 일관성을 갖출 필
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ILC는 이 보고서에 담긴 각국의 의견을 바탕으
로 금년 제70차 회기부터 이 의제에 대한 논의를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첫 번째 초안 및 각국 정부의견 취합 보고서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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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셰이프 오브 워터 in 국제법? 먼바다 생물

주년 심포지움이 금번 회의 계기에 개최되었습니다.

다양성(BBNJ) 논의 동향,” “슬기로운 독도생활: 외

심포지움에서는 우주비행사 귀환 문제가 인류애

교관이 들려주는 독도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입

(sentiment of humanity)에 기초하고 우주비행사 및

니다. 아울러 “외교부에서 변호사로 일하기”라는

우주물체가 “안전하고 즉각적으로” 발사국에 귀환/

주제의 미니특강 등 알찬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니,

반환되어야 한다는 공감 하에, △귀환 대상 인적 적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용범위 및 발사(당)국 범위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도모, △우주물체 반환시 조건 부과(국제법을 위반
한 우주물체의 문제 등) 여부, △협약상 의무 준수

제57차 유엔외기권평화적이용위원회
(COPUOS) 법률소위 결과 (2018. 5. 2)

강화 노력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금번 회의의 주요 의제로는 △국제기구 및 NGO

제57차 유엔 외기권 평화적 이용 위원회(COPUOS:

우주법 관련 활동, △5개 유엔 외기권 조약의 현황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및 적용, △외기권의 정의 및 경계, △지구 정지궤

법률소위원회(Legal Subcommittee)가 지난 4월 9

도의 성격 및 활용, △외기권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

일부터 20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었

에 관한 국내 입법, △우주법 역량 배양, △외기권

습니다. COPUOS는 유엔 산하 유일한 우주 분야

에서의 핵동력원 사용 관련 원칙 검토 및 개정, △

상설 위원회로 과학기술소위원회와 법률소위원회

우주폐기물 경감･처분 관리 개선 조치 관련 법적

를 두고 각 연1회 회의를 개최하며, COPUOS 회원

메카니즘, △외기권 관련 비구속적 유엔 문서 논의,

국(87개국, 2018년 4월 기준) 및 옵저버 대표가 참

△우주운항관리의 법적 측면 검토, △소형위성 활

석하여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동 관련 국제법 적용 검토, △우주자원의 탐사･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회의

집･활용의 향후 법률모델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에서는 우주 관련 UN 특별회의인 UNISPACE+50
의 두 번째 중점주제인 “외기권의 법적 체계 및 글

이 회의의 결과보고서 등 관련 문서는 유엔외기

로벌 거버넌스 현황 및 향후 전망” 논의도 이루어

권사무소(UNOOS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

졌습니다.

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석대표인 신동익 주오스트리아대
한민국대사관 겸 주빈국제기구대표부 대사는 기조
발언을 통해 올해 6월에 예정된 UNISPACE+50 회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125주년
기념 홍콩 회의 (2018. 5. 2)

의 두 번째 중점주제가 국제협력 및 국제 우주규범
발전에 실질적･상징적 중요성을 가진다고 평가하

지난 4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홍콩대에서 헤

는 한편, 우리 우주활동과 관련하여 우주개발진흥

이그국제사법회의(HCCH: Hague Conference on

법에 따른 기본계획, 위성 개발 및 신우주개발사업,

Private International Law)* 125주년 기념 회의가

한-불 우주포럼 등 한국항공우주연구소 국제 우주

열렸습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아동보호, 상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국제 협력 사업 등을 소개하

거래, 민사공조 분야의 협약을 성공적으로 성안 및

였습니다.

채택한바 있으며(아포스티유 협약, 아동탈취협약,

한편, 우주물체 반환 및 우주비행사 구조 협약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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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슈가 활발히 논의되는 기구로서, 금번에는 지

탈퇴(BREXIT)와 관련하여, EU법은 대부분 공법

역사무소를 두고 있는 홍콩 특별행정지역의 후원

이기 때문에 국제상거래법에는 사실상 영향이 없

으로 125주년 회의가 개최된 것입니다.

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다만 판결집행에 있어서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국제사법규칙의

불구하고, Blair 교수는 대부분의 EU국가가 민상사

점진적 통일화를 통한 법세계적인 법적 안정

분야의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협약의 가입국이

성 확보를 추구하며, 상이한 각국의 사법체계

고, 영국도 별도 가입 예정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간 조화를 위하여 공통적인 사법규칙 개발과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였습니다.

