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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 선언의 국제법적 성격
- 국제법상 조약인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인지 여부 검토 김 대 연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I. 서론: 판문점 선언의 국제법적 성격 규명은 왜 필요한가?
1.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발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비준동의 요구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급격히 개선되면서,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회담의 결과 남북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30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회 비준동의 절차
를 밟을 것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에 대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공포 절차를 조속히 밟아주기 바란다,”며, 이는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법률적
절차임을 명심해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 21조 3항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판문점 선언에는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등 재정 부담이
필요한 내용이 있기에 국회 동의를 받자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으로 보인다.2)
또한 국회 비준동의 지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가치관에서 기인한 요구로 보인다. 문제인 대통령
의 저서 뺷문재인의 운명뺸에는 이러한 구절이 등장한다. “(10.4 공동선언에서) 더 아쉬운 것은 국회비준이
다. (…) 남북정상 간의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다. 10.4 공동선언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했다. 그래서 나는 정상회담 합의에 대해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아두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 그런데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끝내 안 했다. 그는
좀 더 구체적으로 후속 합의가 진행돼, 재정부담의 규모 같은 것이 정해지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실기(失期)하고 말았다. 결국 정권이 바뀌면서 정상 간의 소중한 합의가 내팽개쳐지고
말았다.”3) 즉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을 국가 간 조약의 성격으로 인식하고,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통해 이를 법제화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회 비준동
1) 김윤나영, “文 대통령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절차 조속히’”, 뺷프레시안뺸(2018. 04. 30.),
http://m.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4937 (검색일: 2018.08.22.)
2) 정지용, “문 대통령 ‘판문점 선언’ 조속한 국회 비준 당부”, 뺷한국일보뺸(2018. 04. 30.),
http://hankookilbo.com/v/d83341f489604c8f8cacbcc6f9a31e66 (검색일: 2018. 08. 22.)
3) 문재인, 뺷문재인의 운명뺸 (서울: 가교, 2011), p.359-360. (정인섭, “판문점 선언의 국제법적 성격과 국회 동의”, 뺷국제법 현안
Brief뺸, 2018 제 3호(2018. 5), p.1-2에서 재인용)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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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받아야) 정치상황이 바뀌더라도 합의내용이 영속적으로 추진된다.”4)고 발언한 부분에서도 알 수
있다.

2. 판문점 선언의 국제법적 성격 규명 필요성
그렇다면 판문점 선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대로 국제법상 조약에 해당되는가? 보다 근본적으로,
판문점 선언의 국제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첫째, 판문점 선언의 국제법적 성격 규명은 향후 남북관계에서 이에 관한 국제법적 대응방향 설정에
있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국제적 합의는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과, 그렇지 않은 ‘법적 구속력
이 없는 합의’;5)로 구분된다. 본론에서 후술하듯 남북 간 합의를 ‘국제적’ 합의라고 본다면, 판문점
선언은 국제법상 조약에 해당되거나, 아니라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에 해당되게 된다. 조약의 경우
일방이 위반 시 타방이 위반중지와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그 자체로는 국제법 위반행위이지만 상대의
선행 위법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대항조치(countermeasures)를 취할 국제법적 권리가 있다.6) 반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의 경우 위반 시 법적인 피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고 대항조치가 불가능하다.
결국 판문점 선언의 국제법적 성격에 따라 북한의 판문점 선언 위반행위 등이 발생 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이 달라질 수 있다. 만일 판문점 선언이 국제법상 조약에 해당된다면, 한국은 북한의 판문점
선언 위반행위에 대한 국제법상 책임을 추궁하고 대항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라면, 한국은 국제여론을 통한 비판, 또는 비우호적이지만 합법적 행위인 보복
(retorsion) 조치 등을 강구해야 한다. 따라서 판문점 선언의 국제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향후 남북한
간 판문점 선언의 적용과 이행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일방이
합의사항을 위반했을 때 그 법적 효력은 어떠하며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공
할 수 있다.7)
둘째, 판문점 선언의 국제법적 성격 규명은 국내법적 효력 규명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국제법인 조약을 별도의 이행입법 없이 국내법 체계로 수용하는 ‘일원론적’ 입장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
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 제 6조 1항,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4) 박정엽, “文 대통령 ‘남북합의 비준 정치 아닌 법률절차... 조속히 밟아야”, 뺷조선일보뺸(2018. 04. 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30/2018043001644.html (검색일: 2018. 08. 22.)
5) 국가 사이의 명시적 합의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를 지칭하는 용어는 논자에 따라 다양하다. 비법적 협정(non-legal
arrangement), 비구속적 합의(non-binding agreement), 비구속적 약속(non-binding commitment), 비구속적 협정(non-binding
arrangement), 비공식적 합의(informal agreement), 사실상의 합의(de facto agreement),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s),
국제적 양해(international understanding),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s) 등이 그 예들이다.(박배근, “국제법상의 ‘非拘束的
合意’”, 뺷국제법평론뺸, 제 22호(2005. 10), p.9). 이렇게 다양한 용어 중 본고에서는 다소 길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위의 용어 중 “비법적”이라는 표현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라도 금반언(estoppel)의 효과를 가지거
나 조약해석의 관한 추후관행을 형성할 수 있는 등 아무런 법적 의미나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부적절하다. “비구속적
합의”라는 표현은 이러한 합의들도 정치적･도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비공식적 합의”, “사실상의 합의”
등의 표현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나타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양해각서(MOU)의 경우 국제법상 조약에
해당되는 합의들이 양해각서로 불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의 경우 국제법 주체가
아닌 국가와 사인 간, 사인과 사인 간에도 체결되는 경우도 많아 의미전달이 불분명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소 길지만
의미를 가장 명확하게 전달한다고 판단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겠다.
6) UN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초안’(Draft Article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제 22조, 제 49조 참조.
7) 이효원,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뺷북한법연구회뺸, 제 7호(2004. 12), p.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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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라는 규정에 나타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례8)에 따르면, 헌법 제
60조 1항9)에 근거해 국회가 체결･비준에 동의한 조약은 국내법 위계상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만일 판문점 선언이 국제법상 조약이라면, 이에 대한 국회동의는 판문점 선언에 법률과 동등한
국내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된다. 반면 판문점 선언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라면, 국회 비준동의
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판문점 선언에 법률과 같은 효과가 부여되지는 않는다. 이는 조약이 아니므로
헌법 제 6조 1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판문점 선언의 국제법적 성격 규명은 이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가 이루어질 경우 남북한 당국 및 주민들에게 어떠한 법률적 의미가 있으며, 그에 따른 법적
권리･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는
데 필수적이다.10)
셋째, 판문점 선언의 국제법적 성격 규명은 향후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사
업과 같은 남북 협력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 대비해서도 필요하다. 판문점 선언의 국제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향후 남북합의서 체결 시에 그 내용과 형식에 대해 규범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고,
남북 협력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다. 따라서 이는 남북관계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인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11)
결국 판문점 선언의 국제법적 성격 규명 필요성은 첫째, 향후 남북관계에 있어 국제법적 대응방안
설정, 둘째, 판문점 선언의 국내법적 효력 판단, 셋째,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 측면에 있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판문점 선언이 조약인지, 아니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인지에 대해
국제법적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론적 논의와 국제 판례를 분석해 판단 기준을 제시한
후, 판문점 선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국제법상 조약과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의 구분
서론에서 논했듯 국제법상 조약과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는 ‘국제법적 구속력’이라는 기준에 의해
구분된다. 그렇다면 특정 국제적 합의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문제된다.
어떠한 국제 문서가 조약인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념 정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이하에서는 조약과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한다. 이후
국제 합의의 국제법적 구속력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국제사법재판소(ICJ) 판례 분석을 통해, 양자의 구분
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8) 헌법재판소, “국제통화기금조약 제 9조 제 3항 등 위헌소원”(2000헌바20), 2001. 9. 27.
9) 헌법 제 60조 1항에 따르면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
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10) 이효원, 전게서, p.300.
11) 상게서, p.300.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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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약과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에 관한 사전적 논의
1) 조약의 개념
조약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국제법 주체들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체결한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국제적 합의’라고 할 수 있다.12) 조약의 정의에 관한 가장 유권적 문서인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제 2조 1항(a)은 “본 협약의 목적상
조약이란 단일문서나 둘 이상의 관련문서로 되어 있고, 그 특정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국가 간 조약에만 적용
되는 “비엔나 조약법 협약”13)의 목적상의 정의이며, 일반적으로 국가 외에 국제기구도 조약을 체결할
수 있고 예외적인 경우 국가의 기관, 연방국가의 구성국, 교전단체 등에게도 조약 체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14) 비엔나 조약법 협약도 제 3조에서 “국가와 국제법의 다른 주체 간, 또는 국제법의 다른 주체
간 체결되는 국제적 합의에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이 그러한 합의의 법적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국가 외에 다른 국제법 주체에 의한 조약 체결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러한 조약의 정의에 따르면, 국제법 주체 간 합의가 조약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합의가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 국가 간 합의문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내’법에 의해 규율되면 조약이 아니라
국가 간 계약(inter-state contract)에 불과하다.15)
또한 합의가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다는 것은 합의가 국제법상 권리･
의무를 창설함을 의미한다. 국가 간의 합의라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의도하
지 아니한 문서, 국제법상 권리･의무를 창설할 의도가 없는 합의는 조약이 아니며16), 후술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가 된다.
이때 합의의 명칭은 특정 국제 합의가 조약임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treaty,
convention, agreement 등 일반적인 조약의 명칭 이외에 양해각서(MOU)도 공동성명(Joint Communiqué)
등도 조약이 될 수 있다. ICJ도 후술할 카타르-바레인 간 해양경계 및 영토분쟁 사건에서 의사록(Minutes)
이라고 명명된 문서를 국제법상 조약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조약에는 그 형식과 유형에 따라 treaty,
convention 등 일정한 명칭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으므로17), 명칭이 합의 당사자가 조약으로 의도했는지
를 파악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다.
어떠한 합의가 국제법상 조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발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합치
가 필요하다. Oppenheim은 이러한 의사합치의 요건으로는 ①당사자가 조약체결능력을 가질 것 ②조약체
결권자가 조약을 체결할 것 ③조약체결권자가 조약체결을 위해 임명한 대표자 간 하자 없는 합의가 성립
할 것 ④조약 내용이 실현가능하고 적법할 것 ⑤일정한 조약성립절차를 완료할 것을 들고 있다.18)

12)
13)
14)
15)
16)
17)
18)

정인섭, 뺷조약법강의뺸, (서울: 박영사, 2016), p.2.
비엔나 조약법 협약 제 1조는 “이 협약은 국가 간의 조약에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정인섭, 전게서(각주 12), p.3.
김대순, 뺷국제법론뺸, 제 19판 (서울: 삼영사, 2017), p.58.
정인섭, 전게서(각주 12), p.4.
상게서, p.6.
L. Oppenheim, International Law, 8th ed., Vol I (London: Longmans, 1955), p.882-408. (정세현,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정치적 의의”, 뺷통일문제연구뺸, 제 4권 제 1호(1992. 3) p.1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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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한 간 조약체결 가능성 여부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남북 관계는 ‘국가 간 관계’가 아니므로 북한과 조약을 체결할 수 없고, 북한과
조약 체결은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헌법 3조 영토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북한과
조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19) 예컨대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서명 직후 최호중 통일원장관
은 만약 이를 조약으로 보고 국회 동의 절차를 밟는다면 남북한을 2개의 국가로 인정해서 분단의 고착화
를 가져오고, 향후 남북 간 경제교류도 국가 간 거래로 인정되어 국제무역규범의 통제를 받게 될 것이
우려된다며 남북 기본합의서가 조약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20) 법무부 또한 북한을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서를 조약으로 볼 수 없고, 조약이 아닌 한 우리 헌법 체계상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없으므
로 이는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21)
그러나 남북 관계가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남북 간 합의가 조약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먼저 남한과 북한은 각각 UN회원국이며, 세계 150여개 국가가 북한에
대해 국가승인을 하는 등 북한은 국제법상 독립국으로 활동하고 있고 남북한은 사실상 2개의 국가로
취급되고 있다.22) 따라서 남북 관계가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는 주장은 남북한의 국내법적 관점일 뿐
국제법적 관점에서는 타당하지 않다. 설사 양국이 상호 국가승인을 하지 않아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약은 국가가 아닌 다른 국제법 주체와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예컨대 1953년 체결된 한국 정전협정에는 당시 UN회원국도 아니고 일반적 국가승인도 받지 못한 북한
이 조약의 일방당사자로 참여했으며, 분단국이었던 동서독은 국가승인 여부를 떠나 1972년 동서독 기본
조약을 체결했다.23) 1973년 베트남 평화협정은 국가가 아닌 남베트남 내 임시혁명정부(Provisional
Revolutionary Government)가 미국, 남베트남, 북베트남과 함께 조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국제법상 조약
은 국가 간 관계에서 뿐 아니라 분단국을 구성하는 정치적 실체, 교전단체 등과도 체결될 수 있다. 따라서
남북 관계가 국가 간 관계가 아니더라도 남북한은 모두 국제법 주체로 조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남북
간 체결된 합의는 국제법상 조약이 될 전제조건을 가진다.
또한 북한과의 조약 체결은 국가승인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국가승인은 자국 의사의 문제이므로, 묵시
적 국가승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뒤집는 반대의사 표시를 하면 국가승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24) 남북한은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의 전문(前文)에서 남북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것에 합의했으
므로, 북한과의 조약체결이 국가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서독의 연방헌법재판소 또한 동서독 기본
조약에 대해 동독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면서도 국제법적 국가승인을 배제해 양독 간 특수관계를 명백
히 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과의 합의를 조약으로 보는 것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주장
또한 국제법상 타당하지 않다.

19) 제성호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내법적 효력부여 문제 –국내법상 조약의 개념과 우리 헌법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뺷법조뺸,
제 53권 제 4호(2004), p.66.
20) 정인섭, 전게서(각주 12), p.405.
21) 상게서, p.405.
22) 이효원, 전게서, p.302.
23) 상게서, p.310.
24) 제성호, 전게서,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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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의 개념과 체결 이유
국가들은 다양한 명칭과 형식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를 체결하기도 한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는 국제법 주체들에 법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 합의이다. 즉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는
대체로 공동 목표의 확인이나 원칙의 선언, 양측의 의도 표현과 같이 구속력을 부여하기에는 너무 추상적
이거나 구체성이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25) 이러한 합의는 위반하더라도 합의 당사자의
국제법적 권리 침해나 국가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는 일방이 이를 위반하
더라도 정치적･도의적 책임만을 부담하며, 위반 시 그로써 종료되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국가들이 조약보다 이행여부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낮은 법적 구속력 없는 합의를 체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합의내용상 조약보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가 더 적합한 경우이다. 조약을 체결해 법적인
권리･의무 관계를 창설하기에 부적절하지만 일정한 사항에 관한 공통적인 이해, 지향 가치, 앞으로의
정책 방향 등을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 체결이 적절한 방안이 된다.26) 예컨대
1998년 한일 양국이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이러한 사례에 해당될
것이다.27)
둘째,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는 국제적, 국내적으로 조약보다 용이하게 체결할 수 있다. 조약의 경우
본문 작성 시 자구 하나를 두고도 오랜 교섭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법적 구속적이 없는 합의의 경우
교섭 당사자 간 양해가 보다 쉽게 이루어져 본문 채택이 용이하다.28) 또한 조약의 경우 국내법상 요구되
는 조약 체결 동의･발효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국내정치적 반대를 피할 수 있다. 예컨대 1991년
한일 외무장관 간 서명된 ｢재일한국인 후손 법적 지위에 관한 합의」는 국회 동의절차를 피하고자 한
일본의 의사로 조약 형식으로 체결되지 않았다.29)
셋째, 국제적 불확실성이 존재하거나, 상대방과의 신뢰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 유연한 대처를 위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가 선호된다. 조약의 경우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므로 일단 체결되면 개정이
용이하지 않고, 별도의 조항을 마련하지 않는 한 조약의 탈퇴나 폐기가 어렵다. 따라서 경직된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조약 체결은 국제정세의 변화나 상대방의 불이행 등 상황이 발생 시 유연한 대처를 어렵게
한다. 자칫하면 상대방의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추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신만 조약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 구속력 없는 합의를 통해 당사자 간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면서도, 사정 변경 시 합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선호하는
것이다. 향후 국제정세가 안정되고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충분히 확보된 경우, 이를 구체적인 법적 의무를
담은 법적 합의로 전환시킬 수 있다.30)

25)
26)
27)
28)
29)
30)
10

정입섭, 전게서(각주 12), p.397.
박배근, 전게서, p.18.
상게서, p.18.
Aust, Modern Treaty Law and Practice, 3r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p.39-40. (상게서, p.17에서 재인용)
정인섭, 전게서(각주 12), p.398.
이근관, 전게서, 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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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 선언의 국제법적 성격 - 국제법상 조약인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인지 여부 검토 -

2. 조약과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의 구분: 국제사법재판소 판례의 태도
특정 합의가 조약인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인지는 여부는 ‘국제법적 구속력’에 따르지만, 법적
구속력에 대해 당사자 간 의견이 다를 경우 국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ICJ에 회부된 국제법 분쟁에서도
특정 국제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인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들
이 존재했다. 1978년 판결된 에게해 대륙붕 사건과, 1994년 판결된 카타르-바레인 간 해양경계 및 영토분
쟁 사건이 그 사건들이다. 국제법상 선례구속의 원칙은 인정되지 않지만, ICJ의 판례들은 후속 사건의
판단기준으로 인용되는 등 공신력 있는 지침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 쟁점에 대한 판결문
분석을 토대로, 조약과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의 구분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에게해 대륙붕 사건
a) 사건의 개요와 관련 쟁점
에게해 대륙붕 사건은 그리스가 그리스 도서(島嶼)와 터키 간 대륙붕의 경계획정 문제에 대해 터키를
ICJ에 제소한 사건이다. 그리스는 분쟁에 대한 ICJ 관할권의 근거 중 하나로 1975년 양국 외무장관
간에 교환된 ‘브뤼셀 공동성명(Brussels Communiqué)’을 제시했다. 이 사건의 관련 쟁점은 ‘브뤼셀 공동
성명’이 일국의 제소로 ICJ의 관할권을 성립시키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인지 여부였다. 그리스는
브뤼셀 공동성명이 조약을 구성하며, 양국이 에게해 대륙붕 문제에 대한 ICJ의 관할권을 ICJ규정 36조
1항에 따라 공동이든 별개이든 관계없이(jointly and severally) 수락했다고 주장했다.31) 반면 터키는 만일
공동성명이 조약이라면 터키에 의해 비준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공동성명은 국제법상 조약에 해당되
지 않는다고 반박했다.32)
b) 판례의 태도
ICJ는 이 사건에 대해 먼저 국제법상 ‘공동성명’(joint communiqué)이 국제적 조약을 구성하는 것을
배제하는 국제법 규칙은 없으며, 공동성명이라는 형식(form)이 조약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
니라고 전제했다.33) 이후 브뤼셀 공동성명이 조약인지 아닌지는 공동성명에 구현된 행위 또는 거래의
성질(nature of the act or transaction)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위해 법원은 공동성명의 ‘실제 용
어’(actual terms)와 공동성명이 작성된 ‘특정한 상황’(particular circumstances)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
시했다.34)
이러한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ICJ는 브뤼셀 공동성명이 국제법상 조약에 해당되지 않으며, 법원의
관할권 없음을 결정했다. 브뤼셀 공동성명의 용어(terms)와 그것이 합의되고 발표된 맥락(context)을 검토
한 결과, 공동성명이 양국 총리의 약속에 따라 일방적 제소에 의한 ICJ 관할권을 수락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고(was not intended to) 보았기 때문이다.35) 결국 이 판례에서 ICJ는 법적 구속력의 판단기준으로

31)
32)
33)
34)
35)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Greece v. Turkey), Jurisdiction of the Court, Judgement, I.C.J Report 1978, p.38-39 (para.94-95).
Ibid., p.39 (para.95).
Ibid., p.39 (para.96).
Ibid., p.39 (para.96).
Ibid., p.44 (para.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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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와 ‘관련 상황’을 명시적으로 제시했으나, 공동성명에 담긴 의도 또한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2) 카타르-바레인 간 해양경계 및 영토분쟁 사건
a) 사건의 개요와 관련 쟁점
이 사건은 카타르와 바레인 간 도서 영유권 및 해양 경계획정에 관한 분쟁에서 비롯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관련 쟁점은 양국 간 교환된 의사록(Minutes)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였
다. 양국 외무장관 사이에 1990년 12월 서명, 교환된 의사록에 따르면 양국은 분쟁을 우선 사우디아라비
아 국왕의 주선에 맡기되, 1991년 5월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ICJ에 회부하기로 동의했다.36)
카타르는 정해진 시한 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자 의사록을 근거로 이 사건을 ICJ에 제소했다. 반면
바레인 측은 의사록이 조약으로서 법적 성격을 지니지 않는 단순한 회의기록에 불과하므로 ICJ의 관할권
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선결적 항변을 제출했다. 바레인 외무장관은 의사록에 서명할 때 구속력 있는
조약에 서명한다는 의사가 없었으며, 바레인 헌법상 영토에 관한 조약은 실정법으로 입법된 이후 효력이
발생하므로 자신이 서명 시 구속력 있는 협정에 서명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37) 또한 바레인은
카타르가 해당 의사록을 아랍 연맹이나 UN에 등록하지 않은 것, 국내적 조약 발효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당사국들이 의사록을 조약으로 간주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주장했다.38)
b) 판례의 태도
ICJ는 쟁점이 된 1990년 의사록이 조약이라는 카타르의 주장을 수락하고 관할권을 인정했다. 먼저
ICJ는 국제 조약은 다양한 형식과 명칭을 가질 수 있으며, 상술한 에게해 대륙붕 사건에서 제시한 판단기
준인 실제 문언(actual terms)과 특정 상황(particular circumstances)을 통해 조약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39) 그에 따라 판단한 결과, 1990년 의사록은 양국이 조약으로 인정한 1987년 교환 서신
(exchanges of letters)에서 이미 동의한 의무에 대한 재확인을 포함하며, 그들의 동의한 의무를 나열하고
있다고 보았다.40) 따라서 ICJ는 1990년 의사록이 당사국의 국제법상 권리･의무를 창설하므로 국제법상
조약을 구성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ICJ는 서명 시 외무 장관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41) 해당 의사록을 UN에 등록하지
않은 것과 늦게 등록한 것은 조약 또한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그러한 행위들이 의사록을 조약
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국가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42) 만일 그러한 의도가 존재한다
고 해도 문서의 실제 문언에 우선(prevail)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43) 반면 Oda 판사는 개별 반대의견에서
36) 정인섭, 뺷국제법 판례 100선뺸 (서울: 박영사, 2016), p.185.
37) Case Concerning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Qatar v. Bahrai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Judgement, I.C.J Report 1994, p.121 (para.26).
38) 정인섭, 전게서(각주 36), p.188.
39) Case Concerning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Qatar v. Bahrain).,supra note
39, p.120 (para.23).
40) Ibid., p.121 (para.25).
41) Ibid., p.120-121 (para.27).
42) Ibid., p.122 (para.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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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상 3국 외무장관이 문제의 회의록이 조약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서명했고, 특히 바레인 외교
부 장관은 결코 자신이 조약에 서명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이 문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44) 이 판결의 다수의견은 객관적으로 표출된 의도 중시했고, Oda 판사는 주관적 의도를 중시했
다고 평가된다.45)

3. 소결: 조약과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의 구분 기준
1) 당사자의 의도(intention)
조약은 국가 의사주의의 산물이며, 조약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이유는 국가가 법적 구속력 부여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한 국제 합의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는 체결 당사자들의 의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이는 ICJ가 에게해 대륙붕 사건에서 브뤼셀 공동성명이 조약이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에서, 공동성명이 일방적 제소에 의한 ICJ 재판관할권 성립을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시한
데서도 알 수 있다. 당사자 의도의 중요성은 1969년 비엔나 조약법 협약의 성안과정에서도 강조되었다.
UN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의 조약법 협약 기초 과정에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특별보고자(special rapporteur)들은 조약의 정의에 대한 각각의 주석에서, 조약과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의 구별 기준을 당사자의 ‘의도’(intention)에서 구했다.46) 비록 최종 문언에는 당사자의 의도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빠졌으나, 국제법위원회는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이라는 문언 속에 의도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47)
이때 당사자의 의도란 주관적 요소이므로, 결국 외부로 드러난 증거를 통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 만일
합의의 문언 중 이를 조약, 혹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라고 명시하는 경우 이는 결정적인 판단기준이
된다. 예컨대 1975년 8월 1일 채결된 헬싱키 최종의정서(Helsinki Final Act)는 매우 길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실체적 규정을 담고 있으며, 35개국 국가대표에 의해 서명되어 마치 조약처럼 보인다.48) 하지만
“이 의정서는 UN헌장 제 102조에 의거해 등록될 자격이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모든 회의참가국이 이것
을 조약으로 생각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49)
그러나 상기한 예는 특수한 경우이며, 국가대표들이 합의를 하면서 특별히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명기
하는 경우는 드물다.50) 따라서 헬싱키 최종의정서와 같이 당사자의 의도가 명기된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의 의도는 후술하는 합의의 문언 및 관련 상황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합의
체결 이후 당사자가 주장하는 의도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좌우된다면, 국가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조약의
구속력을 부인하여 조약의 법적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ICJ가 카타르-바레인
간 해양경계 및 영토분쟁 사건에서 의사록에 서명 시 외무장관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데서도

43)
44)
45)
46)
47)
48)
49)
50)