이행을 논의하는 기구로서, 회원국은 총 79개
국(우리나라 1997년 가입)
금번회의는 전문가들의 발제와 이에 대한 토론

국가관할권 이원영역의 해양생물다양성
(BBNJ) 관련 준비회의 (2018. 5. 10)

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금번 논의에 참석한
Jurgen Basedow 함부르크대학교 교수는 △국가들

국가관할권 이원영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이 국제사법상 논의결과를 협약의 형태로 비준해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야 파급력이 있다는 점, △국가간 판결 상호인정에

Jurisdiction) 보존 및 지속가능 이용에 관한 법적

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가족법 분야에서 종교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 마련을 위한 정부간회의

적･정치적･문화적으로 국가간 편차가 있다는 점을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준비회의가 지난 4

국제사법이 직면한 도전으로 언급하면서, HCCH

월 16일부터 18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

는 향후 활발한 논의가 예상되는 자본시장규제 또

었습니다.

는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새로운 이슈들을 선제
적으로 다루는 장이 되어야 하며, 경험이 부족한

유엔 차원에서의 BBNJ 관련 논의는 2004년에 본

국가들의 역량강화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 유엔총회 결의에

지적하여 많은 참석자들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따라 설치된 작업반(working group) 회의가 2006년
부터 2015년까지 9차례에 걸쳐 진행되었고, 2015

Francisco Garcimartín 마드리드자치대학교 교

년 제69차 유엔총회에서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수는 블록체인(Blockchain)이 국제사법에 미치는 영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향에 대한 발제로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

하에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를 마련하기 위한

았습니다. 국제사법 영역에서 블록체인은 법률적인

논의를 본격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

재산권의 등록 및 이전과 관련하여 비중앙집권적

라, 2016-2017년 간 4차례에 걸친 준비위원회(Pre-

(de-centralization) 구조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

paratory Committee)에서 네 가지 이슈(△이익공유

여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 문서가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해양보호구역을 포

예측불가의 사고로 사라진다고 하여도, 재산권 관련

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 △역량

권리보유자가 상호간 블록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정

강화 및 해양기술 이전)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이루

보가 보존되며, 재산권 이전 역시 자동업데이트 되

어졌습니다.

므로 간편성과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William Blair 퀸메리대학교 교수는 영국의 EU

이번 준비회의는 향후 개최될 정부간회의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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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준비를 위해 개최된 회의입니다. 정부간회의

(제1차 정부간회의 의제) 4개의 주요 쟁점(△이익

는 2017년 제72차 유엔총회 결의(72/249)에 따라

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해양보호

준비위원회가 유엔총회에 권고한 “법적 구속력 있

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 △환경영향

는 국제문서 초안의 구성요소(elements)”를 숙고하

평가,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 이전)과 함께 교

고 이를 구체화 하는 문안 협의를 위한 것으로서,

차이슈(cross-cutting issues: 4개 주요 쟁점에

금년 9월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4차례에 걸쳐 개

모두 공통되거나 중복되는 사안)에 대한 실질

최될 예정입니다.

적 논의와 각국의 기조발언 등을 포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4월 준비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BBNJ 보존 및 지속가능 이용을 위한 새로운

(제1차 정부간회의 작업계획) 기본적으로 유연한

국제문서는 가능한 폭넓게 수용되어야 하므로, 정

작업계획을 채택하기로 하면서, 병행회의는 개

부간회의가 컨센서스를 통한 합의 도출을 위해 가

최하지 않고 필요시 위원회･작업반 등을 설치

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BBNJ 관련

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제문서 성안 과정 및 그 결과물은 현존하는 관련
국제문서와 체제 및 기구 등을 침해(undermine)하

(정부간회의 절차규칙) 유엔총회 결의 72/249에서

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면서, “undermine”이 무엇을

결정된 대로 유엔총회의 일반적인 절차규칙을

의미하는지는 정부간회의의 임무 및 향후 성안될

적용하되, 필요할 경우 일부 수정하기로 하였으

국제문서의 법적 성격과도 직결되는 만큼 이에 관

며, 각 지역그룹별 3명(총 15명)의 부의장(vice

한 건설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

president)으로 구성되는 이사회(Bureau)를 설

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국제문서는 BBNJ의 보존

치하여 절차적･행정적 업무 수행을 맡기기로

과 지속가능 이용 간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며, 이러

하였습니다.

한 관점에서 지속가능하고 합법적인 활동에 대한
정당한 이익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
하였습니다.

(회의문서 준비) 의장은 정부간회의의 논의에 도움
을 줄 수 있는 내용(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나 이
슈, 관련 질문 등)을 담은 문서를 준비해 회람할

금번 준비회의에서 협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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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이며, 일단 조약문 초안은 포함시키지 않기
로 합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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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Law Commission, Formation and

[PDF]
Treves, T., and X. Hinrichs,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and Customary

Evidenc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Note
by M. Wood, Special Rapporteur, UN Doc.
A/CN.4/653 (2012).

International Law”, in L. Lijnzaad and Council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First Report on

of Europe (eds.), The Judge and International

Formation and Evidence of Customary Inter-

Custom = Le juge et la coutume internationale,

national Law, by M. Wood, Special Rapporteur,

Leiden, Brill Nijhoff, 2016, pp. 25-45. [PDF]

UN Doc. A/CN.4/663 (2013).

Verdier, P-H., and E. Voeten, Precedent Complianc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Second Report on

and Change i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dentification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 Explanatory Theory, American Journal of

by M. Wood, Special Rapporteur, UN Doc.

International law, 108 (2014), No. 3, pp. 389-434.

A/CN.4/672 (2014).

Voyiakis, E., “A Disaggregative View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Third Report on

International Law-Making”, Leiden Journal of

Identification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Law, 29 (2016), No. 2, pp, 365-388.

by M. Wood, Special Rapporteur, UN Doc.

Wood, M., “D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njoy
Immunity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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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N.4/682 (2015).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Fourth Repor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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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cation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ive bibliography for the 70th session of the

by M. Wood, Special Rapporteur, UN Doc.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The Hague,

A/CN.4/695 (2016).

Peace Palace Library, 2017.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The Role of Decisions

Buisman, H.P.C., Selective Bibliography “Customary

of National Courts in the Case-law of International

International Law & State Practice of France,

Courts and Tribunals of a Universal Character for

Germany and the Netherlands”, The Hague,

the Purpose of the Determination of Customary

Peace Palace Library, 2017.

International Law, Memorandum by the Secretariat,
UN Doc. A/CN.4/691 (2016).

Wood, M.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Fourth
Report on Identification of Customary Interna-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Report on the Work

tional Law: Addendum (Annex II. Identification

of the Sixty-Eighth Session, Chapter. V: Iden-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Bibliography),

tification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draft

UN Doc. A/CN.4/695/Add.1 (2016).

conclusions), UN Doc. A/71/10 (2016).

○ 데이터베이스
○ 서지(Bibliographies)
Buisman, H.P.C., Customary international law: sele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Customary
IHL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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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 Sufficient Gravity before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Conference

○ Annual Conference of the Italian Society of
International and EU Law (SIDI-ISIL)
On 7 – 8 June 2018, the University of Ferrara will
host the XXIII Annual Conference of the Italian

On 11 May 2018, from 2.00 to 6.30 pm, at the Law

Society of International and EU Law (SIDI-ISIL).

School of the University of Westminster, Board Room,

The Conference’s theme is Codification in Inter-

309 Regent Street, London W1B 2HW, a conference

national and EU Law.

on ‘Sufficient Gravity before the International Criminal

보다 자세한 내용은

Court’ will take place. Please see the flyer here.

http://www.unife.it/convegno/sidi를 참조.

Attendance is free but previous registration is required
here.
보다 자세한 내용은

○ Call for Papers: Joint North American
Conference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https://www.westminster.ac.uk/events/sufficient

The ASIL International Economic Law Interest

-gravity-before-the-international-criminal-court-c

Group, the Canadian Council on International Law,

onference를 참조.

and The Cent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 together with McGill University Faculty Of

○ The Codification of International Law: Back to
the Future?