Ibid., p.122 (para.29).
정인섭, 전게서(각주 12), p.15.
상게서, p.15
박배근, 전게서, p.6.
상게서, p.6.
김대순, 전게서, p.60-61
상게서, p.60-61.
정인섭, 전게서(각주 12), p.397.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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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된다. 이하에서는 법적 구속력을 명기하지 않은 일반적 국제 합의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으로서
문언 및 관련 상황이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2) 합의의 문언(terms)
합의의 문언은 체결 당사자들의 공동 의도가 가장 잘 반영되어 있다고 추정되므로, 당사자들의 객관적
의도 판단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비엔나 조약법 협약 31조가 조약의 문언(terms)을 조약
해석의 출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51) 또한 당사자의 의도가 문언을 통해 해석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먼저 법적 구속력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은 합의의 문언이 ‘법적인’ 권리･의무를 창설하
는지 여부이다. 만일 합의의 문언이 법적 구속력을 나타내는 술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당사자들이
합의를 조약으로 의도했다고 추정된다. Aust의 설명에 의하면 조약에는 ‘shall’, ‘agree’, ‘undertake’,
‘rights’, ‘obligations’, ‘enter into force’ 등과 같은 법적 술어가 사용되는데 반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에서는 ‘will’, ‘come into operation’, ‘come into effect’ 같은 덜 명령적인 술어가 사용되
고 ‘agree’나 ‘undertake’ 같은 술어는 피한다.52) 예컨대 북미 제네바 합의(Agreed Framework)는 그
용어 사용에 있어 조약의 성격을 피하기 위한 여러 수단이 나타나 있다. 우선 그 제목부터 Agreement나
Convention 같은 용어가 아닌 Agreed Framework로 표현되어 있고, 조약에서 약속을 표시할 때 보통
사용되는 shall을 피하고 will을 사용하고 있다.53)
또한 문언이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창설해야 한다. 이는 ICJ가 에게해 대륙붕 사건에서 공동성명이
조약인지 아닌지는 공동성명에 구현된 행위 또는 거래의 성질(nature of the act or transaction)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한 미 국무부 규칙은 특히 조약은 당사자의 약속을
규정하는 문언에 있어 정확성(precision)과 특정성(specificity)을 요한다고 하면서, 실시가능성이나 이행
을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포함하지 않는 모호한 용어, 또는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된 약속은
통상적으로 조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54)
한편 합의 내에 별도의 발효조항, 개정･폐기조항, 강제적 분쟁해결 조항 등이 존재한다면 이는 법적
구속력의 근거가 된다.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는 정치적 합의 자체가 중요하므로 발효･개
정･폐기와 같은 절차적인 규정은 생략되거나 단순화된다. 그러나 조약의 경우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므로
별도의 발효･개정･폐기 조항을 두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분쟁을 강제적 해결절차로 회부하기로
하는 합의는 분쟁의 법적인 해결을 의도하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라는 개념과 조화되기 어렵다.55)
따라서 합의 문언에 발효･개정･폐기 조항이 존재하거나, 분쟁의 법적 해결 조항이 존재한다면 이는 국가
들이 합의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한 ‘객관적 의도’가 표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51) “Interpretation must be based above all upon the text of the treaty.” Territorial Dispute (Libye/Chad), Judgement, I.C.J. Reports
1994, para.41; Case Concerning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Qatar v. Bahrai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I.C.J. Reports 1995, para.33. (상게서, p.172에서 재인용)
52) 김대순, 전게서, p.59.
53) 정인섭, 전게서(각주 12), p.398.
54) 박배근, 전게서, p.14-15.
55) 정인섭, 전게서(각주 12), p.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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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상황
국가들의 ‘객관적 의도’가 표출된 합의 문언이 법적 구속력 판단함에 가장 중요하지만, 권리･의무의
구체성 등 문언의 내용만으로 법적 구속력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조약 중 문화협력협정 같은
유형의 조약은 추상적 공동의 목표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국가 간 법적 구속력 없는 합의가
모두 구체성이 부족하고 일반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지는 않다.56) 예컨대 조약이 아니라는 의도가 객관적
으로 표출된 1975년 헬싱키 최총의정서는 냉전기 유럽 질서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세밀한 내용을 담고
있다.57) 이외에도 1991년 한일 외무장관 간 서명된 ｢재일한국인 후손 법적 지위에 관한 합의｣는 재일한국
인의 법적 지위에 관해 매우 구체적 합의를 담고 있었으나, 일본의 의사를 반영해 조약 형식으로 체결되
지는 않았다.58)
따라서 합의의 문언이 법적 구속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경우, 합의 전후의 ‘관련 상황’을
법적 구속력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 관련 상황을 통해 당사자들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합의가 전권위임 등과 같이 통상적 조약체결절차를 밟았다는 것,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UN에 등록되었다는 사실, 조약의 체결･공포에 관한 국내법령상 의 절차를 따랐다는 사실
등은 당해 합의가 조약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된다.59) 비록 ICJ는 카타르-바레인 간 해양경계 및 영토분쟁
사건에서 합의의 UN 등록이나 국내적 조약발효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당사국의 의도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합의 문언이 법적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분명해 관련 상황을 고려할
필요성이 적었기 때문이다. 만일 문언 분석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울 경우, 관련 상황 또한 당사자의 의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국가의 일방적 선언의 법적 구속력 여부가 쟁점이 된 Nuclear Tests Case에
서 ICJ는, 프랑스의 일방적 선언의 구속력을 프랑스의 의도와 일방 행위가 형성된 ‘상황’을 통해 찾은
바 있다.60) 이처럼 관련 상황은 국가가 법적 약속을 의도했다는 보충적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III. 판문점 선언의 국제법적 성격 분석
1. 판문점 선언의 내용
판문점 선언은 크게 3가지 주제 아래 13개의 세부 선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는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이라는 주제 하에, ①민족자주의 원칙
확인과 기존 남북 선언 이행, ②고위급 회담 개최, ③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④각계각층의 교류 활성화
(2018 아시안게임 공동 진출 등) ⑤남북적십자 회담, 8.15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⑥10.4 선언에서 합의
된 사업 적극 추진, 동해선･경의선 연결 사업 추진 등을 선언했다.

56)
57)
58)
59)
60)

상게서,
상게서,
상게서,
박배근,
Nuclear

p.397.
p.398.
p.398.
전게서, p.16.
Tests Case (Australia v. France), Judgement, I.C.J. Report 1974, p.269-270, para.51.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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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라는 주제 하에, ①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②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대책 마련 ③상호교류 활성화에 따른 군사적 보장대책 실시(군사당국자 회담
개최) 등을 선언했다.
세 번째는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주제 하에 ①불가침 합의 재확인･
준수 ②단계적 군축 실현 ③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3자 또는 4자 회담 개최 추진 ④완전
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목표 확인 등을 선언했다.

2. 판문점 선언의 국제법적 성격 분석: 상기한 3가지 구분 기준을 중심으로
1) 당사자의 의도
만일 남북한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로 채택한다는 의견일치가 있었거나, 합의
문에 그러한 의도가 표현되어 있다면 판문점 선언은 당사자들의 의도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된다. 예컨대 개성공업지구 통신･통관･검역에 관한 3개 합의서에는 “이 합의서는 쌍방의 관련법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는데61), 만일 판문점 선언에도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의 내용에는 법적 구속력을 확인하는 조항은 삽입되지 있지
않으며, 남북한 정상 간 그러한 의견일치가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판문점 선언의
법적 구속력 판단은 합의 문언 및 관련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한 것은 문 대통령이 이를 법적 구속
력 있는 조약으로 의도한 것이라는 반론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상술한 카타르-바레인 간 해양경계
및 영토분쟁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이러한 당사자의 의도는 합의 문언과 관련 상황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의도가 판문점 선언에 객관적으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객관적 분석의 필요성은 판문점 선언의 법적 성격에 대한 북한의 의도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도 지지
된다. 국제적 합의가 조약이 되기 위해서는 일방의 의도가 아니라 국제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양측의
의도가 합치되어야 하는데62), 타방 당사자인 북한의 의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은 판문점 선언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미 채택된 북남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고 서명하였다.” 등의 발언을 했지만, 이것이
판문점 선언의 법적 구속력을 의미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후 국내적 비준절차 추진하는 등
후속절차를 취했는지 여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는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대해, 북한이 중앙인민
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를 소집해 동 합의서를 약식 승인하고, 이를 비준했다고 발표
함으로써 법적으로 구속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점63)과 대비된다. 결국 판문점 선언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북한의 의도는 불분명하므로, 문언 분석을 통한 객관적인 판단 작업이 요구된다.

61) 이효원, 전게서, p.319.
62) 정인섭, 전게서(각주 3), p.2.
63) 로동신문, (1991년 12월 17일, 1991년 12월 27일). (류병운, “국제법의 법원(法源)으로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성격”,
뺷홍익법학뺸, 제 13권 4호(2012. 12), p.80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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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의 문언
판문점 선언의 문언이 구체적이고 법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지, 발효･개정･폐기 조항 등 조약의
형식을 갖춘 내용이 존재하는 지 여부를 알아봄으로써 판문점 선언이 ‘객관적’으로 조약인지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판문점 선언의 문언은 법적으로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고, 과거 체결되었던 남북 경협 합의서들과 달리 조약의 형식으로 체결되지도 않았기에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먼저 판문점 선언의 문언은 구체적인 법적 권리･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판문점 선언의 대부분의
내용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등 구체적 실천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협상과 합의가 필요한 내용들이다.
또한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기기로 하였다,”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등 단순히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문언도 많다. 따라서 판문점 선언의 전반적 내용은 남북 간 실질적 권리･의무를 발생시킨
다고 보기 어렵고, 과거 2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선언문과 같이 정상회담 후 발표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일부 내용의 구체성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법조문의 형식이 아니고 발효･개정･폐기 조항이 부재
하다는 측면에서 판문점 선언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문점 선언의 내용 중 8.15 이산가족
상봉, DMZ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일부 내용은 구체성을 띄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 법적 구속력 인정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남북이 과거 체결했고 발효되어 법률적 효력을 가졌던 남북
경협 합의서들과 비교할 때 타당하지 않다. 과거 남북한 간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합의서는
모두 법조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발효에 관한 별도조항을 가지고 있었다.64) 예컨대 2003년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발효된 ‘남북 간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청산결제･상사분쟁해결절차 합의서’ 등 4개
경협 합의서는 모두 ‘제 ○조’의 형태로 조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고,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남북한
당국이 발효통지문을 교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했다.65)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본격화 이후 체결된
14건의 각료급 합의서는 모두 발효, 개정, 폐기절차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66) 그러나 판문점
선언의 경우, 문언의 형식이 조문이 아니고, 발효･개정･폐기 조항 등 형식적 측면에서 조약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다. 문 대통령은 국회 동의를 받아 판문점 선언을 비준･발효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지
만, 이번 선언에는 그에 관한 절차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도 않다.67) 따라서 판문점 선언은 문언의 비구체
성 및 비조약적 형식이라는 측면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관련 상황
상기 문언 분석의 결과 판문점 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에 해당된다. 따라서 관련 상황 검토는
구속력 판단에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게 된다. 이때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공식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판문점 선언이 조약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상황이 될 수도
64)
65)
66)
67)

정인섭,
이효원,
정인섭,
상게서,

전게서(각주 3), p.4.
전게서, p.298.
전게서(각주 3), p.4.
p.4.
www.mofa.go.kr

17

특집

• • • • 2018년 제18회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있다. 그러나 상기한 카타르-바레인 간 해양경계 및 영토분쟁 사건은 의사록이 UN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이에 대한 국내적 조약발효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조약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
고 판시했다. 이는 합의의 문언에 따라 법적 구속력 판단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경우, 이후
국가가 이와 반대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판단이 번복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동의를 받고 국내적으로 발효된다고 하더라도 판문점 선언의 국제법적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IV. 보론: 판문점 선언의 국내법적 효력 분석
국제법적 분석 결과 판문점 선언은 조약이 아닌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에 해당되며, 남북한을
국제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판문점 선언에는 헌법 제 6조 1항 및 60조 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
로, 국회 비준동의가 있더라도 판문점 선언은 헌법에 의해 국내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한다. 판문점
선언 자체에도 국내법력 효력부여를 약속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판문점 선언 자체가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라 해도, 남북합의서에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하
는 국내법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국내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국내법상 남북합의서
에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법률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판문점 선언은 국내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공포 절차와 효력범위를 명시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국내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 동 법률 23조가 남북합의서는 남한
과 북한 사이에 한해 적용되며, 예외적 경우 대통령이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음을 규정할 뿐이다. 이때
동 법률의 전반적 취지가 남북합의서를 광의의 국제법상 조약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국내적으로 법률의
효력을 부여하려는 의도였다고 판단된다는 주장이 있다.68) 그러나 상술했듯 남북 간 체결된 합의서가
모두 조약의 성격의 성격을 가진 것은 아니며,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남북합의서에 임의로 법률과 동등한
효과를 부여한다면 이는 국내법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는
국내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동 법률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판문
점 선언이 국내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판문점 선언의 국내법적 효력을 둘러싼 논란에서 알 수 있듯, 지금까지 남북 간 체결된 각종 합의서를
보면 그 명칭, 형식, 용어가 뚜렷한 기준 없이 다양하고 국내법적 효력부여 과정에서 관련 법령의 해석･적
용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는 등 문제점이 존재한다.69) 따라서 남북합의서 체결과 적용의 문제점을 근본
적으로 해소하고 남북관계를 법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남북
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국내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70)

68) 정인섭, 전게서(각주 3), p.3.
69) 이효원, 전게서, p.323.
70) 상게서, 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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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어
남북 대화 시작 이후 남북한은 수많은 합의문 채택하여 남북관계를 규율해왔다.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 2000년 6.15 공동선언처럼 정치적 성격이 강하고 남북관계의 포괄적 방향을 설정하는 수준의 합의
들은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는 합의라는데 이견이 없다. 반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 등 구체적인
남북 경협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해 법적 효력이 요구되는
사항이 현저히 증가하게 되었다.71)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체결된 총리급, 각료급 합의서들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규율하고, 남북 양측에서 법적 절차를 거쳐 발효된 만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남북 합의서들의 서로 다른 성격을 생각할 때, 2018년 4월 27일 발표된 판문점 선언은 그
문언이나 관련 상황의 측면에서 과거 공동성명과 같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에 해당된다. 판문점
선언은 국가와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를 다룬다기보다 남북 간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포괄적으로 선언
하고 있으며, 그러한 내용의 연장선에서 발효･개정･폐기 조항 등 조약에 요구되는 형식을 갖추지도 않았
다. 이번 선언이 남북 간 구체적 협력 사업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정상회담 이후
도출된 결과물이라는 상황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서 무가치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보다 효율적으로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뺷문재인의 운명뺸에서 10.4 공동선언이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못해 실기(失期)하고 말았다고 서술하듯,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합의가 법제화될 때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북 양측에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 발효된 남북 경협합의서에
따라 추진된 금강산 관광사업의 경우에도, 관광객 피살과 이후 북한의 비협조적 태도라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중단된 바 있다. 따라서 남북 간 합의 이행에 있어 더욱 중요한 것은 국제정세 및 북한의 합의
이행의지라고 할 수 있다. 만일 남북 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체결 후 북한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
면, 한국만 이를 이행하고 북한에 대한 책임추궁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결국 사안 및 내용에
따라, 남북관계의 진전수준을 고려해 정치적 방식의 합의를 채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경우도 많을
것이다.72) 판문점 선언 또한 법적 구속력은 없을 지라도 정치적･도덕적 차원의 구속력은 발휘하므로,
북한의 준수를 기대하면서도 상황 변화에 따른 유연성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좋은 수단이 된다.
물론 한국은 남북관계의 법제화와 안정성 제고를 위해, 관련 입법을 통해 판문점 선언을 국내법제화
할 수 있다. 다만 법제화 과정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UN 안보리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이다.
특히 판문점 선언의 내용 중 동해선,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 등 구체적 사업의 경우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외적 측면에서 보다 신중한 판단과 추진이 요구된다. 따라서
한국은 국제정세 및 대북관계에 따라 유연한 자세로 합의서를 체결하고, 비핵화 및 남북 경협 사업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후 남북 관계의 불확실성과 가변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양측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문서 체결을 통해 남북 관계를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73)

71) 상게서, p.322-323.
72) 제성호, 전게서, p.88.
73) 이근관, 전게서, p.182.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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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 선언의 국제법적 성격
- 선언의 조약성(性) 검토를 중심으로 -

김 동 규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I. 문제제기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남북은 668회의 회담과 분야별 남북회담을 했으며 87건에 달하
는 공동보도문을 채택 한 바 있다.1) 이 중 특히 중요한 남북 간 합의서로 1972년 7월 4일 ｢7.4 남북공동성
명｣, 1991년 12월 13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
서”), 2000년 6월 15일 ｢6.15 남북공동선언｣(이하 “6.15 남북공동선언”)과 2007년 10월 4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하 “10.4 선언”)을 채택하였다.2)
이 중 남북기본합의서는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이
서명하였다.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를 김일성 주석이 비준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승인하여 공식
조약으로 발효하였다. 반면 남한은 북한과 달리 비준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992년
2월 북핵 문제로 인해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도래했다. 결국 남북합의서의 내용에 따른 남북 간 기구의
구성과 운영을 실제로 해보기도 전에 남북기본합의서는 사실상 사문화되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듯 남북기본합의서를 포함하여 남북 간 합의서는 법적 차원이 아니라 “통치행위” 차원에서 다루어
졌고, 자연히 법적인 규율 밖에 있었다.3) 만약, 남북기본합의서에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해 합의 사항이
정치적 수사로 언급되는 것 이상의 효과를 지녔다면, 국내 정치의 상황에 따라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경색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판문점 선언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이행된다면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갈 실질적인 준거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4)
그렇다면 남북 양자 간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다. 조약은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구속력만을 갖는 신사협정과 종종 비교된다. 그러나
조약당사자들의 의사가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약과 신사협정을 구분하는 방식은 그리 쉽지만은
않다.

1)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 “회담통계”, https://dialogue.unikorea.go.kr/ukd/be1/usrCmsStat/List.do?tab=1(last visited 30 August,
2018)
2) 이 논문에서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 체결된 모든 합의서는 “남북 간 합의서”로 통일한다.
3) 제성호,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내법적 효력부여문제: 국제법상 조약의 개념과 우리 헌법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숙명여자대학
교 통일문제연구소 뺷통일논총뺸, 제12호(2013.12), 45쪽
4) 이석범,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헌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뺷統一과 法律뺸, 통권 제30호(2017년 5월), 3쪽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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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은 조약인가? 아니면 정치적 구속력만을 갖는 신사협정인가? 앞서 말했듯 전자와 후자의
구분이 매우 어렵지만 여러 연구를 통해 그 모호한 경계를 조금이라도 정립하고자 시도했다. 우선, 합의의
성격이 조약임을 확인하거나 조약임을 부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은 단어와 합의문에 사용된 문언에
나타난다. 나아가 합의의 형식, 체결 시의 상황과 후(後)의 합의를 국내에서 다루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조약과 신사협정의 국제법적 차이점, 기존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제법적 견해를 다루고, 이후 판문점 선언의 조약성을 검토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다루고자
한다. 첫째, 판문점 선언이 조약의 합치 요건을 충족하는지 분석할 것이다. 둘째, 문건의 법적 지위가
문언상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보충적 기준이 될 수 있는
당해 문서의 실제 문언, 문서의 체결을 둘러싼 상황, 문서 체결 이후 당사자의 행태 등 여러 요인을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판문점 선언이 조약체결당사자인 남북이 “국제법적 법률효과를 창출할 의도”
가 있었는지 판명하고자 한다.5)

II. 판문점 선언의 내용
1. 4･27 판문점 선언의 채택과 의의
2017년 9월 21일 제72차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에서 북한 선수단이 개회식장에
입장하고 남북공동응원단이 뜨겁게 응원하는)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를 적극 환영하며 IOC와 끝까지 노력할 것”6)이라며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요구했다. 2018년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에 참석하고 남북대화를 진행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
를 표명했다.7) 이후 남북은 1월 9일 ‘남북 고위급회담8)’을 비롯하여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각종 실무
회담을 진행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한 고위대표, 선수단, 예술단 등 600여명이 방남(訪南)했다.
이후에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대북 특사 방북을 시작으로 3월 20일 4월 1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이
이루어졌다.
3월 29일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 남북고위급회담’을 시작으로 각종 실무회담이 진행되었다. 이후
정전체제를 대체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노력에 힘입어 11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9)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표어 아래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시대’의
개막을 선언하고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판문점 선언 이후 환영만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도 가지 못한 길을 남과 북은 오늘 대담한 상상력으로 걷기 시작했다”고 말했고 김정은
5) 이근관,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 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 뺷일감법학뺸, 통권 제4권(1999년 12월), 176쪽
6) “[전문] 문재인 대통령 제72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뺷아시아경제뺸, 2017년 9월 21일.
(Last Visited 30 August: https://sports.v.daum.net/v/20170921230730270?f=m)
7) “[전문] 北 김정은 2018년 신년사”, 뺷중앙일보뺸, 2018년 1월 1일 (Last Visited 25 August: https://news.joins.com/article/22250044)
8) 1월 9일에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진행된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의 주요내용은 1)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
픽의 성공적 진행을 위한 적극 협의 2) 군사적 긴장완화,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 마련 및 민족적 화해와 단합도모를 위한 공동노력
3)남북선언 존중,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할 것이었다.
9)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은 2017년 7월 6일 베를린 구상,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2018년
6월 12일 북미공동선언에서 강조되었다.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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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또한 “우리가 마음을 합치고 힘을 모으면 어떤 도전과도 싸워 이길 수 있다”며 판문점 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더했다.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은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기틀 확립”, “한반도 냉전 종식과
항구적 평화정착의 전기 마련, 한반도에 전쟁 없는 새로운 평화시대 개막”,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의
선순환을 위한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다.10) 나아가, 남북은 판문점 선언에 이은 2차 남북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9월 중 예정된 3차 남북정상회담은 판문점 선언을 철저하게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2. 판문점 선언의 구체적 내용
전문(傳文), 3조, 13항으로 구성된 판문점 선언의 전문에서는 전쟁의 종식, 화해, 평화,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식들을 명시하였다. 제1조는 남북관계의 전면적, 획기적 발전, 제2조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상호 불가침 합의, 제3조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이었다. 또한
올해 가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것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각 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판문점 선언은 민족자주주의 원칙을 확인하고 남북 간 선언･합의를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1)민족자주주의 원칙을 확인하고 기존 남북 간 선언･합의를 철저하게 이행하고(제1조1
항) 2) 고위급회담 등 분야별 대화를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고(제1조2항) 3)남북 당국자 상주 공동연락사
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고(제1조3항) 4)각계각층의 다방면적 교류･협력 및 왕래･접촉 활성화하고(제1
조4항) 5) 8･15 계기 이산가족상봉행사를 진행하고 이를 위하여 남북적십자회를 개최하고(제1조제5항),
10.4 선언 합의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철도･도로 연결을 현대화 할 것을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다.
남북한의 두 정상이 서명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후속조치까지 합의했다는 점에서 동 선언이 총론적･
강론적･의무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11)
둘째, 남북 정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남북간 우발적 무력충돌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1)적대행위 전면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등 충돌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제2조제1항) 2)군사적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회담 및 군사 당국자회담을 개최하고 3) 무력 불사용 및 불가침 합의 재확인
엄격 엄수(제3조제2항) 등이었다. 과거 남북이 교류･협력에 합의함에 있어 이를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달리 판문점 선언에서 “상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했다는 것에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다. 판문점
선언에서는 남북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정례화하는 등 평화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
한 다양한 협력방안이 논의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12)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중지”하기로 한 내용은 10.4 선언보다 합의의 내용이
더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군축”에 관한 사항이 과거 남북 간 합의서들보다 비교적 구체적으

10)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뺷2018 남북정상회담 결과 설명자료뺸, 2018년 4월 27일, 2쪽
11) 제성호, “6.15 남북공동선언과 후속문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저스티스, 제34권 제2호 통권 제60호(서울: 한국법학원, 2001년
4월 14일), 186쪽
12)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게서,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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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언급된 것은 판문점 선언이 기존 선언들과의 질적인 차이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13)
셋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1)종전선언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
을 적극 추진하며(제3조 제3항) 2)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했다(제3조제4항). 6.15 남북공동선
언에서는 당시 국제적인 문제이면서 합의도출이 어려운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문제를 위한 평화체
제 전환문제, 북한의 핵･미사일문제 등을 일단 합의대상에서 제외시켰다.14) 그러나 판문점 선언에서는
연내 종전선언을 할 것을 명시했으며 “비핵화”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한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이전의
합의를 뛰어넘어 남북이 다자회담과 비핵화에 관해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회담에 임했다고 볼 수 있다.