Law are organizing a Joint North American Conference

On Monday 14 May 2018, from 7-9pm at the NYC

the 2018 ASIL IEcLIG Biennial. It will be held at

Bar Association, the United Nations Law Committee

McGill University Faculty of Law, Montreal, Quebec,

of the American Branch of the International Law

Canada, 21 – 22 September 2018. The conference

Association is organizing a round table discussion

theme is “Managing International Economic (Dis)

to mark the 70th anniversary session of the Inter-

Integratio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We

national Law Commission. Speakers include Sean

invite unpublished paper and panel proposals relating

Murphy (ILC); Patricia Galvão Teles (ILC); Hélène

to the conference theme, but will also consider

Tigroudja (Aix-en-Provence); and Patrick Luna

submissions on other topics in international economic

(Permanent Mission of Brazil). The event will be

law.

moderated by Kristen Boon (Seton Hall) and is

on International Economic Law that incorporates

보다 자세한 내용은

convened by Christiane Ahlborn and Bart Smit

https://www.asil.org/sites/default/files/document

Duijzentkunst (ABILA). It is co-sponsored by the

s/IEcL%20Biennial%20Call%202018_4%20May

NYC Bar Association (International Law and UN

%202018.pdf를 참조.

Committees), Seton Hall Law School and the ASI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terest Group.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services.nycbar.org/iMIS/Events/Event_
Display.aspx?EventKey=UN051418를 참조.

○ Call for Papers: Knowledge Production and
International Law
The Graduate Institute’s International Law Department of the Geneva Graduate Institute is opening a
call for papers to explore the theme of knowledge

22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8, Vol.17, No.2 (통권 제49호)

| 국제법 관련 국제회의 및 국제학술아카데미 안내 |

production and international law at a conference to

rights challenges posed by militarization of responses

be held on 7 – 8 September 2018. The deadline for

against organized crime and seek to offer concrete

abstract submissions is 14 May 2018. This conference

steps and policy options for Latin American govern-

aims to contribute to filling this gap by initiating a

ments.

discussion on knowledge production and international

보다 자세한 내용은

law through four thematic panels. Selected contri-

http://www.up.edu.pe/UP_Landing/CallforPaper

butions will be included in a publication.

sIHL/default.aspx를 참조.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graduateinstitute.ch/files/live/sites/iheid/fil

○ UNIJURIS Conference 18 June 2018

es/sites/international_law/shared/international_la

Since 2013, a research project has been run at

w/News%20%26%20Events/2017-2018/IHEID-K

Utrecht University on ‘unilateral jurisdiction and

nowledge%20Production%20and%20Internationa

global values’ (UNIJURIS), headed by Prof. Cedric

l%20Law-CfP.pdf를 참조.

Ryngaert. The project will present its results at a
conference in Utrecht on 18 June 2018. The project

○ Responding to Hybrid Threats by Force:

has systematically mapped and critically analysed

International and National Law Aspects

assertions of state (and EU) jurisdiction with an

Conference

extraterritorial dimension, from a public international

A conference called Responding to Hybrid Threats

law perspective. The project has examined jurisdic-

by Force: International and National Law Aspects

tional assertions in a considerable number of issue

will be held on 24 – 25 May 2018 at the Law Faculty

areas, in particular fisheries, marine pollution, business

of Palacky University Olomouc, under the auspices

and human rights, climate change, anti-corruption,

of the Director of Special Forces and the Czech

data protection, and cybercrime. The eight researchers

Branch of th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Several

involved in the project will present their findings,

distinguished experts have already confirmed parti-

after which academic experts and practitioners will

cipation in the conference (such as Aurel Sari, Tamás

comment.

Hoffmann, Russell Buchan or Kubo Mačák).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unijuris.sites.uu.nl/를 참조.

https://sway.com/6XELdzq9YHjQtX73를 참조.

<국제학술아카데미>
○ Call for Papers: “New Security Challenges:
Organized Crime and Urban Conflict in the
Americas”

○ Winter Courses on International Law.
Registration is now open for the first edition of the

Universidad del Pacifico Law School announces a

Winter Courses on International Law: 7 – 25 January

Call for Papers for its conference “New Security

2019. The Winter Courses on International Law are

Challenges: Organized Crime and Urban Conflict in

a new programme offered by The Hague Academy

the Americas” to take place 24 – 26 October, in

of International Law. The Winter Courses are

Lima, Peru. The conference will explore the human

organized following the same model as its well-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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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n Summer Courses, including with a General

are organised for a period of three weeks. These

Course and several Special Courses on topics of

sessions take place in Strasbourg in July and are

both Public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Directed

composed of courses and conferences given by

Studies sessions for advanced students wanting to

internationally recognised specialists. These Summer

sit the Academy’s Diploma Exam, doctoral networking

Schools enable the participants to have an improved

meetings for PhD students, presentations by legal

general knowledge in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practitioners from different institutions, visits to

Human Rights while acquiring a better understanding

embass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e

of issues specific to the subject addressed by the

Hague and a variety of social activities. Early bird

School. This Summer School is also a meeting point

registration at a reduced fee is possible until 30

for all the defenders of human rights coming from

April. Scholarship applications are accepted between

many different countries and geographical zones.