III. 과거 남북 간 합의서를 바라보는 시각
1. 조약이라는 견해
국제법상 조약의 개념을 최초로 정립한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하 “VCLT”) 제2조는
“단일의 문서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관련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조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정의는 VCLT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약만을 구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체결되는 조약의 성립범위는 이보다 확대되어 ‘1)국제법 주체에 의해 체결되고 2)국제법의
지배를 받고 3)서면의 형태로 체결되고 4)국제적 합의를 전제로 하며 5)복수 당사자간 합의이고 6)국제법
상 조약 개념에 해당하는 모든 문서를 통칭하는 것’을 표준적인 개념요소로 하고 있다.15)
남북기본합의서가 조약이기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입장16)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남북기본합의서 제25조는 합의서 자체에 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조｣와 ｢항｣의 형식으로
규정되며 전문에서 “합의한다”고 규정하며, 제24조에 수정 보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남북한
양측에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서 남북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법규범이라는 점
2) 대한민국 국무총리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가 각각 명시적으로 서명되고 남한과
국가인 북한 사이에 체결된 것이 아니라 국제법상 ‘국제법 주체간에 문서에 의한 명시적 합의’17)라
는 점
3) 남북기본합의서는 헌법 제60조에서 말하는 “입법사항”에 해당된다는 점
4) 국내법 절차에 따라 국회의 비준을 받아 구속력 있는 국내적 효력을 통해 남북쌍방을 구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13) 강현철, “판문점 선언의 법적 의의와 평화협정 이후의 입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뺷법연뺸, Summer 2018 Vol.59(2018년
6월 1일). 1쪽
14) 제성호 2001, 전게서, 186쪽
15) 정인섭, 뺷조약법강의뺸, (서울: 박영사, 2016), 3~5쪽
16) 김계흥,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합의서의 발효절차에 관한 사례연구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월간법제
2008권 3호(법제처: 2008), 54쪽
17) 1986년 ｢국가와 국제기구간 또는 국제기구 상호간의 조약법에 관한 Vienna 협약｣ 제2조 1항은 조약을 그 명칭이 어떻든간에,
그리고 한 개의 문서로 되어 있든 여러 관련 문서로 되어 있든 관계없이 국제법 주체들이 법적 구속력을 받도록 체결한 국제법
의 규율을 받는 국제협정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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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를 조약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논거는 1)서문, 본문, 그리고 최종조항으로 구성되어
일반국제법상 조약의 형태와 비슷하고 2)남북화해와 불가침에 관해 남북교류협력 부분을 ｢장｣과 ｢조｣의
형식으로 명시하고 총25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고 3)남북한의 고위급 정부대표가 서명하였고 4)제24조
와 제25조에서 발효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5)권리･의무를 발생시키며 6)조약의 성립
요건에 합치하여 남북한의 조약당사자능력이 있는 조약체결권자에 의한 체결, 하자없는 합의, 적법성,
남북한 국내법상 조약체결절차에 따라 체결할 조약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데 있다. 북한 또한
VCLT의 당사국이 아님에도 “위 협약의 내용을 수시로 인용하고 있어 국제관습법을 법전화한 협약의
법규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태도를 보면 북한 역시 남북합의서에 대해 남한을 조약체
결의 당사자로 여기고, 법적 효력의 창출을 의도한 조약으로 여기고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18)

2.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이라는 견해
국제법상의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합의는 일종의 신사협정, 공동성명,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게
된다. 즉, 명백한 권리･의무의 설정･변경･소멸 등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단지 정치적･경제적 협력 의지를
천명하거나 당사자들의 공통적인 정책노선이나 행동방침을 선언하는 합의는 조약이 되지 못한다.19)
국제사회에서 법적 구속력 없는 신사협정을 활용하는 이유는 1)국제문서를 채택하는 당사자들이 상호
국제법적 차원에서 교섭 또는 거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문서에 대해 국가가 구속력을 부여하기 꺼려
하거나 3)현대 국제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그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해 조약이라는 경직된 수단만
으로는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어렵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하거나 4)조약
을 체결할 경우 유관부처 또는 국회 내외 여러 정파 간의 의견불일치로 인해 조약체결이 지연되어 국내법
적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20) 또한 신사협정을 선호하는 국가들의 또 다른 이유는
기밀성(confidentiality)이기도 하다.21) 대서양 헌장,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과 같은 중요한 국제문서들
역시 미국이나 영국은 구속력 있는 합의로 간주하지 않았다.22) 좁은 의미의 신사협정이란 신의에 기초하
여 국가원수나 외무장관 등 공무원이 그 개인의 사회적 평판을 담보하여 국가나 후임자에게 연관되지
않은 서약을 의미한다.23) 넓은 의미의 신사협정이란 ‘헬싱키 최종의정서’와 같이 비구속적 문서임을 명시
한 규정이다.24)
남북기본합의서가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는 남북이 서로에 대한
국가승인 효과를 피하기 위해 조약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과 (당시) 남북 간의 정치적 관계가 고도로
긴장되어 있고 신뢰구축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간에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당시까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양 실체 간의 관계가 매우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현실에서 국제법상의 조약
과 같이 경직된 형식의 합의를 체결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더라
한명섭,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법제화 방안”, 통일과 법률 통권 제5호(과천: 법무부, 2011), 98쪽
제성호 2001, 전게서, 188쪽
제성호 2001, 전게서, 191쪽
Anthony Aust, Handbook of International Law, Second Edition, (Cambridge Press, 2010), p.54
정인섭, ｢조약법강의｣, 전게서, 396쪽
류병운, “국제법의 법원으로서의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성격”, 홍익법학 제13권 제4호(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년
12월), 801쪽
24) 상게서, 803쪽

18)
19)
20)
21)
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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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25)
과거 우리나라 통일원(현 통일부), 헌법재판소, 대법원에서는 남북합의서를 조약이 아닌 신사협정으로
해석했다. 헌법재판소는 “(남북기본합의서는) 당국간의 합의로서 남북당국의 성의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
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에 불과하다”26)고 결정하였다. 대법원 또한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간에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기는 하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27)
통일원은 남북기본합의서를 조약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했다. 그 근거는 1)남북합의서를 일반조약으로 규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 쌍방의 특수관계
가 일반적 관계로 되어 분단 고착화가 기정사실화된다는 우려 2)부수되는 장래 부속조약도 (국회비준
동의를) 계속 밟아야 되는 선례가 되어 절차문제로 실기할 우려 3)남북간 민족내부교류를 국가간의 교류
로 만들어 관세 부과 등 국제적 규제를 받아야 하며 4)국회동의보다 성실한 이행준수가 중요하다는 것이
었다.28)
결국 한반도 분위기가 악화됨에 따라 남북 핵통제 공동위원회29)에서 북한 측은 남북기본합의서가
강제성 없는 문서라고 주장하였고 우리정부 또한 남북기본합의서가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음
을 재확인했다.

3. 잠정적 특수관계의 성격이라는 견해
특수관계는 서독의 Brandt 수상의 1민족 2국가 이론 정부 선언30)에서 시작된다. 이후 1973년 7월
31일 서독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 조약은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 그것의 형식은 국제법적 조약이지만,
그것의 특수한 내용을 볼 때는 특별한 내부관계를 규정한 조약”31)이라는 판결을 했다. 당시 미국, 영국,
소련 또한 서독이 주장한 특수관계 정립에 협조를 했는데, 이때 “동독은 독서독의 기본조약을 국제법상
분단조약으로, 서독은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를 잠정적으로 규정한 잠정협정”으로 해석했다.32)
남북기본합의서는 전문에서 남북 상호 간 “특수관계”라고 했다. 특수관계란 대외적으로는 사실상 두
개의 국가로 간주되지만, 대내적으로는 국가간 관계가 아닌 잠정적으로 형성된 관계이다. 이런 구조는
남북관계의 변화와 정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된다.
남북기본합의서의 특수관계성의 2중적 법구조는 1)남북 상호간의 관계는 국제법상 국가간의 관계도
아니고 연방국가내의 구성국 상호간의 국내법적 관계도 아닌 특수관계이며 2)남북한의 특수한 관계도
이근관, 전게서, 177쪽
헌법재판소 1997년 1월 16일 선고, 89마240 결정
대법원 1999년 7월 23일 선고, 98두14525 판결
이장희,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실천방안”, 뺷국제법학회논총뺸, 제43권 제1호(통권 제83호)(1998년 6월), 235-236쪽
1992년 3월 18일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국무총리 정원식과 북측대표단단장 정무원 총리 연형묵은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30) 이장희 1998, 전게서, 231쪽. 빌리브란트수상은 1969년 10월 28일 행한 시정연설에서 “서독정부에 의한 동독의 국제법상 인정은
고려될 수 없는 바, 비록 독일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서로 외국이 아니며, 그들의 관계는 단지 서로 특수한
종류의 관계에 불과하다“고 천명했다.
31) 상게서. 232쪽. 서독 헌법재판소는 기본조약의 성격에 대해 “Der Vertrag hat einen Doppelcharakter(This Contract has a Double
Nature”이라고 하였다.
32) 상게서, 232쪽
25)
26)
27)
28)
29)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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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시까지의 잠정적인 것임을 근거로 하고 있다.33) 3중적 법구조는 1)북한은 국내법적으로 반국가
단체의 지위와 동시에 대화･협력의 민족 동반자로서의 지위 2)북한이 직접적인 국가로 인정되지 않지만
국제법상 엄연히 별개의 주권국가로 행세한다는 점과 3)“잠정성을 본질로 한 상호성, 대등성, 동태성
내지 점진적 발전성을 특징”으로 한다.34)
‘남북합의서’가 일반 조약과 다른 점은 통일이 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분단국간의 특수한 관계를 규율
하는 합의라는 점이며 그 ‘잠정적 특수관계’의 예시는 대내적으로 남북이 서로 국가승인을 명시적으로
배제한 것, 통상적인 대사관 개설 대신에 남북연락사무소의 판문점 설치를 규정한 것 등을 들 수 있다.”35)

IV. 427 판문점 선언의 조약성 검토
1. 객관적 요건: 조약의 합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가?
여러 기관과 학자들이 조약의 합치 요건으로 다양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 논문에서는 국제법학자
Oppenheim이 주장한 요건을 바탕으로 판문점 선언이 조약 합치의 5가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알아볼
것이다. 다섯 가지의 요건은 1)조약당사자가 조약체결능력을 가질 것 2)조약체결권자가 조약을 체결할
것 3)조약체결권자가 조약체결을 위하여 임명한 대표자간에 하자없는 합의가 성립할 것 4)조약의 내용이
실현가능하고 적법한 것을 대상으로 할 것 5)일정한 조약성립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1) 조약당사자가 조약 체결능력을 가질 것
판문점 선언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다. 북한의 조약체
결능력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법적 지위는 1)국내법 체계, 2)남북관계의 양자 차원 3)
다자차원 3차원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36) 첫째, 국내법 체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헌법은 북한을 휴전선
북쪽 지역을 불법 점거한 반국가단체로 바라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국내법에서는 “북한의
국가성을 부정하지만 국내법의 대외적 효력은 부재”하다.37) 둘째, 남북 양자 차원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
에서도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서 국제관계가 아닌 민족내부의 특수관계이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서 재차
확인된다. 셋째, 국제법 등 다자 차원에서 보면 “국제사회는 전반적으로 남북한을 2개의 국가”로 본다.38)
북한이 국제법의 주체로서 모든 권리를 향유하는 국가라는 견해에 의하면 과거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
는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국제법상 “국제법 주체 간에 문서에 의한
명시적 합의”라는 점은 남북 양자가 조약체결권을 향유한다는 논거를 더욱 강화시킨다.
북한을 무력단체로 바라보더라도 국제법상 북한의 조약체결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오늘 날 조약은
33)
34)
35)
36)
37)
38)
26

상게서,
제성호,
최승환,
조정현,
상게서,
상게서,

233쪽
“법적으로 본 남북관계의 위상”,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2015), 101쪽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서울국제법연구, 제1권 1호(1994), 72쪽
“통일합의서의 법적 성격 및 체결 절차에 관한 고찰”, 국제법평론 Vol.49(국제법평론회, 2018), 125쪽
125쪽
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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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국 구성체 또는 민족해방운동단체 등 이른바 국가유사단체에 이르기까지 널리 국제법주체간의 권
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을 내용으로 하는 서면에 의한 합의를 일컫는다. 즉, 국제법 적용범위의 확대현
상에 따라 분단국 구성체, 민족해방운동단체, 교전단체에 준하는 지방의 사실상 정권도 조약체결능력을
갖는다는 점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39) 물론, 분단국의 지위는 교전단체보다는 국제법상 국가성이 높고
주권국가에까지는 조금 못 미치는 중간의 위치로 볼 수 있다.40) 그렇다 한들 국제법상 북한의 조약체경능
력을 부정할 수 없다.
이렇듯 북한은 국제법상 조약체결권을 향유한다. 그렇기에 북한은 국제연합 헌장,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
나 협약,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 유엔과 외교, 영사관계에 관한 조약 외에도 국제인권 및 문화재
보호, 국제보건, 농업, 무역, 국제해양, 국제항공, 통신, 군축, 환경 등 각종 영역의 조약에 가입하거나
발효하였다. 그리고 국제법상의 해석상에 따르면 우리 헌법이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반국가단
체’로 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는 하나의 분단국가로서 국제법상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다.41)

2) 조약체결권자가 조약을 체결할 것
조약체결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각 국가의 국내법에서 결정 지을 문제지만 대체로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에게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42)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73조에 의하여 대통령이 조약체결권
자이며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03조에 의하여 국무위원장이 조약체결권자이
다. 판문점 선언은 각 체제 내 법률에 의해 조약체결권자로서 권한을 부여받은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공식문서이다.

3) 조약체결권자가 조약체결을 위하여 임명한 대표자간에 하자없는 합의가 성립할 것
판문점 선언은 조약체결권자 또는 조약체결의 권한을 가진 대표자간에 하자 없는 합의로 성립되었다.
사기 혹은 강박 등의 하자가 없었고 조약체결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통 큰 결단으로 남북 국민들과 세계에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정상회담 후 “북측의 최고지도자가 직접 세계의 언론 앞에 서서 공동발표를
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라며 치켜세워주었다. 김정은 위원장 또한 “먼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많은
노고 바치신 문 대통령과 남측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사의”를 표했다.

4) 조약의 내용이 실현가능하고 적법한 것을 대상으로 할 것
판문점 선언 내용의 이행을 총괄 점검하기 위해 6월 1일 개최된 남북고위급회담 및 각종 실무회담은
동 선언의 내용이 실현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고위급 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부문별 실무회담
을 진행했다는 점은 합의문의 내용이 이미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43) 또한, 적법성에 있어
39) 한명섭 2011, 전게서, 93쪽
40) 이장희 “북한의 조약체결 당사자 능력 인정에 따른 법적 문제 연구”, 인도법논총 제16호(대학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1996년
8월), 78쪽
41) 노기호,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의 법적 성격과 효력에 관한 고찰”, 법과 정책연구 제18권 제2호(한국법정책학회, 2018),
337쪽
42) 김대순, 뺷국제법론뺸, 제18판, (서울: 삼영사, 2014), 164쪽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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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법원인 조약과 관습, 강행규범과 대세적 의무 등을 포함하여 국제법의 일반원칙을 위배되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판문점 선언에서 언급한 “평화체제 구축”(제3조)과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제2조)
는 UN 헌장의 취지를 더욱 강화시킨다.

5) 일정한 조약성립절차를 완료할 것
조약의 성립은 교섭-체결-기속적 동의의 표시-발표 등 크게 4단계로 진행된다.44) 물론, 국제사회에서
외교실무상 양자조약은 보통 양 당사국이 서명했을 때 조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된다.45) 또한, 국가가
조약의 구속력을 수락하겠다는 의사는 서명, 조약을 구성하는 문서의 교환,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이
나 기타 합의된 방법으로 표시된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 양 측 대표자의 서명된 이후 국내법 상 조약의
성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으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국회 제출, 국회 비준
동의, 동의안 정부 이송, 대통령 비준, 발효･공표의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통일부는 법제처 심사 과정을
거쳐 국회 동의가 요한다는 유권해석을 하였다.

2. 주관적 요건: “국제법적 법률효과를 창출할 의사”가 있었는가?
각종 국제 문서가 신사협정이라는 주장은 국제재판소의 재판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주장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이 조약이라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 인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도 “국제법적 법률효과”와는 별개의 것이다.46) 일반적으로 국제재판소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문서
인 조약을 그 재판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반대로 문서가 조약인지 여부가 재판대상이 되는지에 따라
판명되지는 않는다.47) 그렇다면 법적 구속력을 지닌 문서라는 점을 판단할 수 있는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는 무엇인가?
조약체결당사자는 합의를 국제법에 의해 지배되는 조약으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법적 구속력을 동반
하지 않는 정치적 선언으로도 만들 수 있다.48) 앞서 말했듯 조약체결당사자의 의사는 합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며 무엇보다 중시되는 것은 어떠한 성격의 합의를 의도했냐는 것이다.49) 그렇기
때문에 합의의 성격을 결정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조약당사자들에게 국제법적으로 법적효과를
창출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결과적으로 국제법적 법률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의사는 법을
적용하는 당사자의 상황과 그 합의의 목적을 투영한다.50)
당사자의 의사가 협정문 안에 명백히 표시되어 있거나 협정 체결과정에서 당사자에 의해 표명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의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조약당사국이 합의를 신사협정으로 의도한다면,
“국제법적 법률효과가 없다”는 내용, 법적효과를 창출할 의도를 부정한다거나, 정치적 선의 성격을 분명

43)
44)
45)
46)
47)
48)
49)
50)
28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2018년 6월 1일) 제3조
정인섭, ｢조약법강의｣, 전게서, 44쪽
Anthony Aust, Modern Treaty Law, and Treaty Practice, Third Edition(Cambridge, 2013), p.86
Bodansky, Daniel, Legally Binding versus Non-Legally Binding Instruments (August 31, 2015), p.159
상게서, 159쪽
Duncan B. Hollis, The Oxford Guide to Treat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33
상게서, 33쪽
Bodansky, 전게서, 1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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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밝히는 경우가 많다.51) UN에 등록되지 않을 것이라는 조항 또한 정치적 선언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다.52)
반대로,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국제법적 법률효과를 창출할 의사”는 협약의 명칭만으
로 조약당사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심지어 조약과 신사협정에 공통되게 삽입될 수 있는 협약의
형식과 용어만으로 당사자의 의도와 협약의 국제법적 성격을 판단할 수 없다.53) 예를 들어, 과거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선언’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당연히 ‘정치적 선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54) 1994년 국제사법재판소는 카타르･바레인간 해양경계 및 영토분쟁 사건에서 “바레인 외무
장관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간에 1990년 12월의 교환공문의 내용은 단순히 양국 간 합의 사항의 논의기록
이나 요약이 아니며, 당사국의 약속을 표창하므로 국제법상의 권리의무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
다.”55) 이 판결의 다수의견은 객관적으로 표출된 의도를 중시하였고, 소수의견자인 Oda 판사는 주관적
의도를 중시했다.56) 이 외에도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간 Marous 선언의 성격에 관해 재판부는 선언이
비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배척하며, 이는 서명과 동시에 발효된 조약으로
해석했다.57)
이처럼 문건의 지위에 대한 견해 대립은 양자회담에서 특히 자주 발생한다. 이런 경우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법적 지위를 갖는지는 전반적인 내용과 합의문의 용어, 체결시의 상황, 체결 이후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는 결국 합의의 해석 문제로 귀결된다.58) 나아가 이러한 판단을
위한 기준과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합의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의 표현형식에 나타난 당사자
의 의사를 추론하여 그 법적 성격과 효력을 규명하고 이를 기준으로 합의문건의 성격을 유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9) 결과적으로, 합의문서의 성격은 앞서 말한 세 가지 종합적인 판단기준인 1)문언 상의 의도
2)당해 문건을 체결하게 된 배경과 상황 3)체결 이후의 후속조치에 대한 개별적으로 세분화된 분석을
통해 규정된다.

1) 문언상의 의도 : 문서의 형식과 표현상의 특징
판문점 선언은 조약의 일반적인 형식인 전문, 조,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판문점 선언은 전문, 3개의
조와 하위 13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판문점 선언의 형식이 조약의 일반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계국제법학술원의 1983년 결의처럼, 한 개의 조약 안에 조약적/구속적 술어와 비조약적/비구속적
술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60) 또한, 미국의 조약체결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Duncan, 전게서, 655쪽
상게서, 655쪽
Anthony Aust, 전게서, 30쪽
제성호, 2001, 전게서, 195쪽
정인섭, 뺷국제법 판례 100선뺸, 제4판 (서울: 박영사, 2016년 6월), 188~189쪽
상게서, 189쪽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Cameroon v. Nigeria, 2002 ICJ Reports 303.
정인섭, ｢조약법강의｣, 전게서, 396쪽
이효진,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북한법연구 제7호(서울: 북한법연구회, 2004년 6월), 308쪽
김대순, 전게서, 69쪽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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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에 의하면 그 같은 술어의 사용이 반드시 그 문서가 조약이 되는 것을 막지 않기 때문에 문서의
지위 혹은 법적 성격에 대해 당사자간에 합의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긴요하다. VCLT에서도 조약의
성립을 위해 특정 언어와 형식의 사용을 의무적으로 요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문언의 의도를 판단하기 위해 표현방식에 대한 여러 연구가 존재하며 국제법률가들은 엄선된
단어와 표현을 사용한다.61) 국가의 관행은 합의서에 ‘shall’, ‘agree’, ‘undertake’, ‘rights’, ‘obligations’,
‘enter into force’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서 조약체결 당사자들이 해당 문건을 조약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반대로, 신사협정으로 의도 되었을 경우 ‘shall’ 대신 ‘will’이 자주 사용되고 ‘agree’와 ‘undertake’의 용어
는 기피된다. 신사협정에서는 ‘enter into force’ 대신 ‘come into operation’ 혹은 ‘come into effect’의
표현이 사용된다.62)
판문점 선언의 번역본63)을 보면 제1조은 “will reconnect”란 술어를 사용하지만 6개의 하위 조항에서
“affirm”과 “agree”의 강력한 의미의 술어들로 구성된다.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제2조에서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것(will make joint efforts)이라며 “will”을 술어로 사용하지만, 하위 3개의 조항은 “agree”가
사용된다. 평화체제 구축을 언급한 제3조 또한 “will”을 사용하지만 하위 4개 조항에서는 “agree”를 사용
한다. 이렇듯, 판문점 선언 번역본의 영문판을 보았을 때, 합의사항을 이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2) 당해 문건을 체결하게 된 배경과 상황
과거 남북 간 합의서는 남북한 사이에 정치적,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결되었다.64)
그러나 판문점 선언의 채택 시 배경과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우선, 남북 양 당사자가 외교적 수단을
이용해 주도적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갔다. 나아가 6자회담의 당사국들의 공개적인 지지를 이끌어
냈다.
양 정상의 신년사를 계기로 북한은 “새해 2018년 신년사에서 밝히신 평창올림픽경기대회 참가와 북남
관계 개선문제에...(중략)...지지환영”하며 아울러 평창올림픽경기대회 대표단 파견 문제를 포함하여 해당
개최와 관련한 문제들을 남측과 제때에 연계하도록 3일 15시부터 북남사이에 판문점연락통로를 개통”했
다고 보도했다.65) 이를 계기로 1월 9일 남북은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을 진행
하였고, 이후 각국 대표단 및 특사단 상호방문을 거친 뒤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 사이 각종
분야에서 남북 공동훈련과 단일팀 경기를 치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모두 공개적이고 명시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위해 연례 한미군사훈련을 연기할 것을
미국에 제안하며 우리 정부가 북한의 올림픽 참가여부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첫 단추로 인식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66)
61) Anthony Aust, 전게서, 30쪽
62) 상게서, 30쪽
63) “READ: Full decla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n Summir”, CNN, April 27th, 2018
(Last Visited 26th August: https://edition.cnn.com/2018/04/27/asia/read-full-declaration-north-south-korea/index.html)
64) 이석범, 전게서, 12쪽
65) “[전문] 北 조평동 위원장 리선권 ‘평창올림픽 입장 발표”, 뉴시스, 2018년 1월 3일,
(Last Visited 31st August: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103_0000193561). 오후1시49분 관영.
66) 이승열, 이승현, “2018년 북한 신년사 주요내용과 대응방향”, 이슈와 논점 1404호(국회입법조사처, 2018년 1월 4일),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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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한반도 평화 분위기는 외세에 의한 것이 아닌 남북이 자주적으로 공동으로 노력해 만들어
졌다는데 양자의 자주적인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1월 9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남북 고위급회담 공동보도
문에 따르면 “남과 북은 남북선언들을 존중하며,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67)”하기로 하였다. 이후 1월 15일자 조선중앙통신
에서는 “북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할데 대한 방안
은 ...(중략)... 북과 남이 힘을 합쳐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의
반영68)”이라며 “북과 남은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하며 여러 분야에서 각이한
급의 대화와 협상을 적극 발전...(중략)... 조국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출로를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고 했다.69)
이와 함께, 한반도에서 첨예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모두 환영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와 같은 협조를 얻기 위한 남북의 선제적 노력이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국 해소에 일조했다.
북한은 3월25일부터 28일까지 북중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남한은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
장을 중심으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실제로, 이러한
노력의 성과는 외국 정상들의 다음과 같은 발언을 통해 나타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7일에
미-독 정상 기자회견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한국에 축하를 보내며, 양국 정상이 한반도
의 비핵화 목표를 언급한 것에 고무”되어 있다며 환영 의사를 표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또한 4월
27일 담화에서 “금번 회담의 긍정적인 성과는 양측 간 화해 및 협력 증진, 한반도 평화･안정 수호,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며 중국은 이에 대해 축하 및 환영”을 표시했다.
일본 또한 외무부의 4월 27일 담화를 통해 “금번 정상회담이 실현되기까지 한국 정부의 노력에 찬사”
를 보낸다며 김 위원장이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의사를 문서로 확인한 것은 북한을 둘러싼 현안들의
포괄적인 해결을 향한 전향적인 움직임이라 생각하며 환영”한다고 했다.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도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향후 모든 대화를 환영”한다며 회담 결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렇
듯 각종 이해관계 속에서 남북이 판문점 선언에 구속될 의사 없이 평화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판문점 선언은 체결 시까지 매우 평화롭고 외교적으로 여러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즉, 판문점 선언은 내용 외적으로 선언 체결 이전 남북의 외교적인 노력이
선행되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3) 체결 이후의 후속조치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은 지금까지의 합의와는 달리 굉장히 빠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선, 북한은 선언문이 채택되고 3일 후인 4월 30일에 “민족의 화해단합의 첫 실행조치로 현재 조선반도
에 존재하는 두개의 시간을 통일”했다.70) 북한의 선행적 조치를 시작으로 양국은 합의사항의 적극적