15 February and 30 April.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agueacademy.nl/programmes/wint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iidh.org/UK/index.php?p=page&id
P=6를 참조.

er-courses/를 참조.

<국제법 관련 강의 및 기타 안내>
○ Call for Applications: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 Centre for Studies and
Research in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 CEILA Annual Lecture.
On Wednesday 28 March 2018 (18.00-19.30), the

Relations

Centre for European and International Legal Affairs

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is now

(CEILA) Annual Lecture will be delivered by

accepting applications for the next session of its

Professor Tulio Treves and is entitled “The EU and

Centre for Studies and Research in International

the Law of the Sea – An Assessment”. The lecture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s, which is to take

will be chaired by Professor Malgosia Fitzmaruice

place from 20 August – 7 September 2018. This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The event is

year’s subject is “International Inspections.”

free but there is a registration requirement.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agueacademy.nl/programmes/cent

http://www.law.qmul.ac.uk/events/items/ceila-a

re-for-studies-and-research-in-international-law-a

nnual-lecture-the-eu-and-the-law-of-the-sea---an-a

nd-international-relations/programme-of-the-centr

ssessment.html를 참조.

e/를 참조.
○ International Institute of Human Rights –
Summer School

○ Call for Submissions: International Legality of
Economic Activities in Occupied Territories
Workshop

The 49th Summer School will take place from 2nd

The T.M.C. Asser Institute, the Centre for the Law

to 20th of July 2018 on the theme “Human Rights

of EU External Relations (CLEER) and The Hague

Defenders” Each year since 1970, Summer Schools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under the aegi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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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ague Academic Coalition (HAC), invite sub-

its observers. No longer was international law a law

missions of abstracts for a workshop on the ‘Inter-

between states; it had become a law within states,

national Legality of Economic Activities in Occupied

with a clear impact on individuals, for example

Territories’. The workshop will take place at the

rules on terrorism and on climate change. This

Asser Institute in The Hague, on 17 October 2018.

workshop aims to collect papers that either clearly

보다 자세한 내용은

confirm that these developments (or at least our

http://www.asser.nl/about-the-institute/asser-tod

perception of them) have indeed changed the nature

ay/call-for-papers-the-international-legality-of-eco

and/or the study of international law, or that argue

nomic-activities-in-occupied-territories/를 참조.

that in the end nothing really changed in the nature
or the study of international law. The workshop

○ Call for Papers: Workshop on the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Tribunals (Max
Planck Institute Luxembourg)
A growing community of scholars has recently

takes place in the framework of the research theme
Constitutional Processes in the Global Legal Order.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iuscommune.eu/를 참조.

been bringing international law into conversation
workshop on the sociology of international law will

○ Analysing the Western Sahara Campaign Case
The Centre for European and International Legal

be held on 8 – 9 November 2018 at the Max Planck

Affairs (CEILA) is hosting a Lunchtime Seminar

Institute Luxembourg for Procedural Law, and it

(12-2pm) on Thursday 3 May 2018 in Room 313,

aims to focus on various sociological perspectives

Laws Building, at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on international tribunals. Scholars and graduate

(Mile End Campus). The Seminar is dedicated to a

students are invited to submit abstracts by 18 May

discussion of the CJEU’s recent preliminary ruling

2018.

in the Western Sahara Campaign Case. The event is

with sociological research and theory. The fourth

보다 자세한 내용은

free and open to all but there is a registration

https://www.mpi.lu/news-and-events/upcoming-

requirement.

events/detail/detail/sociological-perspectives-on-i

보다 자세한 내용은

nternational-tribunals/를 참조.

https://www.eventbrite.co.uk/e/analysing-the-we
stern-sahara-campaign-case-tickets-45130021108

○ Call for Papers: Taking Stock of Global
Constitutionalism – To What Extent did it Really