67)
68)
69)
70)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2018년 1월 9일) 제3조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주동적제안”, 조선중앙통신, 2018년 1월 15일
앞의 기사
“조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시간을 고치기로 결정”, 조선중앙통신, 2018년 4월 30일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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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정부는 1)판문점 선언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남북관계 진전을 가속화하며 2)판문점 선언 이행을
바탕으로 가을 남북정상회담을 내실 있게 준비하는 것을 정책 추진방향으로 삼았다.71) 북한 또한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강조하며 분야별 대화와 교류에 호응하였다. 북한은 427 남북정상회담을 ‘역사적 사변’으
로 평가하며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강조했다. 7월 4일 노동신문에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적 통일을 이룩하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남북의 이행의지는 자주적 평화의지 좌초의 위기 속 진행된 5월 26일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더욱 확고하게 확인된다.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문에서 “우리는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재확
인”했다며 “이를 위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오는 6월 1일 개최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연이어 갖기로 합의”하였다. 가장 획기적인 조치로 북한은
“5월 24일 핵실험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핵시험장을 완전히 폐기”72) 하였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강조하였다. 나아가, 북한은 “투명성이 철저히 보장된
핵시험장 폐기를 통하여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기울고 있는 공화국 정부의 주동적이
며 평화애호적인 노력이 다시 한 번 명백히 확증되었다”고 발표했다.73)
이후 분야별 후속회담이 예정대로 추진되며 6월 1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이
진행되었다. 남북고위급회담의 쌍방 기본입장은 “이번 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합의사항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한다는 것이며, 남측은 ‘판문점선언’의
신속하고 체계적 이행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북측은 “‘판문점선언’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74)
판문점 선언의 매우 구체적인 사례로 제1조 3항의 이행을 위해 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조 1항에
의거하여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했다. 또한, 제2조 1항을 시행하기 위해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을
6월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하기로 했고 1)우발적 충돌방지대책 2)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협의
할 것을 제의했다. 이후 6월 14일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완전히
복구하는 문제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해 6월 18일 ‘남북체육
회담’75), ‘제12차 남북적십자회담’76), 6월 26일 ‘남북철도협력분과회담’77), 6월 28일 ‘남북도로협력분과
회담’78), 7월 4일 ‘남북산림협력분과회담’79), 7월 31일 ‘제9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80), 8월 13일 ‘제4차
71) 통일부, 제362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 2018년 7월 24일(화), 6쪽
72)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공식 선언한 북한 핵무기연구소 성명 전문”, 뺷경향신문뺸, 2018년 5월 24일
(Last Visited 25 August: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5242140001)
73) 앞의 기사
74) 통일부, 뺷｢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 결과 설명자료뺸, 2018년 6월 1일, 2쪽
75) 우리측 전충렬 대한체육회 사무총장과 북측원길우 체육성 부상은 2018 6월 18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1)남북통일농구경기
2)2018 아시아경기대회 개폐회식 공동 입장 및 일부 종목 단일팀 구성을 하였다.
76) 우리측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북측 박용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은 2018년 6월 22일 금강산에서 남북 각각
100명 규모의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77) 우리측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과 북측 김윤혁 철도성 부상은 2018년 6월 26일 판문점에서 동해선, 경의선 철도 현대화를
위해 북측 구간에 대한 현지조사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78) 우리측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과 북측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은 2018년 8월 28일 판문점에서 동해선, 경의선 도로현대
화를 위한 범위와 대상, 수준과 방법 등 실천적으로 제기되는 방안들을 협의, 확정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으로 1)동해선은 고성에
서 원산까지, 경의선은 개성에서 평양까지 현대화하기로 함 2)도로, 구조물, 안전시설물, 운영시설물을 국제적 기준에 준하여
지역성 특성에 맞게 하기로 했으며 남북은 당면 도로 현대화 구간에 대해 공동조사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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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고위급회담’81)을 진행하였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5일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정부의 남북대화 성과를 소개하면서
9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입장과 올해 남북 철도, 도로, 착공식 개최의지를 밝혔다.82) 북한 또한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촉진대회에서 판문점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전민족적의지를 담아 결의하
였다.”83)고 했다. 즉,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공동성명’의 합의문을 되짚어보면 그 동안 이행 가능한
합의 사항들의 상당부분이 이행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84) 이렇듯, 판문점 선언에
이은 구체적이고 연속적인 후속조치들은 남북이 판문점 선언의 약속사항을 조속하게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V. 문서의 체결 이후 합의를 국내법에서 다루는 태도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상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중심으로
남북이 판문점 선언에 관해 국내 조약성립절차를 밟는다면 이는 구속 있는 합의가 될 것이다. 실제로
일반적인 조약의 경우에도 그 실질적 내용에 관해 국내법을 준거로 삼는 경우가 존재한다.85) 이는 앞서
언급했던 적절한 조약성립절차와도 관련되어 있다. 우리 국내법 체제에서 판문점 선언을 다루는 태도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에 의거해 판단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
계발전법을 기초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이끌어 내어 선언의 국내법제화를 의도하는 것으
로 보여진다.86)
통일부는 판문점 선언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표명했다.87) 통일
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에 따라 판문점 선언을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합의”로 보고 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판문점 선언은 “남북합의서”이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효된 남북합의서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 한하여 적용”(제23조1항)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통일부는 이러한 규정에 근거해 판문점 선언은 남북합의서로서 “남북관계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았다.88) 이에 판문점 선언은 국내 법안 심사를 위해 법제처에 송부되었고 법제처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사업 추진에 상당한 국가 재정이 요구된다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남북합
79) 우리측 류광수 산림청 차장과 북측 김성준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부총국장은 7월 4일 판문점에서 산림병해충 방제에 상호
협력하고, 남북 접경지역과 해당지역에 대한 병해충 공동방제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80) 우리측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과 북측 안익산 육군 중장은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비무장지대 공동 유해발굴과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문제를 논의하였다.
81) 우리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은 8월 13일 통일각에서. “회담에서 쌍방은 판문점선언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했고 9월 안에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가지기로
합의했다.
82) 정성장, “북한 비핵화의 단계적 추진 전략과 한미 공조의 방향: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현실적 북한 비핵화 전략
모색”, 세종논평 No. 2018-38(세종연구소, 2018년 8월 16일), 1쪽
83)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 통일촉진대회 북.남.해외 공동발표”, 조선중앙통신, 2018년 8월 15일
84) 평화연구원, “평화에서 경제로! 제2단계로의 국면전환이 필요하다” 현안진단 제193호(평화재단 평화연구원, 2018.8.16.), 1쪽
85) 정인섭, ｢조약법강의｣, 전게서, 4쪽
86) 정인섭, “판문점 선언의 국제법적 성격과 국회동의” 국제법 현안 Brief 2018-3호, 2018년 5월 8일
87) 통일부, 통일부 정책자료집, 2018.07, 9쪽
88) 이인영 의원실 427 판문점선언의 법적 성격에 관한 요구자료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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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서”라는 의견을 통일부에 전달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해 채택하는 남북합의서는 남북 양자를 구속함은 분명하지만, 그 법적 성격이
불분명하다. 남북합의서가 헌법상 조약체결절차에 준하여 체결･비준 과정을 거쳤다하여 조약에 해당하
는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실제로 조약에 준하여 국내법적으로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89) 남북합의서는 체결･비준 및 공포절차, 체결･비준 시 국회동
의여부, 효력정지 여부 등을 통해 볼 때, 체결･비준 및 공포절차는 조약에 준한다 하더라도 남북합의서를
조약으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90) 그렇기에 남북관계법의 발전을 위해 남북합의서를
규정한 4장의 내용이 보완될 필요는 있다. 따라서 남북합의서에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개별
남북합의서의 국회 동의 시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입법을 동시에 하거나 동 법률에 헌법 제6조1항과
유사한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91)
우리 정부는 2006년 남북관계발전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2003년(4건)과 2005년(9건)에 총 13건의
남북합의서에 대하여 국회 동의를 요청한 바 있는데, 이들은 당시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조약에 준하여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더해 경의선철도연결사업,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건설사업 등을 위한 남북경
협 4대 합의서는 2000년 12월 6일에 서명했고 2003년 6월 30일 국회 동의, 북한은 2003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해 2003년 8월 18일 효력을 발생시킨 바 있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한 각각의 국제법주체인 조약체결권자가 서명함으로서 효력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선언적 내용이 실제로 이행되려면 남북의 국내법 또한 개정되어야 한다.92) 즉, 판문점 선언은 1)국가수반
에 의해 체결 비준된 것이므로 체결과 동시에 헌법상 효력을 가짐을 견지하여 남북관계발전법의 입법적
취지를 확인해야할 것이고 2)판문점 선언의 이행이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것이며 3)국회
법제처에서 제출한 의견처럼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을 수 있는 입법사항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함을
국회 심의 대상으로서 조속하게 동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93) 국회 동의는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대외적으로 표시하기 위함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판문점 선언’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지지 및 국회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94)이 상정되었다. 이 결의안에는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의무와 권한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 절차에 즉각
착수”하여야 한다고 나타나 있다. 세부적인 결의내용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이행과 실천을 요구하였다.
또한 “당시 (남북기본합의서) 준 조약이 사장된 가장 큰 이유는 남북한 모두 이를 실행할 의지가 부족”한
데 있었다며 “어느 한 쪽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는가 비난하기보다 상호 합의를 담보할 제도적 장치와
89) 최은석,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발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 통일법제자료
17-19-12, 18쪽
90) 이규창,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및 효력에 관한 연구”, 통일정책연구 15(2)(2006.12), 169쪽
91) 김광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발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 통일법제자료
17-19-12, 45쪽
92) 경향신문, “[원희복의 인물탐구] 이장희 “4･27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시급하다”” 2018.07.08.
(Last Visited 31st, August 201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080953001&code=940100)
93) 통일뉴스, “‘판문점선언’ 국회동의에 대한 바른 이해”, 2018.06.27.
(Last Visited 27th, June 2018: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336)
94) 박선숙 의원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지지 및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13328)을
2018년 4월 30일에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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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 선언의 국제법적 성격 – 선언의 조약성(性) 검토를 중심으로 -

이를 실천할 확고한 실리적 이유”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95)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는
대통령 뿐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의 태도를 통해서도 해석되는 만큼, 입법부의 비준 동의 노력은 “국제
법적 법률효과를 창출”해 남북간 권리･의무 관계를 법률적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남측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VI. 결론
지금까지 남북 양측 모두 남북 간 합의서를 조약으로 공포하기 않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남북관계의
가변성과 유동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측면보다는 다분히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96) 그러나 판문점 선언에는 과거 남북 간 합의서에서 소홀히 된 군사적 보장조치와
비핵화가 다수 언급되는 등의 구체적 성과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성과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동
선언의 국제법적 강제성을 부여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이 법적
구속력을 지닌 조약의 성격을 지니는가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판문점선언이 국제법상 조약의 성격을 띠는지 알아보았다. 우선 판문점 선언이 Oppenheim
이 주장한 조약의 합치요건인 1)조약당사자가 조약 체결능력을 갖췄고 2) 조약체결권자가 조약을 체결했
고 3)조약체결권자가 조약체결을 위하여 임명한 대표자간에 하자없는 합의가 성립하였고 4)조약의 내용
이 실현가능하고 적법한 것을 대상으로 하고 5)일정한 조약성립절차를 완료하였다. 나아가 양 당사자가
“국제법적 법률효과를 창출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문언상의 의도 2)당해 문건을
체결하게 된 배경과 상황 3)체결 이후의 후속조치를 분석했다. 그 결과 문언 상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문언이 다수 존재하며 2)당해 문건은 외세의 개입 없이 자주적으로 체결되었으며 3)체결 이후의 후속조치
도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판문점선언은 객관적인 요건과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에 비추어보아 국제법상 조약으로 보기에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적 조치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제법상 조약이라는 성격만으로는 동 선언의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이를 위해 국회의 국내 비준 동의 등을 통해 동 선언의 국제법적 성격에 상응하는 국내적 조치가 필요하
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는 동 선언의 비준과 이행을 위한 다수의 결의문이 상정되었다.
이에 더해 동 선언이 법률, 명령, 규칙 등 국내법체계 중 어느 수준에 편입되는가를 결정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에 상응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97)
나아가 양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도 언급한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
적인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이란 목표의 실현을 위한 단합된 의지가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전반적인
남북관계도 정치적･전략적 관점에서 규범적인 차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판문점 선언 전후의 열광적인 분위기와 한껏 고조되었던 평화에 대한 관심과는 달리 현재의 남북관계

95)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한 모색”, 2018년 8월 17일, 12쪽
96) 제성호, “통일지향적 새 남북관계정립을 위한 국제법 과제”, 법제연구 통권 제19호(한국법제연구원, 2000년 11월), 87쪽
97) 이효진, 전게서, 310쪽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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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은 그 속도가 더뎌지며 기세가 꺾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일련의 적대적 행위로 인한
깊은 불신과 대립의 골에서 대화를 시작한 남북은 1년도 안된 시점에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양국
정상들은 지금의 ‘휴전 시대’에서 벗어나 연내 종전선언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63년 캐네디 대통령은
“평화는 하루, 한 주, 한달의 과정으로 점진적으로 여론을 바꾸고, 천천히 낡은 벽을 허물고, 조용히
새로운 틀을 만드는 일이다. 평화를 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더라도, 계속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기
에 우리는 판문점선언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 남북 평화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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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체결 동향

2018년 4/4분기 발효된 양자조약 개관

I. 2018년도 4/4 분기 신규 발효조약
목록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8년 7월 22일 다스에스
살람에서 서명

◦ 2018년도 10-12월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양
자조약 중 발효된 조약은 다음과 같음.

- 발효일: 2018년 10월 5일 (조약 제2398호)
- 관보게재일: 2018년 10월 11일

-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
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스페인왕국 정부 간의 청년
교류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
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 간
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 주요내용
-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공무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국가의 국민이 사증 없이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
간 동안 체류하는 것을 허용함(안 제1조).
- 각 당사자의 국민은 그들의 체류 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자의 국내 법령을 존중하도록 함
(안 제3조).
- 각 당사자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되

◦ 고시류 조약

는 외교관 또는 관용･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

-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하여 자신의 영역에 입국을 거절하거나 체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또는 교환에 관한 협정

를 단축 또는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

-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

(안 제5조).

의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전동차(32대)
구매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
한 약정

2. 대한민국 정부와 스페인왕국 정부 간의 청년교류프
로램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7년 12월 18일 마드리
드에서 서명

II. 조약별 개관
1.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 발효일: 2018년 10월 24일 (조약 제2400호)
- 관보게재일: 2018년 10월 31일
• 주요내용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상대국 청년에게 1년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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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입국, 거주 및 임시 취업을 허용하는 장기

고, 코스타리카의 경우 재정부가 징수하는 모

복수입국사증 발급

든 조세로 합의

- 관광 및 어학을 주목적으로 입국하여, 여행 경

- 체약당사자는 타방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

비를 충당하기 위한 취업을 하는 것이 허용

우, 이 협정의 대상 조세에 관해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

3.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
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상되는 정보를 제공
- 체약당사자는 상대측 영역 내에서 관련 개인
과의 면담, 기록조사 및 세무조사 입회 요청

• 일반사항

가능

- 서명일자 및 장소: 2014년 6월 5일 네피도에
서 서명
- 발효일: 2018년 10월 31일 (조약 제2401호)
- 관보게재일: 2018년 11월 5일
• 주요내용

III. 고시류 조약
1.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
허증 상호 인정 또는 교환에 관한 협정

- 상대 체약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내국
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를 부여
- 상대 체약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국유

- 서명일자 및 장소: 2018년 8월 1일 보고타에
서 서명

화 및 수용 조치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에 대

- 발효일: 2018년 10월 31일 (고시 제911호)

해서는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완전한 보상을

- 관보게재일: 2018년 11월 5일

제공
- 협정상 의무에 관한 양 체약당사자의 투자자
간 분쟁이 6개월 내에 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중재절차에 회부 가능
4.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
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2.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이집
트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전동차(32대) 구매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서명일자 및 장소: 2018년 8월 26일 카이로에
서 서명
- 발효일: 2018년 11월 22일 (고시 제912호)

• 일반사항

- 관보게재일: 2018년 11월 30일

- 서명일자 및 장소: 2016년 10월 12일 서울에
서 서명
- 발효일: 2018년 11월 13일 (조약 제2402호)
- 관보게재일: 2018년 11월 21일
• 주요내용
- 협정 대상 조세를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
에서 부과되는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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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
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 서명일자 및 장소: 2018년 4월 30일 마푸투에
서 서명
- 발효일: 2018년 12월 1일 (고시 제913호)
- 관보게재일: 2018년 12월 12일

▶▶▶ 조약체결 동향

2018년도 4/4분기 신규 가입 다자조약 개관

I. 2018년도 4/4분기 신규 가입 다자조약
목록

에서 채택)
- 발효일 : 2016년 12월 15일
- 기탁처 : UN 사무총장

◦ 2018년도 4/4분기 대한민국 정부가 가입한 다
자조약의 신규로 발효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
속서 개정

• 우리나라 관련사항
- 수락서 기탁일 : 2018년 07월 19일
- 발효일 : 2018년 10월 17일
- 관보게재일 : 2018년 10월 29일

II. 협약 개관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개정” 발효(Amendments to Annexes A and C
to the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 일반사항
- 채택일자 및 장소 : 2015년 05월 15일 (제네바

• 주요내용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에 헥사클로로부타디엔을 추가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에 펜타클로로페놀과 그 염류 및 에
스테르를 추가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 및 부속서 다에 폴리염화나프탈렌
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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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및 연구보고서

자율무기의 국제법적 규제
이 휘 진 (서울시립대학교 객원교수)

I. 들어가는 말

본고에서는 자율무기체계의 개념, 유형을 살펴
보고, 국제인도법의 기본원칙과 자율무기체계에

전쟁에서의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무기 개발의

대한 적용 가능성 및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며 자

역사는 비약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을 대

율무기사용에대한 책임귀속문제에 관해 고찰한다.

체하는 각종 무기의 발명과 이용으로 나아가고 있
다. 자율무기가 인간을 대신하는 역할을 담당함으
로써 인간 생명을 보호하고 특히 위험한 환경에서

II. 자율무기체계의 개념, 유형 및 사례

그 효율성이 매력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런 한
편으로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자율무기체계의

1. 개념

발전으로 나아가는 경우 초래될 위험이 인식되며
신무기의 출현에 상응하는 규제 방법을 찾아야 한
다는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

자율무기체계에 관해 국제적으로 확립된 정의
는 없다. 일반적으로 자율무기는 독자적으로 목표

전통적으로 국제인도법은 전쟁의 수단과 방법

를 설정하고 공격하는 무기체계를 의미하는 것으

을 규율하고 민간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로 보고 있다. 몇 개의 유용한 국제적 정의를 보면,

역점이 주어졌다. 앞으로 인간을 대신하는 자율무

유엔 특별보고관인 Christof Heyns는 활성화될 경

기의 개발로 전통적인 의미의 인도법이 어떤 방식

우 인간의 개입없이 목표를 선택하고 완수하는 무

으로 변용되어 적용될 것인지가 문제가 되고 있

기 시스템으로 규정하였다.1) 이와 유사하게 미국

다. 새로운 환경의 대두로 자율무기체계에 대한

국방부의 지침에 따르면 일단 활성화되면 인간의

개념의 규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전통적인 인도법

개입없이 자율적으로 목표를 선택하고 작전을 수

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 등에

행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말한다.2) 또, 국제적십

관한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지속되고 있다.

자위원회는 지상, 해상 및 공중을 막론하고 핵심

현 시점에서 자율무기체계는 지속적으로 발전

적 기능에서 자율권을 가지는 무기로 인간의 개입

하는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더욱 기술의 고도화에

이 없이 기계 스스로 목표물을 검색, 식별, 추적하

따라 보다 발전된 형태의 자율무기체계로 나아가

여 제압하거나, 무력화시키고 살상과 파괴 등 각

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기계에 의한 자율성에는
윤리적, 법적 규제의 한계로 인해 인간의 통제가
바람직하며 이에 따른 책임 귀속이 이루어져야 한
다고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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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ristof Heyns, Report of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 2014, A/HRC/
23/47, para.38.
2) U.S. Department of Defense, Directive on Autonomy in Weapon
Systems, Nr. 3000.09, Nov. 21, 2012, pp.13-14.

자율무기의 국제법적 규제

종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를 지칭한다고 하였다.3)

일의 AMAP-ADS 등이 있다. 자동방어체계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무기의 살상력이 고도화

인간이 배제되는 주된 이유는 신속한 대응의 필요

되는 가운데 자율무기의 효용성이 주장되고 확대

성 때문이다.

되고 있다. 이 신무기의 개발로 작전의 효율성을

자동적 공격체계에는 미국 공군의 무인 자율 제

높일 수 있다. 적에게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면

트추진 전투기, 미국의 Northrop Grumman X-47B6),

서도 우군에게는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득이

영국의 BAE Systems Taranis(일명 Raptor)7), 러

있다. 그 결과 경제적인 면에서 재래식 무기의 사

시아의 플랫폼 M8) 및 Uran 99), 한국의 SGR-A110)

용에 비해 효율적이며4) 전쟁 수행에 대한 정치적

등이 있다.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한편으로, 미국 국방부는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
‘부분적 자율무기’, ‘감독하의 자율무기’, ‘완전 자율
무기’로 구분하고 있다.11) 부분적 자율무기(Human-

2. 유형

in-the-Loop)는 작업 수행의 일정 단계에서 인간의
자율무기체계는 방어 및 공격과 같은 목적에 따

개입을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이다. 사람이 원격 조

라 두 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즉, 자동적 방어체

종하는 무인무기가 이에 해당한다. 감독하의 자율

계(automatic defense system)과 자동적 공격체계

무기(Human-on-the-Loop)는 시스템이 스스로 독

(automatic offensive

system)이다.5)

립하여 작동할 수 있지만 무인기가 잘못되었을 경

자동적 방어체계는 1600년대의 육군 지뢰와 1700

우 인간이 개입하여 감독할 수 있는 무기체계이다.

년대의 해군 지뢰가 그 시초이다. 현대적 의미의

완전 자율무기(Human-out-of-the-Loop)는 스스로

자동적 방어체계로는 1970년대 이래 미국 해군이

작동하고 인간이 개입할 위치에 있지 않는 무기체

사용하는 선박의 방어용 무기체계인 Phalanx CIWS

계이다. 이와 같이 완전한 수준의 자율성을 갖추고

레이더 유도총과 자동화된 “하드 킬” 액티브 보호

작동하는 무기를 자율살상무기(lethal autonomous

시스템이 있다. 이 무기 시스템은 조작된 설정 기

weapons, LAWs) 또는 살인 로봇(killer robot)이

준에 따라 접근하여 오는 미사일, 로켓, 포병화기,

라고 칭한다. 이 자율살상무기의 사용이 국제법적

항공기 및 군함으로부터의 공격을 자동으로 식별

으로나 윤리적으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

하여 반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미국의 C-RAM
은 적의 대포, 로켓과 박격포 등 단거리 발사체를
자동으로 요격하는 단거리 공중무기요격시스템이
다. 단거리 미사일을 방어하는 이동식 방어무기체
계인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Iron Dome), 군용차
량에 자동 포탑하는 원격무기 스테이션인 러시아
의 아레나(Russian Arena), 이스라엘의 트로피, 독
3)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Statement at the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CCW), Meeting
of Experts on Lethal Autonomous Weapons Systems (LAWs),
13-17 April 2015, Geneva.
4) 아프간 전쟁에 있어 연간 1인당 병사 85만 달러가 지출되는
데 반해 로봇의 경우에는 23만 달러가 든다는 계산이 있다.
5) 김현주, “신무기와 국제인도법의 적용: 자율무기체계를 중심
으로”, 대한적십자사 주관 국제인도법 세미나 (2018.11.16.)
발표 참조.

6) 자율적 출격과 감시 기능을 가진 공격용 시스템으로 미군
의 항모용 무인음속 전폭기이다. 날개 너비 19m, 길이
12m, 정밀 유도 폭탄 2기 등 총 2,040kg의 무기 적재 능력
보유, 12km 고도에서 6H/3,900km 비행 가능, 2019년 실전
투입 예상.
7) 자동적으로 적을 찾고, 식별, 공격, 방어하며 항공모함에서
자동 이착륙하는 무인 항공기이다. 길이 12m, 날개 10m,
2030년 실전 배치 예상.
8) 화력 지원용 무인 전투형 로봇, 기관총, 유탄발사기, 대전
차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9) 자율주행 전투차량으로 기관포와 대전차 로켓으로 무장하
고 있다. 시리아 내전에 투입하여 성능 시험중에 있다.
10) 삼성 테크윈이 DMZ 방어용으로 만든 센트리 건이다. 자동
으로 적을 감시, 음성 인식, 추적 및 발사가 가능한 자율
시스템 기관총으로 내부에 장착된 4개의 카메라로 좌우 반
경 180도 이내의 각도에서 주간 4km, 야간 2km 반경의 움
직이는 물체를 탐지 가능하다(사람, 차량, 동물 구분 가능).
11) supra note 2 참조.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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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무기의 자율성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외부의

III. 국제사회의 논의

상황, 법적 제약, 기술적 발전 등에 따라 조정, 변
화될 수 있다. 살상 로봇이나 드론이 인간의 개입

자율무기의 사용에 대해서는 찬반의 의견이 엇

이나 판단에 따르지 않고 얼마나 자율적으로 인간

갈리고 있다. 자율무기에 대해서는 그 유용성으로

의 살상을 초래하도록 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인하여 찬성하는 논자가 있다. 인간의 역사에서

을 어떻게 지게 하느냐가 문제이다.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로봇을 활용하여
방위비 부담을 줄이고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자는

3. 자율무기사용의 위험 사례

주장을 한다. 남부 호주대학의 방위시스템연구소
소장인 안토니 핀 교수는 자율무기는 재래식 무기

과거에 자율무기의 사용으로 초래된 위험 사례
가 있었다. 1988년 미국의 함정이 이란의 민간항

보다 민간인 피해를 절대적으로 줄이고 전쟁을 조
기에 종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4)

공기를 격추하였다. 1988년 7월 3일 이란과 이라

반대론에서는 자율무기의 사용으로 인간이 위

크간의 전쟁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미국 이지스급

험에 직접 노출되지 않음으로 인한 장점이 있으나

미사일 순양함 빈센스함에 장착된 근접 방어무기

아직 자율무기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의

체계인 팔랑스는 자율판단체계의 발사 승인을 통

유의미한 통제가 가해지지 않은 자율무기로 인해

해 이란 항공 655편을 격추하여 민간인 290명을

나타난 위험을 강조한다.

전원 사망케하였다.12)

자율무기의 규제에 관해서는 유엔을 비롯하여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인 1962년 10월 27일 미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자율무기를

국 구축함 11척과 항공모함 랜돌프가 소련의 잠수

개발하는 국가에서도 자국의 이익에 따라 그 입장

함 B-59와 대치 중인 상황에서 미국측은 소련 잠

이 상이하다. 민간 차원에서도 NGO를 중심으로

수함에 대해 기뢰 투하 공격을 계획하였다. 당시

논의되고 있으며 자율무기에 대한 사용금지 캠페

소련 잠수함은 정부 당국의 재가를 받지 않고 자

인을 전개하고 있다.

체적으로 핵무기를 발사하는 권한을 위임받고 있
었으며 부함장인 바실리 아르히포프가 3차대전의
유발 위험을 고려, 핵 사용에 반대하여 핵전쟁으
로 비화하지 않게 되었다.13)

1. 유엔
유엔 인권이사회는 특별보고관에 Christof Heyns

이러한 사건에서 자율무기의 사용에 있어서 인

를 임명, 살인 로봇이 어떻게 국제전쟁규범의 요

간통제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쿠바 미사일 위

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조사토록 하는

기 당시에 소련의 잠수함에서 완전 자율무기체계

과제를 부여하였다. 헤인즈 보고서는 2014년 4월1

를 갖추고 있었다면 인간의 불개입으로 인해 또

일 유엔총회에 제출되었다. 동 보고서는 자율무기

다른 큰 전쟁으로 확대되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

가 제기하는 위험성15)을 지적하고 우려를 표명하

었을 것이다.

12) Iran Air flight 655, https://www.britannica.com/event/IranAir-flight-655.
13) The Submarines of October- U.S. and Soviet Naval Encounters
during the Cuban Missile Crisis, https://nsarchive2.gwu.edu/
NSAEBB/NSAEBB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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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한희원, “인공지능(AI) 치명적 자율무기(LAWs)의 법적,
윤리적 쟁점에 관한 기초 연구”, 뺷중앙법학뺸 제20집 제1
호, 2018.3, p.333; 김현주, ibid.
15) Heyns 보고서가 지적한 3개의 위험성으로 1) 저렴한 비용
의 유혹으로 치명적인 자율 로봇 군비경쟁을 확산시킬 수
있으며, 2) 로봇을 사용하면 병사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위험이 없으므로 병력투입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적어져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며, 3) 자율무기가 국제
범죄 카르텔과 같은 비국가적 행위자(non-state actor)의 손

자율무기의 국제법적 규제

면서 살인 로봇의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

3. 민간 차원의 규제운동

다. 동 보고서는 1) 로봇이 자기완결형으로 진화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2) 어떤 경우에

Human Rights Watch는 2013년부터 ‘살인 로

도 살인 로봇에게 생명의 생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봇 금지 캠페인’(Campaign to stop Killer Robots)

가지게 해서는 안되며 세계적으로 살인 로봇이 확

을 전개하고 있다. “자율무기의 개발, 생산, 사용

산되기 전에 관련 연구개발의 일시 정지를 권고하

에 대한 포괄적이고 선제적 금지”를 주장하면서

기를 제안하였으며, 3) 완전한 자기완결형 살인

관련 국제법과 국내법을 제정할 것을 국제사회에

로봇이 실전 배치되지 않는 현 상황이 살인 로봇

호소하고 있다.

의 개발을 일시 중지할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강

2015년 개최된 AI 국제회의에서는 1,000여명

조하면서 국제로봇공학법률이 제정될 때까지라도

의 전문가가 살인 로봇의 금지와 개발의 규제에

살인 로봇 무기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관한 공개서한을 발표하였다. 동 서한에서는 치명

이에 따라 유엔인권이사회는 살인 로봇의 등장으

적인 자동화 무기는 일단 개발되면 더 큰 규모로

로 전쟁의 형태가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화하고

무장 충돌을 일으킬 것이며 전쟁의 3차 혁명이 될

인류의 미래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면

수 있고 인류의 피해가 엄청난 수준에 이를 것이

서 자율무기 개발의 중단을 논의할 검토위원회의

고 살인 로봇이 전투의 문턱을 낮춰 인간의 삶을

개최를 권고하였다.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동 서한에는
스티븐 호킹, 엘론 머스크, 대미스 허사비스 등이

2. 관련 국제조약 당사국 회의

추가로 서명하였다.
국제여성평화･자유연맹(Women’s International

2013년 개최된 재래식 무기금지협정(CCW: Con-

League for Peace and Freedom)은 자율무기가 의

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당사

미있는 인간의 통제없이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에

국회의에서는 전문가회의에서 자율무기체계의 연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자율살상무기를 프

구에 관해 논의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2014년

로그램임하는 것이 이성과 법에 대한 근본적인 도

∼2018년 치명적 자율무기체계에 관한 전문가회

전이라고 비판하였다.

의가 개최되었으며 2016년 전문가회의에서 자율

2014년 개최된 국제로봇무기 통제위원회(ICRAC:

무기체계는 무력충돌에서 주요한 게임의 변화요

International Committee for Robot Arms Control)

소(a major game changer)가 될 것이며 개방형 정

에서는 자율무기체계의 개발, 시험, 생산 및 사용

부 전문가 그룹을 설립하기로 결의하였다.16)

을 금지하는 법적 구속력있는 조약을 시급히 제정

2018년 4월 및 8월 두 차례 개최된 CCW 그룹

할 것을 촉구하였다. 2018년 개최된 CCW 당사국

정부 전문가회의에서는 기술의 군사적 적용문제,

총회에서 ICRAC 대표는 자율무기는 국제인도법

자율무기의 성격과 개념에 대한 이해 증진, 무기

의 준수를 보장하지 않으며 전지구적 안보에 커다

사용에서의 인적요소의 고려, 군사기술개발로 인

란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율무기

한 인도적 위험문제 등을

논의하였다.17)

에 쉽게 넘어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16) Recommendations of the 2016 Meeting of Experts, 15 April,
2016.
17) Statement from the 2018 CCW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lethal autonomous weapons systems
http://reachingcriticalwill.org/disarmament-fora/ccw/2018/la

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약의 제정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도록 재차 촉구하였다.18)
ws/statements.
18) ICRAC statement at the 2018 CCW States Parties Meeting,
https://www.icrac.net/icrac-statement-at-the-2018-ccw-states
-parties-meeting.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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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십자위원회는 자율무기체계의 개발중단

로 법적, 윤리적 문제를 배제하며 다만, ‘유의미한

이나 생산 및 사용금지 같은 국제운동에는 참가하

인간 통제(meaningful human control)’ 개념을 논

지 않기로 하면서도 모든 국가는 자율무기의 진전

의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AI를 사용

된 개발이나 무력 현장에의 배치에 앞서서 무기

하여 다양한 유형의 무기를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자체의 자율성이 제기하는 법적 및 윤리적 문제를

있으며 2030년까지 AI 개발에서 세계의 선두를

고려하도록 촉구하였다.19)

차지하겠다는 입장을 2017년 7월 20일 발표한 바
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중국의 발표 두 달
이 채 지나지 않아 이 분야의 선도자가 될 것이라

4. 주요 국가의 입장

고 공언하였다.
자율무기의 개발, 생산 및 사용의 정도를 반영
하여 국가별로 입장이 상이하다. 우선, 미국과 영
국은 독자적으로 검토를 하거나 내부 지침이나 정
책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제적 규제는 불필요하다
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영국은 2015년 자율무기

IV. 자율무기체계에 대한 국제인도법의
규제 문제

에 대한 금지 조치에 반대하면서 관련 국제법이

자율무기체계라는 신형의 무기에 대해 기존의

충분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

국제인도법을 통해 규제하는 외에 자율무기에 맞

은 기본적으로 자율무기에서 인간의 통제력을 놓

는 규제 체제를 확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율

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즉, 전장 상

무기는 우선 윤리적 측면에서는 생명권 및 인간의

태를 판단하는 문제는 인공지능에 맡기지만 최종

존엄과 가치를 경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간

적인 공격 결정은 인간에게 맡겨두어야 할 사안으

의 피폐화와 인간의 수단화 문제를 야기하는 윤리

로 보고 있다. 미국의 정책은 자율무기 사용에 대

적,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제기된다.

한 인간의 개입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인간

법적으로는 제네바협약에 따라 민간인의 보호

의 개입없이 공격목표를 설정하고 자율적으로 공

를 위한 전쟁 수단의 규제에 관한 기본 원칙이 적

격하는 자율무기체계를 인증한 바

있다.20)

용된다. 또, 사전 적법성의 검토와 금지된 무기여

이의 대척점에서 포괄적 금지를 요구하는 국가

부에 대한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 1977년 제네바

로는 멕시코, 칠레, 쿠바, 이집트, 교황청, 파키스

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36조23)에서 규정한 신흥전

탄,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이 있다. 이의 중간에서

쟁기술(emerging warfare technologies)에 관한 사

조건부 허용을 주장하는 국가로는 한국21), 일본22),

전 적법성 검토24)의 적용을 받는다. 신흥전쟁기술

스리랑카, 스위스, 프랑스, 아일랜드 등이 있다.

의 제약 원칙은 새로운 무기와 전쟁 기법의 채택

중국과 러시아는 자율무기를 반대하지 않고 자
율무기의 연구와 개발은 과학기술의 문제일 뿐으
19) 한희원, 상게논문, pp.331-333; 김현주, 상게 발표자료.
20) U.S. Department of Defense, supra note 2, p. 2; 한희원,
상게 논문, p.334.
21) 한국은 자율무기에 대한 우려에 대항하기 위한 노력을 지
지하며, 자율무기체계를 개발할 계획이 없고 인간존엄성
에 어긋나는 연구활동을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22) 일본은 먼저 자율무기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군사용과
민간용을 구분하여 논의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44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9, Vol.18, No.1 (통권 제52호)

23) 제1추가의정서 제36조: “신무기, 전투수단 또는 방법의 연
구, 개발, 획득 및 채택에 있어서 체약당사국 등은 무기
및 전투수단의 사용이 본 의정서 및 체약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의 다른 규칙에 의하여 금지되는지의 여부
를 결정할 의무가 있다.”
24) 제1추가의정서 제36조의 사전 적법성 검토 의무는 국제관
습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무기를 소유하거나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법성의 검토가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며 사전 적법성 검토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실제적 강제장치가 없다는 문
제가 있다.

자율무기의 국제법적 규제

전에 국제규범 등에 비춘 필수적 적법성을 고려할
의무를 지게

된다.25)

금지된 무기인지에 대해서는

및 대인지뢰금지협약에서도 확인하고 있다. 이러
한 규정은 국제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규정하고 있다. 이

있다. 자율무기체계에서는 일정한 상황에서 구별

는 국제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제

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30) 예컨

1추가의정서 제35조에서 말하는 과도한 상해나

대, 급박한 전쟁의 상황에서 민간인과 전투원, 민

불필요한 고통의 범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간목표물과 군사목표물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근거로 자율무기체계 자체를 불법적인 무기

전투원의 투항시에 공격을 멈출 수 있을 것인가.

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1899년 헤이그협약의

전투원이 민간인 복장을 하고 전투원과 섞여 있는

제1추가의정서

제35조26)에서

동일하게 요구하는 등 군사기

경우에도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인

술의 급속한 진화를 적절하게 제어하는 효과적인

가 등이 문제이다. 자율무기 옹호론자는 법규범이

법규범이 되고 있다.

요구하는 구별의 복잡성이 필요없는 예측적인 상

Martens

조항27)도

국제인도법상의 기본 원칙으로는 구별의 원칙

황에서는, 예컨대 공해상의 무력충돌이나 원격 전

(principle of distinction in attack), 비례성의 원칙

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기술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과잉무기사용금지

의 진보에 따라 인간보다 구별력이 탁월한 자율무

의 원칙, 예방의 원칙(principle of precaution)이

기가 등장하고 인간보다 침착하게 대응하고 반응

있다. 먼저, 공격 구별의 원칙은 국제인도법(IHL)

속도가 빨라 부수적인 민간인 피해를 줄일 수 있

의 기본 원칙으로 무력의 충돌에서 민간인과 전투

다고 주장한다.31) 이에 대해 승리가 목적인 전장

원, 민간시설과 군사목표물을 구별할 책무를 말한

에서는 자율무기의 한정적 사용을 보장할 방법은

다.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48조28)와

제51

없을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된다.32) 이러한 상황에

조 4호29)가 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 구별의

있어서 앞으로 AI 기술의 발전으로 구별할 수 있

원칙은 CCW 제2의정서(지뢰, 부비 트랩 등 규

다는 견해가 대세이다.

제), 제2수정 의정서, 제3의정서(소이성무기 규제)
25)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상의 신무기 체계에 대한 사전 검
토의무 부과로 체결된 조약으로는 1980년 특정 재래식 무
기 사용금지조약(CCW), 1997년 대인지뢰금지협약(AntiPersonnel Mine Ban Convention), 2008년 집속탄 사용금지
협약(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이 있다.
26) 제1추가의정서 제35조 제1항에서 전투수단을 선택할 권리
가 무제한적이지 않음을 규정하며 제2항에서는 과도한 상
해나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하는 성질의 무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27) 마르텐스 조항은 1899년 “육전의 법과 관습에 관한 협약”
상의 인도의 원칙과 공공양심의 원칙을 일컬으며, 이는 어
떤 무기나 전쟁방식이 구체적으로 혹은 명시적으로 금지
되지 않았더라도 공공양심의 요구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공양심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므로 마르텐스 조항만으로 국제법 위
반 여부를 명시적으로 검증하기 용이하지 않다.
28) 제1추가의정서 제48조는 민간 목표물과 군사 목표물을 구
분하여 군사목표물에 대해서만 작전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9) 제1추가의정서 제51조 4호에서는 특정한 군사적 목표를
표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격 등의 무차별 공격을 금지하
고 있다.

비례성의 원칙은 군사공격에 있어서 군사적 필
요성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수적인 민간인 피해
를 비교형량하여 군사적 필요성이 월등히 커야만
적법한 군사행위가 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제네바
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51조 5항 나호33) 및 제57조
2항 가호(3)34)에서 규정하고 있다. 비례성 평가의
30) 이장희, “신무기 기술의 사용과 국제인도법의 적용문제”,
뺷인도법논총뺸 33호, 2013, p.49.
31) 류병운, “드론과 로봇 등 자율무기의 국제법적 적법성”,
뺷홍익법학뺸 제17권 제2호, 2016, pp.73-74.
32) 한희원, 상게논문, pp.350-351.
33) 제1추가의정서 제51조 5항 나호는 다음 유형의 공격을 무
차별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나. 우발적인 민간인 생명의
손실, 민간인에 대한 상해, 민간물자에 대한 손상 또는 그
복합적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공격으로서 소기의 구
체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이익에 비하여 과도한 공격”
34) 제1추가의정서 제57조 2항 공격에 관해서는 다음의 예방
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3). 우발적
인 민간인 생명의 손실, 민간인에 대한 상해, 민간물자에
대한 손상 또는 그 복합적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거나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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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는 일반적으로 지휘관이며 지휘관은 정보에

야기하는 것이 덜 반인도적이라는 이해를 전제로

기반하여 발생가능한 민간인 피해의 규모와 특정

하고 있다. 자율무기체계가 불필요한 손해를 초래

시점에 특정 목표물을 공격할 필요성에 대한 비례

할 수 있는 공격의 플랫폼으로 사용될 수도 있으

성 평가를 실시한다. 그런데, 자율무기체계가 과연

나 무기의 자율성이 과잉무기사용 금지의 원칙 적

복잡한 상황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부수적인

용에 관한 상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므

민간인 손실과 민간 목표물에 대한 피해를 예상되

로 자율무기 사용의 판단에 있어서 동 원칙이 큰

는 군사적 이익과 어떻게 형량할 수 있을지가 문제

연관성을 지니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38)

이다.35) 특히, 민간인 피해의 규모는 부수적 피해

예방의 원칙은 민간인과 민간시설에 대한 피해

추정 방법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군사적 필요성이

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전개함에 있어서

나 군사적 이익과 같은 추상적 개념을 평가하는 데

지속적으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에는 어려움이 수반될 것이다. 자율무기를 동원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57

공격으로 예상되는 모든 피해와 작전 수행에서 야

조39)에서 규정하고 있다. CCW 제2의정서는 ‘실현

기될 수 있는 공격으로 예상되는 피해와 작전 수행

가능한 예방조치(feasible precautions)’를 규정하

에서 계속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예상 손해를 지속

고 있다. 예방의 원칙은 국제관습법적 지위를 인정

적으로 평가하고 군사적 이익과 민간 피해 사이의

받고 있다. 군사적 이득의 비례의 원칙을 충족하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서 다른 한편으로 민간피해 최소의 예방의 원칙도

공격에서의 비례성의 원칙을 충족하기 위한 자율

동시에 만족시키는 자율무기의 개발 가능성은 요

무기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상당한 연구와 실험

원한 일이다. 예방의 원칙을 준수하는 프로그램이

이 필요할

것이다.36)

이러함에도 기술의 진보에 따

개발되어도 전장에서 입력되는 데이터와 프로그램

라 공격시 최대한으로 허용될 수 있는 부수적 피해

기준이 충돌하지 않고 확고히 준수될 수 있는 자율

의 한도를 매우 낮게 설정한 뒤에 자율무기체계가

무기체계를 만드는 일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40)

임무의 수행과정에서 마주치는 여러 변수를 고려
하여 기준선을 재설정하여 나가면 비례성의 원칙
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V. 자율무기 사용과 책임 귀속 문제

과잉무기사용금지의 원칙은 과잉 피해나 불필
요한 고통을 초래하는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

1. 유의미한 인간통제

다. 이에 관해서는 핵무기의 적법성에 관한 국제
사법재판소(ICJ)의 1996년 권고적 의견이 있다. 제

자율무기체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인간통제

네바협약 추가의정서 제35조(2)는 이에 관해 규정
하고 있다.37) 국제적십자사의 SIrUS 프로젝트는
과잉부상과 불필요한 고통의 회피 원칙을 설정하
였다. SIrUS 프로젝트는 적군일지라도 완전히 살
해하기 보다는 전투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부상을
또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소기의 군사적 이익과 비교하
여 과도한 공격의 개시를 결정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35) 이장희, ibid.
36) 한희원, 상게논문, p.352.
37) supra note 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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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M. Schmit, “Autonomous Weapon Systems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 reply to critics”, Harvard National
Sec Journal, 2012.
39) 제1추가의정서 제57조 1항: “군사작전 수행에 있어 민간주
민, 민간인 및 민간물자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
해 부단한 보호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
제1추가의정서 제57조 2항 및 3항: “공격목표가 민간인이
나 민간물자가 아니고 특수 보호대상도 아닌 군사목표물임
을 검증하기 위한 실현가능한 모든 것을 하여야 하며, 비례
성원칙이 침해될 것이 명백한 경우 공격을 취소하고 민간인
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상황이 허용되는 한 민간주
민에게 이에 대하여 유효한 사전 경고를 하여야 한다.”
40) 한희원, 상게논문, p.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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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ful human control, MHC)의 필요성이 제
기된다. 유의미한 인간통제(MHC)는 공격할 대상
의 선택과 효과에 대한 인간의 직접적인 통제를
의미한다. 인간 통제가 필요한 이유로는 적대행위
와 관련하여 국제인도법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책
임을 부여하며, 인도의 원칙과 공공양심의 명령,
특히 생명박탈과 관련된 결정에 내재하는 윤리적,
도덕적 우려를 해소하며, 작전 지휘권과 무기 시
스템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군사적 이익을 실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MHC의 필요성에
도 불구하고 그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인간통
제’의 수준이나 ‘의미성’을 지니기 위한 매개변수
에 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인
간통제의 범주를 너무 높게 설정하게 되면 역효과
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41)
인간 통제는 단계별로 시행된다. 무기의 개발단
계, 배치 및 사용단계(자율무기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지휘관 또는 운영자의 결정을 포함), 목표물
을 선정하고 공격하는 자율무기체계의 운용단계
로 대별된다.

2. 개인의 형사책임
국내법이나 국제법상으로는 전쟁범죄는 행위
자의 고의성(willfulness)을 요건으로 한다. 불법
의 유형에 따라 기소자는 피고가 위반할 의사로
행동하였다든지 또는 무모하게(recklessly) 행동하
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조약은 형사책임의
주관적 요건으로 고의를 명시하고 있다. 예컨대,
제네바제3협약 제130조에서 포로의 고의적 살해,
고문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네바협약 제1추가
의정서 제85조 3항에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
격이 의도적으로 행하여지는 행위를 범죄화하고
있다. 또, ICC 규정 제30조는 범행의 고의와 인식
을 가지고 범죄를 하는 경우에 동 재판소의 관할

<개인의 직접책임문제>
국제형사법에서 개인은 직접 행한 전쟁범죄나
범죄의 계획이나 명령에 직접 개입한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이 고의라는 주관적 요건으로
인해 자율무기의 독립적이고 때로는 불가측적인
사용에 대해서는 개인의 직접 책임 문제를 초래하
지 않게 될 우려가 있다.
자율무기를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인도법을 심
각하게 위반하는 개인은 전쟁범죄로 기소될 수 있
다. 마찬가지로 자율무기를 무모하게 사용하여 도
시에서의 합법적 목표와 불법적 목표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구분의 원칙을 위배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자율무기가 부적절하게 사용되도록
명령한 지휘관은 행위에 대한 직접 책임을 지게
된다.42)
자율무기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어 전쟁범죄
를 범하게 되는 것을 인지하고도 위반을 방지하거
나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휘관도
간접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책임관계를 결정하기가
용이하나 보다 어려운 상황으로는 어떠한 개인도
고의로, 또는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고 자율무기
가 중대한 전쟁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한 복잡
한 경우에 책임의 소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
제된다. 자율무기가 민간인에 해악을 의도하거나
예측함에도 불구하고 사용된 경우에는 그 배치자
(deployer)가 책임을 지게 된다. 부하가 불법행위
를 범한 경우에 그의 지휘 관계에 있는 상관이 책
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유추하여 자율무기의 배
치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가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유추 원칙에 따라 지휘관, 무기체계
의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제조업자는 범죄의 수
행에 의도적으로 기여하는 한에서 직접 책임을 지
게 된다.

범죄로 처벌되는 책임성을 명시하고 있다.
41) 한희원, 상게논문, p.337.

42) Rebecca Crootof, “War Torts: Accountability for Autonomous
Weapons”,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vol. 164
no. 6, May 2016, p.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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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간접 책임 문제>
어떤 경우에는 군지휘관 및 상관은 부하의 범죄
에 대해 간접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관습법상의
‘상관책임’이나 ‘명령책임’은 국제협정에 따라 다
르게 명문화되어 있으나 상관이 부하에 대해 효과
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고 부하의 실제적이거나 의
도된 범죄행위에 대해 인지하거나 인지할 이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거나 처벌할 필요하고도 합
리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데 대해 책임을 지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하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effective control)의
위치에 있는 상관은 부하의 위법행위에 대해 간접
적인 책임을 지게되는 원리를 유추 적용하여 자율
무기에 대해 효과적인 통제를 하는 위치에 있는
지휘관은 자율무기의 사용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효과적인 통제의 의미
가 문제가 된다.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을 하고 난
후 상관은 부하의 불법행위에 대해 필요한 예방조
치를 취할 책임을 지고 있다. 지휘관이 부하의 범
죄행위를 방지, 처벌하는 경우에 법적인 통제만으
로는 충분치 않으며 부하를 감독하고 부하의 불법
행위를 처벌하는 사실상의(de facto) 통제가 필요
하다.43) 지휘관이 실시간으로 자율무기를 감시하
더라도 무기가 인간보다 빠르게 반응하는 상황에
서 무기의 불법적 공격을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지휘관이 자율무기에 대한 효과적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적인 흠결이 생겨나고 결과적으
로 지휘관은 무력의 사용을 승인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44)
또 다른 문제로 지휘관은 자율무기의 행위에 대
해 실제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자율무
기가 인간의 감시하에 작동하는 경우 지휘관은 실
시간으로 임박한 위반에 대해 인지할 수 있다. 이
43) Ibid, p.1378.
44) Peter Asaro, “On Banning Autonomous Weapon System:
Human Rights, Automation, and the Dehumanization of Lethal
Decision-Making”, 94 Int’l Rev. Red Cross, 2012, pp.687,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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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방지
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지휘관은 그 범죄
에 대해 고의적으로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 받게 된다.45)
<과실책임의 문제>
책임의 소재가 나타나지 않는 흠결 문제를 해결
하는 방안으로 간접책임원칙을 변용하여 자율무
기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있다.
획득책임(procurement responsibility)으로서 특정
무기를 획득하는 군 또는 민의 관계자는 이 무기
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46) 지휘자 책임
원칙은 상당한 변용을 거쳐 자율무기의 행위에 대
한 책임을 지게 할 수 있게 된다. 지휘자와 부하의
관계를 유추 적용하여 부하 대신에 자율무기를 대
입하개 되면 자율무기에 대한 지휘관의 책임을 물
을 수 있다. 즉, “자율무기에 대한 효과적 통제권
을 가지며 인도법 위반 성향에 대하여 인지하거나
인지할 이유가 있고 불법행위를 방지할 필요 합리
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개인은 책임을 지도
록 하는 것이다.”47) 달리 말하면, 자율무기의 배치
나 인도법의 위반에 과실이 있으면 그 개인은 책
임을 지게 된다. 다수의 국가는 인간을 상해하는
과실행위를 범죄화하며 일부국가는 전쟁과실범에
대해 국내기소를 인정하고 있다.

3. 국가책임
무기의 개발,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자율무기가 전쟁범죄를 범하는지를 아
는지 여부와 전쟁범죄를 범하도록 의도한 경우 등
이다. 무력충돌에서의 자율무기의 사용과 관련하
여서는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율
무기체계를 민간인 밀집지역에 투입한 경우, 성능
45) Crootof, supra note 42, p.1379.
46) Ibid, p.1382.
47) Christof Heyns, supra note 1, para.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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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증되지 아니한 자율무기체계를 민간인 밀집

하게 부각되며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충족

지역에 투입한 경우, “알았거나 당시 정황상 알았

하기 위해 구체적인 논의와 규범화 작업을 더욱

어야 하고”를 입증하는 일은 아주 어려운 문제이

진전시켜야 할 것이다.