를 참조

A workshop at the Annual Ius Commune Conference,

○ Geneva Academy ‘It Stays With You’ Event
‘It Stays With You’ is a documentary film about

Amsterdam, 29 November 2018, 14.00-18.00h. Over

the impact on the local community of United Nations

the past twenty years or so the study of international

(UN) peacekeepers’ use of force in Cité Soleil, Haiti,

law has been confronted with an abundant attention

during the period 2004-2007. Geneva Academy will

for ‘constitutionalism’. The main reason was that

be showing the film on 12 March 2018, 18:15-20:15.

international law had changed, at least in the eyes of

The film raises serious questions about the respon-

Change International Law?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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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bilities of the UN with regard to non-targeted (but

(University of Essex, Swiss Chair of International

often foreseeable) deaths and injuries to civilians as

Humanitarian Law at The Geneva Academy).

a result of use of force by UN peacekeepers when

보다 자세한 내용은

carrying out mandated operations. The film is 50

https://www.geneva-academy.ch/event/all-event

minutes long, and will be followed by a panel

s/detail/84-it-stays-with-you-a-film-and-panel-dis

discussion and questions from the audience. The

cussion-about-use-of-force-by-un-peacekeepers-in

event will be chaired by Professor Noam Lubell

-haiti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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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국제법 시청각 도서관(Audiovisual Library

by Mme Tomi Kohiyama (Conseillère juridique

of International Law)의 “강의시리즈”(the Lecture

adjointe, Bureau du Conseiller juridique et services

Series)는 다양한 지역, 법체계, 문화 및 특정 법 분야

juridiques,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u Travail

를 대표하는 학자와 실무가들의 강의를 제공하며, 거
의 모든 국제법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강의는 주제별로 정리되어 있으며, 강사에 대한

○ 2345&"'$-!6 7$-%#8(

추가 정보, 예를 들어 강의요목, 프레젠테이션 자료,

• International Commissions of Inquiry by Professor

참고 자료, 추천 자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강의 제목

Larissa van den Herik (Professor of Public Inter-

아래의 “read more”를 클릭하여 볼 수 있습니다. 강

national Law, Grotius Centre for International

의 및 관련 자료는 강사의 개인 의견이 포함될 수 있

Legal Studies, Leiden University)

으며, 유엔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강의시리즈”
의 모든 강의는 유엔 국제법 시청각 도서관홈페이지
(http://legal.un.org/avl/intro/welcome_avl.html)에
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9<>?@ABC1% $-&"'<
○ 9:;<=
6$8!"8D"7E$$7E$F !"8 (
• A Geology of International Law by Professor Joseph

이번 호에는 2018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새롭게
발표된 강의를 소개합니다.

○  !"#$"%&"'()*+
  !,-$! !"#$"%&"'(

Weiler (Joseph Straus Professor of Law, New
York University Law School)
○ G$1!"7H!#01"%,():IG
C J#$"%$1!,(
• Change and Continuity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Example of the European Con-

•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by Professor
Marcelo Kohen (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Gradu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Development
Studies, Geneva. Secretary-General, Institute of

vention of Human Rights by Judge Angelika
Nussberger (Vice-President,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Professor of Law, University of
Cologne)

International Law),
•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Facing the
○ ./ !"#$"%&"0$1!&"'(

Security Council: Towards Systemic Harmonization

• The Administrative Tribunal of the International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ssociate

Labour Organization by Mr. Dražen Petrović

by Judge Linos-Alexander Sicilianos (Vice-President,
Member,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Registrar, Administrative Tribunal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nd General
International Law by Judge Iulia Motoc (European

• La dynamique de l’action normative de l’Organisation

Court of Human Rights. Professor of European

internationale du Travail : sa politique normative

and International Law, University of Bucharest)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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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LM9NO $18#%$-1!$P (
• The Council of Europe: Its Objectives and Activities
by Mr. Jörg Polakiewicz (Director of Legal Advice
and Public International Law, Council of Europe)

Punishment (CPT), Council of Europe)
○ QR&"'$-O S "()KTQRUV
W# 7X"#$,$F #$$O &"'$-
O S "(

• The Council of Europe’s Work on the Protection
of Minorities by Mr. Marco Leidekker (Executive
Secretary of the Framework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Minorities, Council of
Europe)
• Social Rights and the Council of Europe by Mr.
Henrik Kristensen (Deputy Executive Secretary,