다. 이로 인해 자율무기체계의 개발이나 구매가
개인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므로 국
가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견해
가 지배적이다. 희생자 보호의 관점에서는 지휘자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기 보다는 국가를 종국적인
책임의 이행자로 하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48)

VI. 맺는 말
자율무기체계의 개발이 급속도로 진척되고 있
다. 무력충돌상황에서는 최소의 피해로써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자 하는 의욕이 지배하게 되어 신형
자율무기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적절
한 규제조치를 미리 만들어 두지 않으면 인도법의
적용에 의한 전쟁의 통제가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자율무기에 대한 적법성 판단은 무기의
종류와 성능을 고려한 개별, 구체적인 상황별로
판단하게 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이루게 될 것
이다.49) 무기의 해악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무조건
금지 우선이 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규제에는 실
패하게 될 것으로 역사가 말하여 주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자율무기체계는 금지되어 있
다고 보기 어렵다. 자율무기체계를 사용한 전투의
수행에 있어서는 구별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예
방의 원칙 등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지만 자율무기
를 통제하는 위치에 있는 개인의 책임문제를 보다
명백히 하고 종국적으로는 국가의 책임으로 귀속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문제는 자율무기체계를 통해 과연 공공양심의
원칙이나 인도주의 원칙이 지켜질 것인지에 달려
있다. 그런 면에서 유의미한 인간의 통제가 중요
48) 한희원, 상게논문, p.356.
49) 류병운, 상게논문,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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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와이주의 기후변화법에 관한 분석과
시사점
김 두 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

I. 서언

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에서는 향후 국

지구의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연합(United Nations:

제사회에서의 지구환경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UN) 차원의 최초의 국제적 논의는 1972년 스웨덴

될 UN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3)과 생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UNCHE)

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f Biological Diversity:

이며, 이 회의 결과 UN 체제 내에 지구환경문제를

CBD)이 채택되어 오늘날까지 지구환경문제에 대

전담하는 UN 전문기구인 ‘UN 환경계획’(United

한 활발한 논의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Nations Environment Program: UNEP)이 설치되

이러한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2015

었다.1) 이후 UN 총회는 1983년 환경과 개발의 조

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UNFCCC 제21차 당사

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노르웨이의 브룬트란트(Gro

국총회(COP21)는 동년 12월 12일에 2020년부터

Harlem Brundlant) 수상을 위원장으로 하여 ‘환경과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적용되는 신기후체제에 합의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하여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파리협정(Paris Agree-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를 구성하

ment)4)을 채택하였다. 이 파리협정의 채택으로 모

여, 1987년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

든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동참해야 한

ment)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우리 공동의

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어 온실가스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Brundtland

배출 감축목표를 UN에 제시하고 체계적인 기후

더 나아가 1992년 리우환경

변화대응을 모색해야 한다.5) 현재 그만큼 기후변

1) 이후 UNEP는 현재까지 지구환경 논의를 주도하는 UN 기구
로서 ‘오존층 파과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기후
변화협약’(UNFCCC),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국제환경
협약의 제정을 주관해오고 있다.
2) 여기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의 후손들이 그
들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과 여건
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우리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성장’으로 정의되어 있다.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Part I, 2.I(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p.44.
3) UN기후변화협약(UNFCCC)은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
화의 방지를 위하여 모든 온실가스의 인위적 방출을 규제
하기 위한 협약으로, 1992년 5월 9일 채택된 후 1994년 3월
21일 국제적으로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가입하였다.
4)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2020년에 만료되는 기존의 교
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대체할 신기후체제로, UN기후
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2015년 12월 12
일 채택된 후 2016년 11월 4일 국제적으로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16년 11월 3일 가입하였다.

Repor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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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변화 정책에서 적응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우

1) 기후변화에 대한 하와이주의 입법 노력, 국제
사회와의 공조 및 기후변화법의 목적 정립

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 정책

(1) 입법 활동

화 적응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이 증대되었고 기

의 적극적인 추진이 법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실시
되어야 할 것이다.

입법부는 기후변화가 실제적일뿐만 아니라 21
세기 최우선 과제이자 상원의 ‘우선 과제’ 중 하나
인 것으로 인식(파악)하고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II. 미국 하와이주의 기후변화법제에 관한
분석
미국 하와이주의 ‘기후변화법’6)은 2017년 6월
8일 채택되어 7월 1일 발효되었으며, 기존 연구에
서는 동법이 매우 단편적으로 소개되어 있어 여기
에서는 동법의 주요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분석하
고자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제2부(Part II) 하와이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 및 적응(adaptation) 전
략’에서 규정하고 있다.

1. 개괄적 설명
하와이주의 기후변화법은 ‘제1부’(Part I)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하와이주의 기본적 입장, 그동안
의 노력들과 본 법의 목적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와 관련하여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ETS)
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적 환경위기 문제를 다루기 위해
고안된 일종의 경제적인 법적 체계로, 이 ETS는 온실가스
를 배출하는 실체들에게 제한을 가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그 실체들에게 거래를 통해 효율적인 결과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Felicity Deane, Emissions Trading and WTO
Law (Edward Elgar Publishing, 2015), p.1; 하지만 이러한
환경문제의 해결은 경제성장과 국제무역의 측면에서 입법
자와 정책입안자에게 매우 다루기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제사회에서 전개되는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들을 고려할 때 반드시 적극적･의무적으로 해
결해야 할 현안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박덕영･박영덕･이주
윤･이준서, 공역, ｢탄소 관련 국경조정과 WTO법｣ (박영사,
2016), pp.7~8 참조.
6) Bill Text: HI SB559 | 2017 | Regular Session | Amended,
Hawaii Senate Bill 559 (Prior Session Legislation), Bill Title:
Relating To Climate Change.
https://legiscan.com/HI/text/SB559/2017 (2019년 3월 10일
최종접속).

다루고 있다. 기후변화는 국가 경제, 지속가능성,
안전 및 삶의 방식에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위협을
제기한다. 하와이주는 보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대체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 및 사용에 관한 정책
을 우선 순위로 두고 환경 리더십의 전통을 보여
줘 왔다. 이에 입법부는 지난 10 년간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통과시켜왔음을
강조하고 있다.7)
먼저, 입법부는 ‘법 234’(Act 234, Session Laws
of Hawaii 2007)에서 “기후변화는 하와이의 경제
적 복지, 공중보건, 천연자원 및 환경에 심각한 위
협을 초래할 수 있고” 그리고 “지구온난화의 잠재
적인 부작용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사업
및 거주지의 이동과 하와이의 담수 대수층 범람,
해양생태계 및 자연환경의 손상, 가뭄과 토양수분
상실의 장기화, 전염병 확산의 증가, 폭풍과 극심
한 기상현상의 심각성이 증가했다”고 인정하였다.
수많은 과학적 연구결과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온난화의 주요 요인임도 인정하고 있다. 이
‘법 234’의 목적은 주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한
도를 2020년까지 199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수준
으로 낮추는 것이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수준으로 감소하더라도 하와이는 여전히
기후변화로 인해 미래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 의회는 기후변화로 인해 기후변화가 주에 미치
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두 가지 접근법 - ➀ 지
구온난화를 초래하는 활동의 감소 및 ➁ 주 기후
변화 영향 완화(경감)를 위한 적응(조치들) - 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8)
7)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 Section 1, para.1.
8)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 Section 1, para.2.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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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 73’(Act 73, Session Laws of Hawaii

에서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the

2010)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자원’에 제공하

Conservation of Nature: IUCN)은 태평양 지역의

기 위해 유류세로 알려진 환경대응, 에너지 및 식

기후 저감, 적응 및 회복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태

량안보 세금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법 286’(Act

평양 지역 기후복원계획(Pacific Region Climate

286, Session Laws of Hawaii 2012)은 모든 카운

Resiliency Plan)과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 행동을

티 및 주정부 활동이 ‘토지이용, 설비계량(증진) 및

위한 알로하플러스 도전 모델(Aloha+ Challenge

프로그램 결정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도

mode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Motions)

록 요구하는 기후변화 적응 우선 지침을 수립하기

을 채택한 바 있다.10)

위해 하와이 주 계획법(Hawaii State Planning Act)

그리고 입법부는 2015년 12월 12일 UNFCCC

을 개정하였다. 또한 입법부는 2013년 버락 오바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 개국이 온실

마(Barack Obama) 대통령이 닐 애버크롬비(Neil

가스배출 저감, 적응 및 재정을 규정하는 2020년

Abercrombie) 전 주지사를 지명하여 기후대응(준

출범하는 소위 파리협정을 채택하였다는 것을 인

비) 및 복원력에 관한 대통령 태스크 포스(Task

식하고 있다. 이 파리협정 하에 UNFCCC 당사국

Force on Climate Preparedness and Resilience)를

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투명성메커

구성하여 연방정부가 기후완화에 대한 주, 지방 및

니즘을 통해 정보를 기록 및 전달하며, 재정메커

부족의 노력을 어떻게 더 잘 지원할 수 있는지, 재

니즘을 통해 미개발 국가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난관리 분야에서의 적응과 복원력; 구축된 체계(물,

것이다. 특히, 파리협정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

수송, 에너지, 기반시설 및 해안기반시설); 천연자

곤퇴치를 위해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전세계적인

원 및 농업;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 및 보건 등을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음

위해 어떻게 노력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도 하였

을 포함한다:

다. 또한 ‘하와이 기후 적응 전략’(Hawaii Climate
Adaptation Initiative Act, Act 83, Session Laws of

① 전지구 평균온도의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Hawaii 2014)은 부처간 기후 적응 위원회(Inter-

보다 2℃ 낮은 온도로 유지하고 산업화 이전

agency Climate Adaptation Committee)를 구성하고

수준보다 1.5℃ 높은 온도로 제한하려는 노

토지･천연자원부(Department of Land and Natural

력을 기울임으로써, 이로서 기후변화의 위

Resources) 및 기획부(Office of Planning)에 2017

험 및 영향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는 것을

년 12월까지 해수면 상승 취약성 및 적응 보고서

인식할 것

를 작성하도록 승인한 바 있다. 나아가 이 ‘법 83’

② 기후변화의 악영향에 대한 적응 능력을 증가

은 주정부의 경제, 건강, 환경 및 삶의 방식을 보호

시키고, 식량생산을 위협하지 않는 방식으

하기 위해 2050년까지 기후변화의 영향을 다루기

로 기후 복원력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촉

위해 주 전체 기후 적응 계획의 개발을 조율하도

진시킬 것

록 계획하였다.9)

③ 금융흐름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기후복원
력 발전의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추구할 것.11)

(2) 국제사회와의 공조
2016년 9월 하와이에서 개최된 하와이 세계보전
컨퍼런스(Hawaii World Conservation Conference)
9)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 Section 1, par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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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 Section 1, para.4.
11)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 Section 1, para.5; 그런데 배출
권 거래와 관련하여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통상규범상 국제사회에서 이 배출권의 상품
이나 또는 금융상품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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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파리협정은 각각의 국가 상황에 비추

① 조기 경보 시스템

어 공평성(equity), 공동 그러나 차별된 책임의 원

② 비상 사태 준비

칙(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

③ 느린 개시 사건

sibilities), 각각의 개별 능력을 반영하여 이행될

④ 불가역적이고 영구적인 손실 및 손해를 포

것이다. 이 파리협정은 2016년 11월 4일에 채택되

함하는 사건

었으며, 현재까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세계

⑤ 포괄적인 위해성 평가 및 관리

최대의 노력에 해당된다. 하와이 주 정부는 연방

⑥ 위험 보호(예방) 시설, 기후 위험 공동출자

정부의 조치와 관계없이 입법부는 기후변화와 환

및 기타 보호 해결책

경, 경제 및 전세계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처

⑦ 비경제적 손실

하기 위해 파리협정의 목적을 지지한다고 표명하

⑧ 지역사회(동동체), 생계 및 생태계 등의 회

고

있다.12)13)

복력(복원력).15)

이 부(Part I)의 목적은 ➀ 온실가스배출을 체계

2) 연방정부 내에서의 온실가스배출 감축에 대한
하와이주의 입장

적으로 감축하고 ➁ 원칙에 부합하는 기후변화에

주는 ‘에너지 사용의 감소, 재생가능 에너지의

(3) 기후변화법의 목적 정립

대한 복원력을 증진시키고 ➂ 파리협정의 목적에

채택, 운송’을 포함한 모든 기관, 부서, 산업 및 부

기여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처하려는 주의 공약

문의 대기오염 통제를 통해 주 전역에서 온실가스

을 문서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4)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전략 및 메커니즘(체계)

한편, 하와이 주는 기후변화에 대한 주 전체의

을 확장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러한 전략 및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협동

메커니즘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최선

및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

의 이용가능한 과학, 기술 및 정책을 활용해야 하
며, 연방정부의 행동과 관계 없이 미국에 배정된)

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Deane, supra note 5, p.8.
12)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 Section 1, para.6.
13)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관련 동향은 기존 ‘교토의정서’ 체
제에서 2015년 COP21의 ‘파리협정’ 체제로 바뀌면서 대
상 범위, 목표 수준 등 여러 부분에서 기후변화 정책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첫째, 대상 범위와 관련하여, 기존 교
토의정서 체제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 감축
에만 초점을 두었지만, 파리협정 체제에서는 감축과 적응
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 대응을 대상 범위로 설정하였다.
둘째, 목표 수준과 관련하여, 각 국가의 목표 수준 설정은
기존 하향식(Top-down) 방식에서 이제는 각 국가가 목표
치를 정하고 이를 보고하는 상향식(Bottom-up)으로 방식
이 변경되었다. 셋째, 대상 국가와 관련하여, 교토의정서
체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37개 선진국과 유럽연합
(European Union: EU)을 대상 국가로 하였지만, 파리협정
체제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에 이행의
무를 부여하였다. 넷째, 감축공약 시행 기간과 관련하여,
교토의정서는 공약기간을 1차(2008년~2012년), 2차(2013
년~2020년)로 나누어 시행되었지만, 파리협정 체제에서는
2020년 이후 5년 단위로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갱신
토록 설정하였다.
14)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 Section 1, para.7.

기대치 내에서 그리고 하와이의 의무적 할당 내에
서 기후변화 원리들 및 파리협정의 목적과 밀접하
게 연계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16)
그리고 주는 장기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개발 전략을 수립과 전달을 위해 노력해야하
며, 공원, 녹지 및 원시고원･해안방재림･습지의
복원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온실가스의
장기적 흡수원과 저장소를 보전하고 향상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17)

2. 하와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전략
하와이주의 기후변화법은 제2부(Part II)에서 ‘하
15)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 Section 1, para.8.
16)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 Section 2, (a).
17)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 Section 2, (b).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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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18) 전략’에 관하여 기

와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위원회: 일반적인 기

술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능, 의무 및 권한’으로 개정하여 아래와 같은 세부
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 장 제목의 변경
먼저, 하와이 개정법 225P 장은 제목을 ‘하와이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 및 적응(adaptation) 전
략’로 수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19)

2) 절 제목의 변경
또한 하와이 개정법 225P-2절은 개정되어, “위
원회(Commission)는 하와이 기후변화 완화 및 적
응 위원회(Hawaii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commission)를 의미한다.”고 함으로 새
로운 정의 규정을 추가하여 개정하였다.20) 이로써
기존의 ‘위원회’(committee: interagency climate
adaptation committee) 정의는 폐지되었다.

3) 하와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위원회

(1) 위원회의 구성
먼저, 동 위원회는 오직 행정적 차원의 목적을
위해서만 토지･천연자원부 내에 설립되어 소재하
며,21) 위원회의 조정(coordination)은 토지･천연
자원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지명자와 기획
국장 또는 국장의 지명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
록 하고 있다.22)
그리고 동 위원회에는 다음의 구성원이 포함되
어야 한다:
① 환경보호와 토지이용에 관한 주제의 관할권
을 가진 입법부 상임위원회 위원장들(chairs
of the standing committees)
② 위원회의 공동의장이 되는 토지･천연자원부
장 또는 부장의 지명자

나아가 하와이 개정법 225P-3절을 ‘§225P-3 하

③ 위원회의 공동의장이 되는 기획국장 또는 국

18) 파리협정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을 제7조(적응)와 제8조
(손실과 피해)에서 다루고 있으며, ‘제7조 적응’에 대하여
적응의 글로벌 목표와 역할(1항, 2항), 적응의 원칙(5항),
개별 국가의 적응행동(9항), 적응 커뮤니케이션(10항~12
항) 및 전 지구적 이행점검(14항) 등을 다루고 있다. 첫째,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공통적으로 추구하
는 목표와 역할을 설정하여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적응
방향을 규명하였다. 둘째, 적응의 원칙에서는 개도국의 의
견 적극 반영, 통합적 접근, 취약계층 및 지역사회, 생태계
및 전통지식 등을 포괄적으로 언급하였다. 셋째, 기후변화
적응의 주체는 각 당사국이며, 당사국은 종합적이고 장기
적인 적응 추진을 위해 국가적응계획(National Adaptation
Plan: NAP) 등 적응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이행을 강조하였다. 넷째, 국가적응계획(NAP), 국가별기
여방안(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s),
국가보고서(National Communication: NC) 등 적응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출 및 갱신하고, 이는 사무국이 관리하는 공
공등록부에 기록하며, 당사국은 2년 마다 1회 적응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적응행동 이행 강
화, 적응과 적응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의 적절성과 효과성
검토, 전 지구적 적응목표 달성 과정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진전사항 검토 등 적응부문에 대하여 전 지구적 차원의
이행점검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19)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 Section 3.
20)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 Section 4.

④ 사업･경제개발･관광국장 또는 국장의 지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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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지명자
⑤ 하와이관광청 이사회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지명자
⑥ 농업위원회 의장 또는 의장의 지명자
⑦ 하와이 내무부 최고행정국장 또는 그의 지
명자
⑧ 하와이 주택위원회 위원장 또는 그의 지명자
⑨ 운송 국장 또는 그의 지명자
⑩ 보건 국장 또는 그의 지명자
⑪ 부관(adjutant general) 또는 그의 지명자
⑫ 교육위원회 위원장 또는 그의 지명자
⑬ 각 카운티 기획부장 또는 그의 지명자
⑭ 해안지대관리프로그램의 관리자.23)

21)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 Section 5, (a).
22)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 Section 5, (b).
23)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 Section 5, (c).

미국 하와이주의 기후변화법에 관한 분석과 시사점

한편, 위원회 위원장은 제(c)항에 열거된 구성

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회의 소집 20일 전에 주지

원 외에 추가로 ‘해당분야의 전문가, 일반대중, 군･

사 및 입법부(주의회)에 연례보고서(annual report)

주･연방 공무원 또는 기타 필요한 자’의 참여 또

를 제출해야 한다.31)

는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24) 이로서 보다 객관적,

그리고 위원회는 일반적인 사업공지뿐만 아니

합리적으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해 기능을

라 기후변화와 관련된 활동, 계획, 정책 및 결과에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해 접근할 수 있는 웹 사이트를 유지해야 하며,32)
위원회는 본 절에서 요구하는 이행에 대한 종합적

(2) 위원회의 직무 역할

인 검토를 수행하고 2023년 정기회합 소집 20일

위원회 위원은 무보수로서 다만 직무수행에 소

전에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5년마다 주지사, 입법

요되는 여행경비를 포함하여 실제 비용과 필요한

부(주의회) 및 카운티에 보고서(a report)를 제출

경비를

지급되며,25)

위원회는 주 및 카운티의 기

해야 한다.33)

관, 연방 기관 및 기타 파트너 간의 적절한 정책

위원회는 첫 번째 단계로서 다음 사항을 포함한

방향, 촉진, 조정 및 계획을 제공해야 한다.26) 또

‘해수면 상승의 취약성 및 적응 보고서’에 초점을

한 위원회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전략과 목표

맞추고 개발해야 한다:

를 수립하여 최신 과학 분석 및 위험 평가를 사용
하여 주 전역의 계획 및 시행 지침을 수립하고 지

① 2050년까지 주와 카운티에 영향을 미치는

역, 주 및 지방 수준에서 ‘기후변화 관련 영향을

해수면 상승 영향의 주요 영역의 확인

모니터(감시) 및

예측’하며,27)

위원회는 ‘취약한

② 2050년까지 각 지역에 대한 최신과학연구

사람들, 공동체, 산업, 생태계’, ‘기후변화 영향과

를 토대로 해수면 상승으로 예견되는 영향
의 확인

관련된 잠재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28) 나아가 위원회는 연방, 주 및 지방 차원에

③ 해수면 상승의 경제적 파급 효과의 확인

서 기존의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노력을 파악하

④ 영향을 받는 지역에 적용가능한 연방 법률,
정책 또는 프로그램의 확인

고 하와이의 주 완화 목표를 충족시키거나 초과하
는 방법에 대한 권고를 작성해야 하며, 하와이의

⑤ 해수면 상승의 증가와 관련된 위험에 대비
한 계획, 관리 및 적응을 위한 권고

주민들과 하와이 환경에 대한 ‘미래 위험’을 최소
화하기 위해 자유로운 접근방식을

채택한다.29)

또한 위원회는 기존 자원의 능력과 가용성을 평

이 보고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개된 후,

가하고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필요한 새로운

위원회는 5년마다 해수면 상승 취약성 및 적응 보

수입원을 확인하고, 기후변화 영향･완화･적응의 경

고서를 재평가34)하고 갱신(업데이트)해야 한다.35)

제적 및 예산적 파급 효과에 관해 주지사, 입법부
및 카운티에 조언하며,30) 위원회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노력을 수행하는 과정을 추적하는 데 필
24)
25)
26)
27)
28)
29)
30)

Hawaii
Hawaii
Hawaii
Hawaii
Hawaii
Hawaii
Hawaii

Senate
Senate
Senate
Senate
Senate
Senate
Senate

Bill
Bill
Bill
Bill
Bill
Bill
Bill

559,
559,
559,
559,
559,
559,
559,

Part
Part
Part
Part
Part
Part
Part

I,
I,
I,
I,
I,
I,
I,

Section
Section
Section
Section
Section
Section
Section

5,
5,
5,
5,
5,
5,
5,

(d).
(e).
(f).
(g).
(h).
(i).
(j).

31)
32)
33)
34)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 Section 5, (k).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 Section 5, (l).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 Section 5, (m).
영국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08) 제59조는 제36
조에 의거한 기후변화위원회의 각 보고서가 제58조(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에 따라 의회에 제출된 계획에 명시된
목표, 제안 및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진전(경과)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매 2년 마다 실시되는 이러
한 이행점검은 영국이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형식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실질적 차원에서 그 내용을 계획하
고 평가하여 향후 개선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에 충분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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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보고서를 개발함에 있어, 위원회는 다
음을 수행해야 한다:
① 대중의 의견과 관심을 유인하기
② 진행 중인 기후변화 적응 계획 이니셔티브
와 관련된 여러 카운티, 주 및 연방기관과

III. 미국 하와이주 기후변화법의 평가 및
시사점
1. 기후변화에 대한 중대성 인식 및 실질적
대응정책 실시 노력

협력하기.36)

1) 기후변화의 중대성에 대한 실제적 인식과 실질
적 노력

3. 예산 관련 규정

하와이주의 입법부는 기후변화가 실제적인 현

하와이주 기후변화법은 제3부(Part III)에서 관
련 예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이 법률의 목적을 위하여, 하와이 주 총수
입 중 총 40,000달러 상당 금액이 2017-2018 회계
연도에 배정되었으며, 2018-2019 회계연도에도
동일한 금액 또는 상당액이 일반수입에서 충당된
다.37) 이 금액은 이 법률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
천연자원부가 지출(사용)한다.38)
둘째, 하와이의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위원회’
를 지원하기 위해 하와이 개정법 제76장(chapter
76, Hawaii Revised Statutes)을 면제받는 기후변
화 완화 및 적응 코디네이터 직급(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coordinator position)의
정규직 1 명 (1.00 FTE)을 위하여, 하와이 주 총수
입 중 2017-2018 회계연도에 필요한 65,000달러
상당의 금액과 2018-2019 회계연도에 필요한 것
과 동일한 금액 또는 그 상당액은 하와이 주 일반
수입에서 충당된다.39) 이 금액은 이 법률의 목적
을 위하여 토지･천연자원부가 지출(사용)한다.40)

안 과제일 뿐 아니라 21세기에 반드시 해결해야할
최우선 과제임을 인정하여 상원의 우선 과제 중
하나 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기후변화의 문제를 쉽게 간과하거나 당장은
급하지 않은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다. 즉 기후변화의 문제를 반드시 지금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인 실제적인 사안으로 그리고 절실하
게 해결해야 할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기후변화는 국가 경제, 지
속가능성, 안전 및 삶의 방식에 즉각적이고 장기
적인 위협을 제기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직시하고
있다.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은 하와이주만의 문제가 아니며 모든 인류에
게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당면 문제
라는 점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하와이주가 보전, 온실가스 배출감축, 대체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 및 사용에 관한 정책을 우선순
위로 두고 환경 분야 리더십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보여줘 왔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와이주 입법부는 지난 10 년간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적 조치
들을 통과시켜 왔다.

35)
36)
37)
38)
39)
40)
56

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 Section 5,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 Section 5,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 Section 7,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 Section 7,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 Section 8,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 Section 8,

(n).
(o).
para.1.
para.2.
para.1.
para.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9, Vol.18, No.1 (통권 제52호)

2) 기후변화에 대한 독자적 노력 추구와 국제사회
와의 공조 노력
또한 중요한 점은 연방정부의 조치와 관계없이
하와이주 입법부는 기후변화와 환경, 경제 및 전
세계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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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목적을 지지한다고 표명하고 있다는 점이

로써 온실가스의 장기적 흡수원과 저장소를 보전하

다.41)

고 향상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44)

그만큼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는 당면한 당

사자들에게는 실제적이며 매우 중대한 문제로서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사안인 것이다. 물론 기
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와이주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이며, 이는 지구공동

2. ‘하와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위원회’의
설립과 기능의 측면

체가 함께 노력해야만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 소관 위원회의 지위 강화의 의지

이는 지구 환경문제가 어느 한 국가의 노력으로만

하와이주 기후변화법 제2부(Part II)는 기존의

해결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위원회’(committee: interagency climate adaptation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가 우리나라 국내조치

committee)를 폐지하고 ‘하와이 기후변화 완화 및

로서는 한계가 있고 절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적응 위원회(Hawaii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관련 국가들의 협력이나 협약으로 해결될 수 있다

adaptation commission)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45)

는 논리와도 맥을 같이 한다. 그러므로 하와이주

소관 위원회를 Committee에서 Commission으로

는 이러한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제1부(Part I)의

비중을 두어 격상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로서 동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➀ 온실가스배출을 체계

위원회는 공적 측면에서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권

적으로 감축하고 ➁ 원칙에 부합하는 기후변화에

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

대한 복원력을 증진시키고 ➂ 파리협정의 목적에

다. 동 위원회는 오직 행정적 차원의 목적을 위해

기여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처하려는 주의 공약

서만 토지･천연자원부 내에 설립되어 소재하며,46)

을 문서화하고 있는 것이다.42)

동 위원회의 조정(coordination)은 토지･천연자원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주는 ‘에너지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지명자와 기획국장

사용의 감소, 재생가능 에너지의 채택, 운송’을 포

또는 국장의 지명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며,47)

함한 모든 기관, 부서, 산업 및 부문의 대기오염

동 위원회에게 위임된 일반적인 기능, 의무 및 권

통제를 통해 주 전역에서 온실가스배출량을 감축

한을 수행하게 된다.

하기 위한 전략 및 메커니즘(체계)을 확장해야 하
되, 그러한 전략 및 메커니즘(체계)은 온실가스배
출을 감축하기 위해 최선의 이용가능한 과학, 기
술 및 정책을 활용해야 하며, 연방정부의 행동과
관계없이 미국에 배정된(할당된) 기대치 내에서 그
리고 하와이의 의무적 할당 내에서 기후변화 원리
들 및 파리협정의 목적과 밀접하게 연계되어야한
다고 하고 있다.43) 둘째, 주는 장기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전달하
기 위해 노력해야하며, 공원, 녹지 및 원시고원･해
안방재림･습지의 복원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함으

41)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 Section 1, para.6.
42)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 Section 1, para.7.
43)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 Section 2, (a).

44)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 Section 2, (b).
45)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 Section 4; 영국의 경우 기후
변화위원회(Committee on Climate Change)는 영국 기후변
화법(Climate Change Act 2008) 제57조에 의하면 제56조
에 따른 내무장관의 ‘국가 보고서 준비’에 관하여 ‘조언’
할 의무가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Climate Change Act 2008(c.27),
Part 4, Section 57 (1); 미국 로드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복
원법 2014’(Resilient Rhode Island Act of 2014 – Climate
Change Coordination Council)에 따라 기후변화조정협의회
(협의체)(Climate Change Coordinating Council)를 설치･운
영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조정협의회 자문위원회(advisory
board)가 설치되어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과학기술
적 측면에서의 자문역할을 위하여 기후변화조정협의회 과
학기술자문위원회(science and technical advisory board)가
별도로 설치되었다.
46)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 Section 5, (a).
47)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 Section 5, (b).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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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및 연구보고서

2)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한 객관적, 합리적
문제해결 시도

책 수립 및 점검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중추기관

동 위원회 위원장은 하와이주 기후변화법 제5

으로서 총괄적 또는 전체적인 책무를 수행하고 있

조 제(c)항에 열거된 구성원 외에 추가로 ‘해당분
야의 전문가, 일반대중, 군･주･연방 공무원 또는
기타 필요한 자’의 참여 또는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48)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동 위원회가
민･관 분야를 폭넓게 포함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보다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기후변화 완화 및 적
응을 위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
다. 다만, 이러한 동 위원회 구성원의 확대가 동
위원회 위원장의 재량 사항으로 보이는 바, 그 구
성원의 보완이 의무적 사항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한편 하와이주 기후변화법 제5조상의 동 위원
회의 역할 및 기능을 살펴보면, 첫째, 위원회는 주
및 카운티의 기관, 연방 기관 및 기타 파트너 간의
적절한 정책 방향, 촉진, 조정 및 계획을 제시하
며,49)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전략과 목표를 수립
하여 최신 과학 분석 및 위험 평가를 사용하여 주
전역의 계획 및 시행 지침을 수립하고 지역, 주
및 지방 수준에서 ‘기후변화 관련 영향을 모니터
(감시) 및 예측’하며,50) ‘취약한 사람들, 공동체,
산업, 생태계’, ‘기후변화 영향과 관련된 잠재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를 확인하며,51) 연방, 주 및 지
방 차원에서 기존의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노력
을 파악하고 하와이의 주 완화 목표를 충족시키거
나 초과하는 방법에 대한 권고를 작성해야 하며,
하와이의 주민들과 하와이 환경에 대한 ‘미래 위
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유로운 접근방식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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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waii
Hawaii
Hawaii
Hawaii

Senate
Senate
Senate
Senate

는데,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관련 총괄적 책임을
지는 실제적 책무수행 전담기관의 수립과 역할 제
고가 필요해 보인다.
둘째, 위원회는 기존 자원의 능력과 가용성을
평가하고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필요한 새로운
수입원을 확인하고, 기후변화 영향･완화･적응의
경제적 및 예산적 파급 효과에 관해 주지사, 입법
부 및 카운티에 조언하며,53) 기후변화 완화 및 적
응 노력을 수행하는 과정을 추적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회의 소집 20일 전에 주지사 및
입법부(주의회)에 연례보고서(annual report)를 제
출54)해야 하는 등 관련 비용 및 예산적인 측면에

3) 중추적 및 전담적 위원회로서의 역할과 기능
부여

48)
49)
50)
51)

택52)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 파악, 예즉, 정

Bill
Bill
Bill
Bill

559,
559,
559,
559,

Part
Part
Part
Part

I,
I,
I,
I,

Section
Section
Section
Section

5,
5,
5,
5,

(d).
(f).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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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책무도 규정하고 있다. 총괄적 기능을 수행
하는 동 위원회에 대한 조언의 기능 즉 주 자문기
관으로서의 역할, 보고서 작성의 책무를 지우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소관 위원회의 구성과 구체
적인 역할과 기능 부여 등 운영상의 내실 강화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위원회는 일반적인 사업공지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관련된 활동, 계획, 정책 및 결과에 대
해 접근할 수 있는 웹 사이트를 유지해야 하며,55)
위원회는 본 절에서 요구하는 이행에 대한 종합적
인 검토를 수행하고 2023년 정기회합 소집 20일
전에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5년마다 주지사, 입법
부(주의회) 및 카운티에 보고서(a report)를 제출56)
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 제고 등 후속 조치 사항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넷째, 위원회는 첫 번째 단계로서 ① 2050년까
지 주와 카운티에 영향을 미치는 해수면 상승 영
향의 주요 영역의 확인, ② 2050년까지 각 지역에
52)
53)
54)
55)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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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와이주의 기후변화법에 관한 분석과 시사점

대한 최신과학연구를 토대로 해수면 상승으로 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지구의 이상 기후 현상들을

견되는 영향의 확인, ③ 해수면 상승의 경제적 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기후변화문제는 국제사회가

급 효과의 확인, ④ 영향을 받는 지역에 적용가능

회피할 수 없는 당면 과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 연방 법률, 정책 또는 프로그램의 확인, ⑤ 해수

만 보아도 현재 우리나라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

면 상승의 증가와 관련된 위험에 대비한 계획, 관

법’이 효과적으로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추진하기

리 및 적응을 위한 권고 등의 사항을 포함한 ‘해수

어려워 이를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면 상승의 취약성 및 적응 보고서’에 초점을 맞추

이를 위하여 ‘기후변화대응법(안)’이 국회에서 발

고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의된 상황이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하

것은 하와이주의 지리적 특성상 가장 당면한 문제

와이주의 기후변화법은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

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입법에 참조하기에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발빠른 행보가 실제적으로 개

을 것이다. 하와이주는 연방정부의 태도와는 관계

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와 관련하여 위

없이 온실가스배출량을 파리협정에서 채택된 원

원회는 5년마다 ‘해수면 상승 취약성 및 적응 보

칙 및 목표에 부합하도록 주 전역에서 감축하기

고서’를 재평가하고 갱신(업데이트)하도록 하고

위한 전략과 메커니즘을 확대하고, 부처간 기후

있다.57)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우

적응 위원회(Committee)가 하와이 기후변화 완화

선 과제 등을 파악하고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과

및 적응 위원회(Commission)로 개칭되어 지위가

이행을 계획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

강화되었고, 동 위원회의 의무를 명확히 함과 동

져야 할 것이다.

시에 동 법의 목적과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코디

한편, 이 보고서를 개발함에 있어, 위원회는 ①

네이터 직책을 위한 예산도 확보하고 있다. 우리

대중의 의견과 관심을 유인하고, ② 진행중인 기

나라도 앞에서 살펴본 이러한 여러 측면을 고려하

후변화 적응 계획 이니셔티브와 관련된 여러 카운

여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기후변화 적응 정책이 수

티, 주 및 연방기관과 협력해야 한다.58) 이를 통해

립되어 적절히 실시될 필요가 있다.

하와이주의 기후변화 대응이 매우 실제적이며 입
체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법제 마련에 있어
서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중대성 인식과 실질적 대
응, 독자적 노력과 국제사회와의 공조, 소관위원
회의 권한 강화와 중추적 역할 및 기능의 부여 등
과 관련하여 참조하기에 매우 유익할 것이다.

IV. 맺음말
국제조약인 ‘파리협정’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
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부각･강화되고 있으며,
57)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 Section 5, (n).
58)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 Section 5, (o).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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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공기업의 개념에 관한 소고
장 석 영 (고려대학교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소 연구교수)

I. 서론

자유치국의 공기업이 외국인 투자자와 직접 투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공기업의 행위를 사실

1980년대 민영화 추세 이후 공기업의 수는 점

상 국가의 행위로 보아 투자자가 국제투자중재를

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공기업은 여전히

제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과 같이 행동하

다수의 국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2008

는 공기업과 국가와 같이 행동하는 공기업을 구분

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국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

하는 것은 오늘날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면서 공적인 성격의 기업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최근 다수의 국제통상 및 투자조약에서 공기업

개발도상국에서는 공기업이 계속해서 큰 비중을

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

차지해왔다. 특히 오늘날에는 국제무역 또는 해외

만, 내용에 일관성이 없으며 상세하게 규정하고

투자에의 참여 및 국가의 권한 위임으로 인해 공

있는 문서가 많지 않아서 여전히 국제법상 공기업

기업의 역할이 늘어나면서 공기업에 대한 국제법

을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국제

적 논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문서에 담겨있는 공기업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고

그러나 국제법상 공기업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그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국제법상 공기업을 결정

찾아보기는 힘들며, 그동안 공기업에 대한 논의는

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

이루어져왔다.1)

그런데 국제법상

해 국제법상 공기업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도출

공기업의 개념이 불명확하면 공기업과 관련하여

해보고, 국내법상 공기업이 국제법상으로도 공기

국제분쟁이 발생했을 때 문제된 실체의 국제법적

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하려고

지위에 대한 견해대립이 있을 수 있다. 공기업은

한다.

주로 국내법에서

민간기업도 아니고 국가기관도 아닌 특수한 성격
의 실체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기업이 민
간기업과 같이 국제무역에 참여함으로써 경쟁 왜

II. 국제법상 공기업의 정의

곡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외투자와 관련하
여서는 투자유치국이 공기업의 투자행위에 대해서

전통국제법에서 개인(individual)은 단지 국제

국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또한 투

법의 객체로 여겨져 왔으며, 법인도 여기에 포함
되므로 국제법상 기업에 대한 개념 정의는 관심의

1) 이 글에서는 공기업, 국유기업, 국가투자기업, 국영기업, 국
영무역기업, 독점기업, 공공기관, 국가적 실체 등 공적인 성
격을 가진 모든 기업을 공기업(state-owned enterprises)으로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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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아니었다. 더구나 국제법에서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구분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기업의
개념을 정의하는 문제 또한 국내법에서만큼 중요

국제법상 공기업의 개념에 관한 소고

하게 여겨지지 않았다.2)

조항들은 이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공기업에

그러나 공기업이 국제통상 및 해외투자에 참여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는 일이 증가하면서 국제문서에 공기업이 언급

한편, 최근에 체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되기 시작하였다. 공기업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TPP’),6)

는 조약은 대부분 국제통상 및 국제투자 관련 조

유럽연합(EU)과 미국 간에 추진 중인 범대서양무역

약이며, 이하에서는 관련 조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공기업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 그 문구를 살펴보

Partnership, 이하 ‘TTIP’), 2018년 체결된 NAFTA

려고 한다.

를 대체하는 새로운 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
나다 협정(이하 ‘USMCA’)은 공기업(state-owned

1. 국제통상조약

enterprise)을 언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
한 구체적인 정의를 담고 있다. 먼저 TPP에서는

최근 국제통상 관련 다자 및 양자조약에서 공기

첫째, 기업의 주된 활동이 상업적이고, 둘째, 정

업을 정의하고 이에 관하여 규정하는 이유는 국가

부가 직접 기업 총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보유

가 공기업을 통해 우회적으로 조약상 금지된 행위

하거나, 소유 지분을 통해 50%를 초과하는 의결

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3)

또한 중국,

권의 행사를 통제하거나, 이사회 구성원 중 다수

러시아 등 공기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세계무

를 임명할 권한을 보유하는 경우에 그 기업을 공

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가입

기업으로 보고 있다.7) 또한 기업의 상업적 활동

하면서 이 국가들의 공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왜곡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들은 조약에 공기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기 시작하였다.4) 즉, 국가처럼
행동하는 공기업을 민간기업으로부터 구분하기 위
해서 공기업에 대해 정의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국제통상분야에서 공기업에 대해 논의할 때
자주 언급되는 내용으로는 WTO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이하 ‘SCM협정’) 제1
조의 공공기관(public body)과 1994년 관세 및 무
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 제17조의 국영무역기
업(state trading enterprises)이 있다.5) 그러나 이
2) R Echandi, P Sauvé & World Trade Institute (Bern, Switzerland),
Prospect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and Policy: World
Trade Foru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 54.
3) Przemyslaw Kowalski & Daniel Rabaioli, “Bringing together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perspectives on state
enterprises” OECD Trade Policy Papers, No. 201 (2017), p.
18; R Echandi, P Sauvé & World Trade Institute, supra note
3, p. 55.
4) R Echandi, P Sauvé & World Trade Institute, supra note 3,
p. 55.

5) GATT 제17조 [국영무역기업]
1. (a) 각 체약당사자는 그 소재지 여하를 불문하고 국영기
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거나 기업에 대하여 배타적이거나
특별한 특권을 공식적으로 또는 사실상 부여하는 경우 이
러한 기업이 수입 또는 수출을 수반하는 구매 또는 판매에
있어서 민간무역업자에 의한 수입 또는 수출에 영향을 미
치는 정부조치에 관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무차별대우의
일반원칙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임을 약속한다.
SCM 협정 제1조 제1항
이 협정의 목적상 아래의 경우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a) (1)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협정에
서는 “정부”라 한다) 의 재정적인 기여가 있는 경우
6) TPP는 2016년 타결되었고 2018년 3월 9일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서명하였으며, 이 중 6개국 이상이 비준하여 2018
년 12월 30일에 발효하였다. TPP는 미국이 탈퇴한 이후 포
괄적 점진적 TPP(CPTPP)로 부르고 있기도 하며, 2019년 2
월 기준으로 일본,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베트남,
싱가포르를 포함한 총 7개국이 비준하였다.
7) TPP 제17.1조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State-owned enterprise means an enterprise that is principally
engaged in commercial activities in which a Party:
(a) directly owns more than 50 per cent of the share capital;
(b) controls, through ownership interests, the exercise of more
than 50 per cent of the voting rights; or
(c) holds the power to appoint a majority of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or any other equivalent management body.
<https://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trans
-pacific-partnership/tpp- full-text>.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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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activities)이란 수익 창출을 위한 활

한 정의를 담고 있는 FTA에서는 공기업을 당사국

동으로서 이를 통해 기업이 결정한 가격과 수량으

이 소유하거나 소유지분을 통하여 지배(통제)하는

로 관련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될 상품을 생산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1)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8) 유사
한 내용을 TTIP와 USMCA에서도 찾아볼 수 있
으며, 이는 매우 자세한 내용의 공기업에 대한 정

2. 국제투자조약

의에 해당한다. 특히 USMCA에서는 지분을 간접

국제투자조약에서도 공기업에 관한 내용이 점

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와 간접 또는 소수 지분 등

점 더 많이 다루어지고 있지만 국제통상조약보다

을 통해 기업을 통제할 권한이 있는 경우까지 추

는 공기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특징이다.9)

그 이유는 국제투자조약과 국제통상조약은 공기

가하고 있는 것이

이 조약들을 보면 모두 미국이 참여하고 있는

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목적에서 차이가 있기

다자간무역협정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미국은 최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국제통상조약은

근 조약 체결시 공기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국가와 같이 행동하는 공기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이 같은 시도가 다른 국가가

반면, 국제투자조약은 민간기업과 같이 행동하는

체결하는 조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10)

공기업에 관심이 있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 투자

한국도 2007년 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ree

자 및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체결되는 국제투자조

Trade Agreement, 이하 ‘FTA’) 이후에는 일반적

약은 투자자인 공기업이 민간기업과 동일하게 보

정의 및 투자 부분에서 공기업에 대한 내용을 포

호받는 대상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공기업에 대

한다.12) 따라서 투자조약이 공기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이유는 민간기업과 공기업을 구분하기

8) TPP 제17.1조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Commercial activities means activities which an enterprise
undertakes with an orientation toward profit-making and
which result in the production of a good or supply of a service
that will be sold to a consumer in the relevant market in
quantities and at prices determined by the enterprise.
9) USMCA 제 22.1 조의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표시한
부분이 TPP 규정과 다른 부분)
State-owned enterprise means an enterprise that is principally
engaged in commercial activities, and in which a Party:
(a) directly or indirectly owns more than 50 percent of the
share capital;
(b) controls, through direct or indirect ownership interests,
the exercise of more than 50 percent of the voting rights;
(c) holds the power to control the enterprise through any other
ownership interest, including indirect or minority ownership;
or
(d) holds the power to appoint a majority of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or any other equivalent management
body.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agreements/FTA/US
MCA/22%20State%20Owned %20Enterprises.pdf>.
10) Julien Sylvestre Fleury & Jean-Michel Marcoux, “The US
shaping of state-owned enterprise disciplines in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19:2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445 (2016), pp. 44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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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투자자인 기업에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공기업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므로 국제투자조약은 공기업이 무엇
을 의미하는지 정의하는 방식보다는 투자자의 개

11) 한국-중남미 FTA (2018), 한국-뉴질랜드 FTA (2015), 한국베트남 FTA (2015), 한국-호주 FTA (2014), 한국-콜롬비아
FTA (2013), 한국-페루 FTA (2011), 한국-미국 FTA (2007)
에서 공기업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이란 회사･신탁･파트너십･단독소유기업･합작투자･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 여
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지 여부
에 관계없이, 적용가능한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모
든 실체를 말한다.
공기업이란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소유지분을 통하여 지배
하는 기업을 말한다(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유 또는
소유지분을 통한 지배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일 수 있다).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
려고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이미 투자한 한쪽 당사국
또는 그 공기업, 또는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을 말한다.”
12) Przemyslaw Kowalski & Daniel Rabaioli, supra note 4, pp.
18-1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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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설명하면서 공기업을 법인의 한 유형으로 규

3. 기타 국제문서

정하는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양자투자조약(Bilateral Investment Treaty,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 지

이하 ‘BIT’)에서도 공기업의 개념을 정의하는 경

침(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

우가 있으며, 그 예로는 미국이 최근 체결한 BIT

Owned Enterprises)에서는 공기업을 각국의 국내

가 있다. 미국은 2012년 모델 BIT에서 공기업을

법에서 인정하는 기업 중 국가가 소유권을 행사하

당사국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되는 기업이라고 정

는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7) 또한 세계은행은

의하고 있으며,13) 이후 미국이 체결한 BIT 중 전

공기업을 상품과 서비스 공급을 통해 수입을 올리

부는 아니지만 다수의 조약에서 제1조에 공기업

며 정부가 소유 또는 통제하는 경제적 실체로 이

있다.14)

해하고 있다.18) 유럽의회(European Commission)

미국이 체결한 BIT 뿐만 아니라 2000년대 이후

가 유럽계정체계(European System of Accounts

에 체결된 다수의 BIT에서 공기업에 관한 내용을

(ESA 2010))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비금융공

포함하기 시작하였는데, 1980년대 초까지만 하더

기업(public non-financial corporations)은 어느 정

라도 공기업을 언급한 BIT는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도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정부

1990년대부터는 점차 증가하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가 통제하는 모든 비금융회사를 의미한다.19)

(state enterprise)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일반적으로 공기업을 언급하고 있다.15) 그러나 그
명칭은 매우 다양하며, “governmentally owned”,

4. 소결

“governmentally owned or controlled”, “public
institutions”, “state corporations and agencies”,

위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그 문구는 모두 상이

“governmental institutions”, “state enterprise”, “public

하지만 대체로 공기업을 국가의 소유(ownership)

institution” 등의 표현으로 공기업을 지칭하고 있다.16)
한국이 체결한 BIT의 경우, 1990년대 후반 이
후 체결된 대다수의 BIT 제1조 정의 규정에서 “법
인”을 정의하면서 “공공기관(public institutions)”
또는 “정부가 소유 또는 통제하는 기업”을 언급하
고 있다.

13) 2012 U.S. Model Bilateral Investment Treaty, SECTION A,
Article 1: Definitions
“state enterprise” means an enterprise owned, or controlled
through ownership interests, by a Party.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BIT%20text%20for%20A
CIEP%20Meeting.pdf>.
14) Julien Sylvestre Fleury & Jean-Michel Marcoux, supra note
11, p. 451.
15) Yuri Shima, “The Policy Landscape for International Investment by Government-Controlled Investors: A Fact Finding
Survey” OECD Working Papers on International Investment
2015/01 (2015), p. 11.
16) Ibid., p. 12.

또는 통제(control)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
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기업에 해당
하기 위해 국가가 어느 정도로 기업에 대해 소유
권 및 통제를 행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
준으로 이를 판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하
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국제법상 공
17) OECD, 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2015 Edition (OECD Publishing, 2015),
p. 14.
18) World Bank,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A Toolkit (World Bank Publications, 2014), p. 26.
19) European System of Accounts, Public non-financial corporations (S.11001)
2.51 Definition: the public non-financial corporations subsector
consists of all non-financial corporations, quasi-corporations
and non-profit institutions, recognised as independent legal
entities, that are market producers and are subject to control
by government units.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3859598/5925693/
KS-02-13-269-EN.PDF/44cd9d01-bc64-40e5-bd40-d17df0c
69334>.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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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체결한 BIT 중 공기업 관련 규정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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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BIT (체결연도)

투자자에 속하는 법인에 대한 정의

한국-케냐 BIT (2014)
한국-카메룬 BIT (2013)
한국-르완다 BIT (2009)
한국-우루과이 BIT (2009)
한국-아제르바이잔 BIT (2007)
한국-가봉 BIT (2007)
한국-키르기즈 BIT (2007)
한국-모리셔스 BIT (2007)
한국-아제르바이잔 BIT (2007)
한국-리비아 BIT (2006)
한국-가이아나 BIT (2006)
한국-벨기에, 룩셈부르크
경제동맹 BIT (2006)
한국-크로아티아 BIT (2005)
한국-부르키나파소 BIT (2004)
한국-모리타니아 BIT (2004)
한국-요르단 BIT (2004)
한국-알바니아 BIT (2003)
한국-오만 BIT (2003)
한국-아랍에미리트 BIT (2002)
한국-트리니다드토바고 BIT (2002)
한국-파나마 BIT (2001)
한국-온두라스 BIT (2000)
한국-엘살바도르 BIT (1998)
한국-캄보디아 BIT (1997)

“법인”이란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법인화되거나 설립된 회
사, 공공기관, 정부기관, 재단, 파트너십, 상사, 단체, 기관, 주식회사 또는
협회와 같은 실체를 말한다.
(the term “juridical persons” means any entity such as companies, public
institutions, authorities, foundations, partnerships, firms, establishments,
organizations, corporations or associations incorporated or constitu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former Contracting
Party.)

한중일 투자조약 (2012)
한국-일본 BIT (2002)

“체약당사자의 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민간 또는 정
부가 소유 혹은 통제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
한 법령에 따라 설립 혹은 조직된 모든 법인이나 그 밖의 모든 실체를
말하며, 회사, 주식회사, 신탁, 동업기업, 개인기업, 합작투자, 사단 또는
조직을 포함한다.
(a legal person or any other entity constituted or organised under the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of that contracting party, whether or not
for profit, and whether private or government-owned or –controlled, and
includes a company, corporation, trust, partnership, sole proprietorship,
joint venture, association or organisation.)

한국-콩고 BIT (2006)
한국-자메이카 BIT (2003)
한국-베트남 BIT (2003)
한국-브루나이 BIT (2000)
한국-과테말라 BIT (2000)

“법인”이라 함은 책임의 유한성 여부 및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가
의 여부에 관계없이 각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서 조직 또는 구성되고
그 법에 따라 법인으로 인정된 공공기관･법인･당국･재단･회사･조합･상
사･상회･조직･협회를 포함한 모든 실체를 의미한다.
(the term “juridical person” means with respect to either Contracting Party,
any entity incorporated or constituted in accordance with, and recognized
as a juridical person by its laws, such as public institutions, corporations,
authorities, foundations, companies, partnerships, firms, establishments,
organizations and associations irrespective of whether their liabilities are
limited or otherwise, and whether or not organized for pecuniary profit.)

한국-남아프리카공화국 BIT (1995)

각 체약당사자와 관련하여 “법인”이라 함은, 책임의 유한 여부 및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방 체약당사자의 법률에
의하여 조직되거나 설립되고 법인으로 인정되는 공공기관, 기업, 재단,
회사, 조합 및 협회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실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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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미니카공화국 BIT (2006)

“법인”이라 함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실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회사･공공기관･당국･재단･조합･상사･시설･단체･기업 및 협회
등 그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 또는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한국-중국 BIT (2007)
한국-알제리 BIT (1999)
한국-모로코 BIT (1999)
한국-이집트 BIT (1996)

“법인”이라 함은 회사･공공기관･재단･조합･상사･단체･기업 및 협회 등
각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설립 또는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한국-쿠웨이트 BIT (2004)

“투자자”라 함은, …
나. 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재단, 조합, 상사, 조직체, 기구, 주식회사,
협회에게 있어 동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 또는 조직된 법인
다. 투자자로 인정되는 체약당사자의 정부

한국-레바논 BIT (2006)

주식회사, 공공기관, 당국, 재단, 조합, 상사, 시설, 단체, 기업 및 협회를
포함해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설립 또는 조직된 모든 실체이며,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투자하는 자를 말한다.