• La nationalité des navires by Professor Jean-Marc
Thouvenin (Professeur de droit international,
Université Paris Nanterre. Secrétaire général,
Académie de droit international de La Haye)
○ YZY[\]!#6#"%&"'"7^!$8 71! (
)Y[[ !"#$"%!#6#"%_1,#8 (

European Committee of Social Rights, Council of
Europe)

• The Sierra Leone Special Court and Its Legacy:
The Impact for Africa and International Criminal

• The Work of the Committee of Legal Advisers on

Law by Professor Charles C. Jalloh (Professor of

Public International Law by Ms. Marta Requena

Law,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Member,

(Head of the Public International Law Division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and Treaty Office, Council of Europe. Secretary
to the Council of Europe Committee of Legal
Advisers on Public International Law (CAHDI))
• Preventing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in
Europe: The Role of the Council of Europe by Mr.
Jeroen Schokkenbroek (Executive Secretary of
the European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nd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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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mmons, Public Goods and International
Law by Professor Edith Brown Weiss (Francis
Cabell Brown 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 국제법 관련 유엔 향후 일정표 |

이번 호에는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유엔의 주요 일정을 소개합니다. 이 기간 동안의 유엔의 모든
일정에 대해서는 유엔 홈페이지(http://conf.un.org/DGAACS/meetings.nsf)를 참고.
※ 일정표 관련 정보는 날짜 및/또는 장소와 관련하여 입법상 변경될 수 있으며 유엔사무국에 의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2018년 7월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Seventieth session, Geneva, 2-20 July.
•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Working
Group on Trafficking in Persons, Eighth session, Vienna, 2-3 July.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Substantive session, coordination and management meetings, New York, 2-3
July.
• Human Rights Committee, 123rd session, Geneva, 2-27 July.
• IMO, Council, 120th session, London, 2-6 July.
•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Seventieth session, second part, Geneva, 2 July-10 August.
• International Law Seminar, Fifty-fourth session, Geneva, 2-20 July.
•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Assembly, Twenty-fourth session, Kingston, 2-27 July.
• Preparatory Commission for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Organization, Fiftieth session,
Vienna, 2-4 July.
• General meeting of the organizations and agencie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and the 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operation and its subsidiary organs, Rabat, 3-5 July.
•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Working
Group on the Smuggling of Migrants, Fifth session, Vienna, 4-5 July.
• Subcommittee of Experts on the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Thirty-fifth session, Geneva, 4-6 July.
• General Assembly,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to adopt a 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and its preparatory process, New York, 9-13 July.
•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convened under the auspices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New York, 9-13 July.
• Human Rights Council, Expert Mechanism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Eleventh session, Geneva,
9-13 July.
•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Situations, Twenty-second session, Geneva, 9-13 July.
• International Civil Service Commission, Eighty-seventh session, Bonn, Germany, 9-20 July.
• Organis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Executive Council, Eighty-eighth session, The Hague,
10-13 July.
• UNCTAD, Intergovernmental Group of Experts on Competition Law and Policy, Seventeenth session,
Geneva, 11-13 July.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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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Forty-seventh session*, New York, 16 July-31 August.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Substantive session, high-level segment, including the three-day ministerial
meeting of the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convened under the auspices of the
Council, New York, 16-19 July.
•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the use of mercenaries as a means of violating human rights and
imped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peoples to self-determination, Thirty-fourth session, New York, 16-20
July.
• General meeting on cooperation between the representatives of the secretariat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and the General Secretariat of the League of Arab States and its specialized organizations, Fourteenth general
meeting, Geneva, 17-19 July.
• Independent Audit Advisory Committee, Forty-third session, New York, 18-20 July.
• Committee against Torture, Sixty-fourth session, Geneva, 23 July-10 August.
• Committee against Torture, Sixty-fourth session, Geneva, 23 July-10 August.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pre-sessional working group, Seventysecond session, Geneva, 23-27 July.
•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the issue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law and in practice,
Twenty-second session, New York, 23-27 July.
•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 Ninth session**, New York, 23-26 July.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Substantive session, coordination and management meeting, New York, 24-25
July.
• United Nations Board of Auditors, Seventy-second regular session, New York, 24-25 July.
• United Nations Joint Staff Pension Board, Standing Committee (1 meeting), Rome (FAO Headquarters), 25
July.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rganizational session, New York, 26 July.
• United Nations Joint Staff Pension Board, Sixty-fifth session, Rome (FAO Headquarters), 26 July-3 August.
• Conference on Disarmament, Third part, Geneva, 30 July-14 September.
• Investments Committee, 238th meeting, New York, July.
2018년 8월
• Committee of Experts on Global Geospatial Information Management, Eighth session, New York, 1-3 August.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Ninety-sixth session, Geneva, 6-30 August.
•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Twenty-first session, Geneva, 6-10 August.
• Meeting of Experts to the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Bacteriological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Geneva, 7-16 August.
•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Communications, Twenty-third session, Geneva, 13-17 August.
•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Eighty-second session, Geneva, 20-24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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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wentieth session, Geneva, 27 August-21 September.
• 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ed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to the CCW on Lethal Autonomous Weapons Systems, Second session, Geneva,
27-31 August.
• Human Rights Council,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Durban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Sixteenth session, Geneva, 27 August-7 September.
• Preparatory Commission for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Organization, Working Group B
and Joint Meetings of Working Groups A and B, Fifty-first session, Vienna, 27 August-7 September.
• States parties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irty-seventh meeting (extraordinary
meeting), New York, 28 August.
• General Assembly, High-level plenary meeting of the Assembly to commemorate and promote the
International Day against Nuclear Tests (To be confirmed), New York, 29 August.

2018년 9월
• Assembly of States Parties to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Budget and Finance
Committee, Thirty-first session, The Hague, 3-14 September.
• Committee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Twenty-ninth session, Geneva, 3-12 September.
• Conference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Implementation
Review Group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First resumed ninth session, Vienna, 3-5
September.
•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Eighth Meeting of the States Parties, Geneva, 3-5
September.
• UNCTAD, Working Party on the Strategic Framework and the Programme Budget, Seventy-sixth session,
Geneva, 3-5 September.
• Advisory Committee on Administrative and Budgetary Questions, Fall session, New York, 4 September-14
December.
• Committee on Conference, Substantive session, New York, 4-10 September.
• Executive Board of UNDP/UNFPA/UNOPS, Second regular session, New York, 4-7 September.
•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vers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First session, New York, 4-17 September.
• Conference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Ninth meeting, Vienna, 6-7 September.
• Human Rights Council, Thirty-ninth session, Geneva, 10-28 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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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Enforced and Involuntary Disappearances, 116th session, Geneva,
10-14 September.
• IAEA, Board of Governors, Vienna, 10-14 September.
• UN-Women, Executive Board, Second regular session, New York, 10-11 September.
• IFAD, Executive Board, 124th session, Rome, 12-13 September.
• UNICEF, Executive Board, Second regular session, New York, 12-14 September.
•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Meeting of Heads of National Drug Law Enforcement Agencies, Africa,
Twenty-eighth meeting, Dar es Salaam, Tanzania, 17-21 September.
•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Meeting of Heads of National Drug Law Enforcement Agencies, Africa,
Twenty-eighth meeting, Dar es Salaam, Tanzania, 17-21 September.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Seventy-ninth session, Geneva, 17 September-5 October.
• IAEA, General Conference, Sixty-second session, Vienna, 17-21 September.
• ICAO, Committee Phase, 215th session, Montreal, 17 September-5 October.
• UNCTAD, Trade and Development Commission, Tenth session, Geneva, 17-21 September.
• General Assembly, Seventy-third session, New York, 18 September-December.
• UNEP,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144th meeting, Nairobi, 18 September.
• UN-Habitat,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Seventieth meeting, Nairobi, 19 September.
•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ixty-fourth session, Geneva, 24 September-12
October.
•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re-sessional working group, Tenth session, Geneva,
24-27 September.
• General Assembly, Nelson Mandela Peace Summit (To be confirmed), New York, 24 September.
• IAEA, Board of Governors, Vienna, 24 September.
• WIPO, Assemblies of Member States, Geneva, 24 September-2 October.
• General Assembly, General debate, Seventy-third session (To be confirmed), New York, 25 September-4
October.
• Preparatory Commission for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Organization, Advisory Group,
Fifty-first session, Vienna, 25-28 September.
• General Assembly, Commemoration of the International Day for the Total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New York, 26 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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