한국-코스타리카 BIT (2000)

“법인”이라 함은 영리추구 여부와 상관없이 그 일방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 본점소재지 또는 주소가 있고 전기 일방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의하
여 설립되거나 조직된 회사･공공기관･공공사업기관･재단･조합･상사･조
직･기구･기업 또는 협회와 같은 실체를 말한다.

한국-멕시코 BIT (2000)

“법인”이라 함은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조직된
실체를 말하며, 그 일방 체약당사자 자신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한국-카타르 BIT (1999)

“법인”이라 함은 전기 일방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 본점소재지가 있고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조직된 회사･정부기관을 포
함한 공공기관･재단･조합･상사･조직체･기구･기업 또는 협회와 같은 실
체를 말한다.

한국-사우디아라비아 BIT (2002)

“투자자”라 함은
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2) 공공조직･주식회사･재단･유한회사･ 합명회사 및 협회 등과 같이 그
유한책임의 여부나 영리추구의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법령에 따라 조직･
설립되고, 법인으로 인정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나.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의 경우에는
(2) 주식회사･기업･협동조합･유한회사･합명회사･사무소･조직･기금･기
구･협회 및 기타 유사한 실체 등과 같이 유한책임의 여부나 법인격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국내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그 영역 안에 주사무소가
소재한 모든 실체
(3) 사우디아라비아 통화청･공공기금 및 기타 사우디아라비아에 존재하
는 유사한 공공조직 등과 같은 공공금융조직･공공기관 및 정부기관을
말한다.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국

III. 국제법상 공기업을 결정하는 요소

가의 소유 및 통제는 무엇을 의미하며, 그 판단기
준은 무엇인지 항목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1. 기업에 대한 국가의 소유 및 통제의 의미
기업에 대한 국가의 소유 및 통제의 의미를 확인

20) 이 표의 출처는 장석영, 뺷국제투자중재에서의 공기업 관련
국제법적 문제뺸,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19년, 18-21
쪽이며, 저자가 한국이 체결한 BIT 국문본과 영문본을 함
께 검토하여 작성한 것이다.

하기 위해서는 국제법 및 국내법상 이에 대해 규정
하고 있는 경우를 비교,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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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약에서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는

하고 있다.24) 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률 시행령｣에 따르면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기관

on Trade in Services, 이하 ‘GATS’) 제28조 제(n)

을 지배할 수 있는 경우,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

호가 있다. 이에 따르면 기업의 소유는 50% 이상

원의 과반수 임명에 관여하는 경우, 예산 또는 사

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경우를 의미하며,

업계획 등을 승인하는 경우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

기업의 통제는 과반수의 임원을 임명할 권한을 가

보하고 있다고 본다.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지고 있거나 기업의 활동을 지시할 법적 권한을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 지배력의 확보”

갖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21) 이는 기업의 소유

라는 문구는 정부가 과반수에 못 미치는 지분을

와 통제의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이

갖고 있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는 경

를 통해 두 개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우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기업에 대한 “통제”와 같

이와 관련하여서는 OECD 공기업 지배구조 지

은 의미로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외국인투자심

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이 지침에 의하면 국가의 소유권 행사
는 통제의 한 방식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기업이 국가의 통제 하에 있는지 여부는 국가가
과반수의 의결권 지분을 보유한 최종적인 수혜자
이거나 소량의 주식만으로 동등한 정도의 통제
(equivalent degree of control)를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22) 동등한 정도의
통제의 예로는 법률 또는 기업 정관에 따라 국가가
소량의 지분만을 갖고도 기업 또는 그 이사회에 지
속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23) 이는 과
반수의 주식 보유, 과반수의 의결권 행사 통제, 이
사회 구성원 다수의 임명권을 언급한 TPP, TTIP,
USMCA의 관련 규정과 유사한 면이 있다.
국내법의 경우, 한국은 공기업을 공공기관(public
institution)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에서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률에서는 “사실상 지배력의 확보”라는 표현
을 제4조 제1항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사용
21) GATS 제28조 제(n)호
(n) a juridical person is:
(i) “owned” by persons of a Member if more than 50 per
cent of the equity interest in it is beneficially owned by
persons of that Member;
(ii) “controlled” by persons of a Member if such persons have
the power to name a majority of its directors or otherwise
to legally direct its actions.
22) OECD, supra note 18, p. 14.
2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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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61호) 제4조 [공
공기관] 제1항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
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
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
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 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
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
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
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
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
으로 또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 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
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사실상 지배
력 확보의 기준]
법 제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사실상 지배력
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
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당해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
여하는 경우
3.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당해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는 경우.

국제법상 공기업의 개념에 관한 소고

의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분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사실상 통

United States, CFIUS)는 미국연방규정집(Code of

제권이 없는 경우에는 공기업으로 보지 않

Federal Regulations)에서 기업에 영향을 미칠만

는다고 덧붙이고 있으며,27) 국제연합무역개

한 중요한 문제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결정 또

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는 지시할 권한을 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로 보

and Development, 이하 ‘UNCTAD’)의 세계

고 있다.26)

투자동향(World Investment Report)에서도

종합해보면, 국가의 소유권 행사는 통제를 나타

국가 통제와 관련하여 10% 이상의 의결권

내는 한 방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국가가

주식을 보유하거나 정부가 유일한 대주주인

반드시 기업 주식을 전부 또는 과반수 보유해야만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28)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소수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통제를 행사하고 있다면

(2) 국가가 소수 지분만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기업은 공기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국가가 가

과반수의 임원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 등 이

진 기업에 대한 소유권이 기업에 통제를 행사하기

사회를 지속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기업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에 대한 통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회가 아니라도 그와 동등한 행정, 운영 및

2. 통제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

감독기관의 구성원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
면 같은 효력을 가질 것이다. 유럽의회(EC)

기업에 대한 통제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기업에

의 공기업에 관한 한 보고서에서도 통제 행

대한 지분 소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

사의 유형으로 이사회 또는 주요 인사의 대

기 쉽지만, 소유권 행사만이 기업에 대한 국가의

다수를 임명 또는 지위 박탈하거나 이들에

통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통제는 다양한 방식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에 대해서 언급

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통제

하고 있다.29)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소유 지분뿐만 아니라 전반
적인 통제 정도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

(3) 국가가 기업의 주요 결정 또는 계획 등을

제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결정하거나 지시할 권한이 있다는 것 또한

수 있다.

국가의 통제를 보여준다. 소유 지분을 통해
50%를 초과하는 의결권의 행사를 통제하

(1) 정부가 기업 지분의 전부 또는 과반수를 보

거나, 다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기업

유하거나,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문제를 직접 또

에는 비교적 명확하게 기업에 대한 국가의

는 간접적으로 결정 또는 지시할 권한이 있

통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

거나, 예산 또는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는 경

부가 기업의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

우도 같다고 할 수 있다. 국제연합(United

우에도 최소한의 지분은 보유할 것을 요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OECD 공기업 지
배구조 지침에서는 정부가 10% 미만의 지
26) Paul Rose, “US Regulation of Investment by State-Controlled
Entities” 31:1 ICSID Review-Foreign Investment Law Journal
77 (2016), pp. 79-80.

27) OECD, supra note 18, p. 15.
28)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6: Investor Nationality:
Policy Challenges (UN, 2016), p. 3.
29) European Commission, “State-Owned Enterprises in the EU:
Lessons Learnt and Ways Forward in a Post-Crisis Context”
(2016),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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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s)의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이를 국제법상 공기업의 일반적 정의라고 할 수

Accounts, SNA)에서도 통제의 의미를 기

는 없지만 국제법상 공기업의 개념 및 범위에 대

업의 일반적 정책 또는 계획을 결정할 권한

해 어느 정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으로 정의하고

있다.30)

그리고 이에 따르면 기업이 국내법상 공기업에 해
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국제법상 공기업으로 분류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국내법상 공

IV. 결론

기업은 국제법 적용과 관련하여 민간기업, 공기
업, 국가기관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국내법에서는 어느 기업이 공기업에 해당하는

따라서 국내법상 분류와는 관계없이 관련 조약의

지 여부가 명확하지만 국제법상 공기업의 정의는

규정과 국가의 기업 통제 여부를 검토하여 그 법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국내법상 공기업이 항상

적지위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같은 분류

국제법상 공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

에 따라 적용 법규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

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

로 조약을 체결할 때 공기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공기업에 관

국가의 소유권 및 통제를 판단하는 기준을 자세히

한 정의를 담고 있는 국제문서에서 어떤 내용으로

설명하여 공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이를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국제법상 공기업

것이다.

을 판단하는 요소인 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특히 공기업이 국제법상 국가기관으로 여겨지
는 경우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한국의

먼저 공기업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규정 내용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 모두 상이하지만 유사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기업이 경우에 따라서는

으며, 대체로 국제법상 공기업을 결정하는 요소로

국제법상 국가기관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다. 이

기업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 및 통제를 언급하고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의 행위가 모두 국가의 행위

있다. 그렇다면 기업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 및 통

로 간주되어 공기업의 행위로 인해 그 국적국을

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되는데, 기업에 대

상대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2018

한 국가의 소유권 행사는 궁극적으로 기업에 대한

년 6월 Dayyani v. Korea 사건에서 공기업의 행위

통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국가의 통제 여

로 인해 국제투자중재 피신청인이 되어 불리한 중

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국가

재판정을 받은 경험이 있으므로 국제법적인 시각

가 (1) 과반수의 지분 또는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에서 한국 공기업의 범위와 법적지위를 검토하여

있는 경우, 그리고 소수 지분만을 갖고 있더라도

공기업의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제분쟁에

(2) 과반수의 임원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 등 이사

대비해야 할 것이다.

회를 지속적으로 통제할 수 있거나, (3) 주요 계획
을 결정 또는 지시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
가 해당 기업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
므로 그 기업은 공기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0) OECD, The Size and Sectoral Distribution of SOEs in OECD
and Partner Countries (OECD Publishing, 2014),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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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총회 문서

I. 주요 결의
제73차 유엔총회 회기 중 2018년 12월부터 2019
년 2월 사이에 채택된 국제법 관련 주요 결의는
다음과 같다.
- 해양 및 해양법에 관한 결의
-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맥락에서 법의 지배, 범
죄 예방 및 형사사법에 관한 결의

2.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맥락에서 법의 지배,
범죄 예방 및 형사사법에 관한 결의(The
rule of law,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in the contex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RES/73/185)
유엔총회는 2018년 12월 17일 지속가능발전목
표의 맥락에서 법의 지배, 범죄 예방 및 형사사법
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총회는 유엔 회원국들

- 국내 및 국제 차원의 법의 지배에 관한 결의

이 법의 지배, 범죄 예방 및 형사사법과 발전의 교

- 국제조약 체제 강화 및 증진에 관한 결의

차적 성질을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2030 지속가능

- 국제법위원회 제70차 회기 보고서에 관한

발전의제의 이행과 관련된 약속을 반복하면서 그

결의

러한 연계와 상호관계가 과 관련하여, 특히 지속가
능개발목표 16의 달성과 관련하여 적절히 다루어
지고 더욱 상세히 전개해 나갈 것을 권고하였다.

II. 주요 내용
1. 해양 및 해양법에 관한 결의(Oceans and
the law of the sea, A/RES/73/124)

총회는 또한 회원국, 국제기구 및 관련 이해관계자
모두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에 지속가능발전목표 16의 맥
락에서 범죄 예방 및 형사사법 진흥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회원국 및

유엔총회는 2018년 12월 11일, 해양 및 해양법

여타 기금지원자에게 유엔의 규칙과 절차에 따라

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 결의는 서문을 포

동 결의에 명시된 목적을 위한 예산외 자원을 제공

함하여 본문 17장, 374항 및 부속서로 구성(총 58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쪽)되며 유엔해양법협약이 1994년 발효한 뒤 1997
년(제52차 회기)부터 “Oceans and (the) Law of the
Sea”라는 제목으로 해마다 채택되는 결의이다. 유
엔총회는 동 결의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해양 분야
에서 발생한 국제적 분쟁 및 이슈, 국제기구의 활
동을 총 결산하고 평가하였다.

3. 국내 및 국제 차원의 법의 지배에 관한
결의(The rule of law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A/RES/73/207)
유엔총회는 2018년 12월 20일 국내 및 국제 차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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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법의 지배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고, 제6위원

이 유엔 회원국들에게 유용하고, 그들의 의무 이행

회에 법의 지배와 유엔의 세 기둥(인권, 평화와 안

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한

보, 발저) 사이의 연계를 발전시키는 방법과 수단

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에 대한 지속적 고려를 요청하였다. 총회는 또한
법의 지배를 진전시키는데 있어 다자 및 양자 조약
의 역할을 인식하고, 조약의 체결이 국제협력에 이
익이 되는 분야에서는 국가들이 조약 체결의 촉진
을 더 고려할 것을 장려하였다. 아울러 사무총장에
게 국제적 차원의 법의 지배를 촉진하기 위한 대화
를 지속할 것을 요청하였다.

4. 국제조약 체제 강화 및 증진에 관한 결의
(Strengthening and promoting the
international treaty framework,
A/RES/73/210)

5. 국제법위원회 제70차 회기 보고서에 관한
결의(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work of its
seventieth session, A/RES/73/265)
유엔총회는 2018년 12월 22일, 국제법위원회
가 총회에 제출한 제70차 회기 보고서에 관한 결
의를 채택하였다. 총회는 “국제법위원회 70년 –
미래를 위한 균형”(70 years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 Drawing a balance for the future)
이라는 주제로 뉴욕과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법
위원회 70주년 기념 행사를 환영하며, 국제법위원

유엔총회는 2018년 12월 20일 국제조약 체제

회 제70차 회기의 작업 내용에 대한 감사를 표하

강화 및 증진에 관한 결의를 통해 ｢유엔헌장 제

고, 국제법위원회에 정부의 의견과 견해를 고려하

102조 실행을 위한 규칙｣(Regulations to give effect

여 진행중인 작업 주제를 계속해서 진행할 것을

to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권고하였다. 아울러 총회는 결의를 통해 국제법위

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규칙은 2019년 2월 1일부

원회가 2018년 12월 3일까지 정부 견해를 요청한

터 적용된다. 총회는 유엔헌장 제102조를 상기하

주제에 관해 각국 정부가 특히 주목해줄 것을 환기

며, 조약의 등록, 공표 및 접근가능성의 중요성을

하였다.

재확인하고 ｢유엔헌장 제102조 실행을 위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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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안전보장이사회 문서

I. 주요 결의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유엔 원조의
일관성과 효과를 향상시킬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 사이에 안전보장

청하였다.

이사회가 채택한 국제법 관련 주요 결의는 다음과
같다.

2. 중동 상황 결의 (The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S/RES/2451 (2018))

-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결의
- 중동 상황 결의(예멘)

안보리는 2018년 12월 21일 예멘 휴전을 감시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상황 결의

하기 위한 선발대 파견을 골자로 하는 결의를 채택

-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유엔과 지역

했다. 안보리는 동 결의에서 예멘정부와 후티정부

및 소지역기구 간의 협력-아프리카 내 분쟁의

가 유엔의 중재 아래 2018년 12월 6일~13일 스웨

종식

덴에서 열린 평화회담에서 호데이다 주의 휴전과
3주 내 동시 철군을 합의한 것을 환영하였다. 휴전
합의는 12월 18일부터 발효됐다. 안보리는 동 결

II. 주요 내용
1.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결의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S/RES/2447 (2018))
안보리는 2018년 12월 13일 유엔 평화유지활동
에 관한 결의를 통해 평화유지활동과 특별경찰임

의를 통해 사무총장에게 동 결의 채택 후 30일 동
안 스톡홀름협정의 즉각적인 이행을 지원하고 촉
진하며 모니터링할 선발팀을 구성하고 배치할 권
한을 부여하였다.

3.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상황 결의 (The
situation in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S/RES/2454 (2019))

무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최대화 위해 평화유지활
동 전반에 대한 검토를 사무총장에게 요청하였다.

안보리는 2019년 1월 31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안보리는 국가의 경찰, 사법 및 교정(corrections)

상황에 관한 결의 채택을 통해 중앙아프리카공화

의 재건과 회복을 지원하고, 평화유지활동과 특별

국에 대한 무기금수조치를 1년간 연장하였다. 안

경찰임무의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평화유

보리를 다만 동 결의에서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지임무 및 특별경찰임무의 시작시점부터 경찰, 사

국방분야 개혁, 군축, 철수, 전투부대의 통합과 동

법 및 교정 분야에 대한 유엔의 지원을 통합하는

원해제, 무기와 탄약에 대한 관리에 대한 명확하고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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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할 수 있는 벤치마크를 4월 30일까지 수립할

안보리는 2019년 2월 27일, 아프리카에서의 국

경우 중앙아프리카에 대한 무기금수조치를 재검

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지역 및 소지역기구

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사무총장

간의 협력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안보리는 유

이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개인에 대한

엔과 아프리카연합(AU) 사이의 협력이 진전을 이

수입금지나 제재 등에 대해 7월 31일까지 조사하

룬 것을 환영하며, 아울러 2020년까지 아프리카

고 그 결과에 따라 개인에 대한 제재를 조정하기로

내 모든 분쟁의 종식(Silencing the Guns in Africa

하였다. 또한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중앙아프리카

by the Year 2020) 목포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

에 대한 무기금수조치를 9월 30일까지 재검토하

해 필요한 조치가 담긴 마스터 로드맵 등, 아프리

기로 결정하였다.

카에서의 갈등을 제거하고 이 지역의 성장, 개발
및 통합에 유리한 여건 조성을 위한 아프리카 연합

4.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유엔과 지역
및 소지역기구 간의 협력-아프리카 내
분쟁의 종식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regional
and subregional organizations in
maintain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 Silencing the guns
in Africa, S/RES/245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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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정을 환영하였다. 안보리는 또한 유엔과 아프
리카연합이 예방과 중재에서 평화 유지와 평화 구
축, 분쟁 후 회복과 개발에 이르기까지 갈등에 관
한 가능한 대응 범위 전반에 걸쳐 상호지지적 방식
을 통해 각자의 임무를 조율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을 장려하면서 유엔과 아프리카의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였다.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UN 사무총장

I. 국제법 관련 보고서

and protection of all human rights)에서 별도로 언
급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국제법 관련 유엔의 업무

이번호에서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 사

내용에 대해 “국내 사법당국에 대한 지원”(Support

이에 발표된 국제법 관련 유엔사무총장 보고서를

for domestic judicial authorities), “국제법원과 재

소개한다.

판소”(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국제법
의 증진”(Promotion of international law) 등 크게

- 2018년 유엔 사무총장 연례보고서

세 가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먼저 국내 당국에

- 모든 국가에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대한 지원에서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특별형사

실현의 문제 :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포

법원의 운영 지원, 콩고민주공화국의 군사 사법제

용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데 있어 경제적, 사회

도에 대한 지원 및 아프카니스탄에서의 유엔지원

적 및 문화적 권리의 역할에 관한 보고서

하의 전문 법원 및 검찰청의 부패 퇴치 노력, 다르
푸르의 농촌 법원 지원 등을 소개했다. 다음으로

II. 주요 내용
1. 2018년 유엔 사무총장 연례보고서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Work of the Organization
2018, A/73/1 (2018)) - <Chapter
2: F> “사법정의와 국제법의 증진”
(Promotion of justice and
international law)
2018년 제73차 유엔총회를 위한 유엔사무총장
연례보고서는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법 관련 유엔의 업무에 대해서는 <Chapter 2:
F>의 “사법정의와 국제법의 증진”(Promotion of
justice and international law)에서 다루고 있다. 국
제법과 긴밀히 연관되는 인권 관련 업무 내용은
<Chapter 2: D>의 “인권의 증진과 보호”(Promotion

국제법원과 재판소에서는 유엔 총회가 국제사법
재판소에 요청한 차고스제도에 관한 권고적 의견
에 대해 언급하고, 구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
(ICTY)의 업무 종료, 남수단혼합법원의 설립을
위한 기술지원 등에 대해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국제법의 증진에서는 유엔 국제법시청각도서관의
강좌, 국제법위원회 창립 70주년 기념 등을 언급
했다.

2. 모든 국가에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실현의 문제 :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포용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데
있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역할에 관한 보고서 (Question of the
realiza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all countries:
the role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empowering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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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and ensuring inclusiveness
and equality, A/HRC/40/29,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
이 보고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37/13을 통
해 사무총장에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실현의 문제에 대해, 특히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
하고 포용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데 있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제출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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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19년 1월 23일 배포). 이 보고서에서 사무총
장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사회 내의
불평등과 권력 불균형의 근본 원인 사이의 연관성
을 규명했다. 아울러 본 보고서에서 사무총장은 보
다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국가 및 기타 이해관계
자들에게 지침을 제공함에 있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및 기타 관련 인권의 규범적 틀의 가
치를 고려하였다.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UN 국제법위원회 문서

○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제71차 회기

armed conflicts(무력충돌 관련 환경보호).
5. Peremptory norm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일반국제법의 절대규범(강

국제법위원회는 2018년 12월 22일 유엔총회 결
의 73/265에 따라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2019년
4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그리고 7월 8일부터

행규범)).
6.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State responsibility(국가책임의 승계).

8월 9일까지(총 11주) 국제법위원회 제71차 회기

7. General principles of law(법의 일반원칙).

를 개최한다.

8. Programme, procedures and working methods
of the Commission and its documentation.

제71차 회기에서 다뤄질 주제는 다음과 같다.

9. Date and place of the seventy-second session.
10. Cooperation with other bodies.

1. Organization of the work of the session.

11. Other business.

2. Immunity of State officials from foreign
criminal jurisdiction(외국형사재판관할권으
로부터 국가공무원 면제).
3. Crimes against humanity(인도에 반하는 죄).

* 국제법위원회 제71차 회기 문서는
http://legal.un.org/ilc/sessions/71/docs.shtml
에서 열람 가능하다.

4.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relatio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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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국제사법재판소)
- ICJ, 카리브 해의 주권적 권리와 해양공간에 대한 위반 주장 (니카라과 v. 콜롬비아) 사건에서 콜롬비아의 반소
(counter-claims)에 대해 니카라과의 추가 서면소송서류 제출을 허가
ICJ는 2018년 12월 4일자 명령에 따라 카리브 해의 주권적 권리와 해양공간에 대한 위반 주장 (니카
라과 v. 콜롬비아) 사건에서 콜롬비아가 제출한 4개의 반소(counter-claims)에 대해 니카라과가 추가
서면소송서류을 제출하도록 허가하였다. 추가 서면소송서류의 제출 기한은 2019년 3월 4일까지이다.
후속 절차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였다.
사건의 과정을 살펴보면, 2013년 11월 26일, 니카라과는 “영토 및 해양 분쟁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니카라과 v. 콜롬비아)”사건의 2012년 11월 19일자 판결에 의해 선언된 니카라과의 주권적
권리와 해양지대에 대한 침해와 이러한 침해를 실행하기 위한 콜롬비아의 무력 사용 위협에 대한 분쟁
과 관련하여 콜롬비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콜롬비아는 2014년 12월 19일, ICJ의 관할권 존부
에 대한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였다. 2016년 3월 17일, ICJ는 카리브 해의 주권적 권리와 해양공간에
대한 위반 주장 (니카라과 v. 콜롬비아) 사건에 대해 콜롬비아가 제기한 선결적 항변에 대하여, ｢보고타
규약｣(the Pact of Bogotá)1) 제31조에 따라 ICJ가 관할권을 갖는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콜롬비아는 2016년 11월 17일 4개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첫 번째는 카리브해 남서부의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니카라과의 주의의무 위반 혐의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San Andrés
Archipelago 지역 주민의 건강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니카라과의 주의의무 위반 혐의에 관한 것이다. 세 번째는 San Andrés Archipelago 지역 주민이
갖는, 그들의 전통적인 어업 구역에 접근하고 이용하기 위한 관습적인 영세어업권을 니카라과가 침해한
혐의에 관한 것이고, 네 번째는 콜롬비아의 주장에 따르면, 니카라과가 직선기선을 설정하고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니카라과의 내수와 해역을 확장하는 효과를 야기한 법령 제33-2013호(2013
년 8월 19일 채택)에 관한 것이다.
ICJ는 주문에서 콜롬비아가 제기한 첫 번째와 두 번째 반소는 15대 1로의 결정으로 이 소송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수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세 번째 반소는 11대 5로 이 소송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수리가능하며, 네 번째 반소는 9대 7로 이 소송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수리가능하다고 결정하였다.
ICJ는 만장일치로 이 사건에 대한 니카라과의 항변서(Reply)와 콜롬비아의 재항변서(Rejoinder)의
제출을 지시하고, 니카라과의 항변서는 2018년 5월 15일까지, 콜롬비아는 2018년 11월 15일까지 제출
기한을 정한 바 있다.

< 관련보도자료 >

1) 1948년 콜롬비아의 보고타에서 개최된 제9회 미주국제회의에서 미주기구헌장과 함께 4월 30일에 채택되고, 1949년 5월 6일
발효되었다. 정식명칭은 ‘평화적 해결에 관한 미주조약’(American Treaty on Pacific Settlemen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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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 ICJ, 카리브 해의 주권적 권리와 해양공간에 대한 위반 주장 (니카라과 v. 콜롬비아) 사건에서 콜롬비아의
반소(counter-claims)에 대해 니카라과의 추가 서면소송서류 제출을 허가

No. 2018/59
13 December 2018
Alleged Violations of Sovereign Rights and Maritime Spaces in the Caribbean
Sea (Nicaragua v. Colombia)
The Court authorizes the submission by the Republic of Nicaragua of an additional pleading
relating solely to the counter-claims submitted
by the Republic of Colombia
THE HAGUE, 13 December 2018. By an Order dated 4 December 2018,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authorized the submission by the Republic of
Nicaragua of an additional pleading relating solely to the counter-claims submitted by the Republic of
Colombia in the case concerning Alleged Violations of Sovereign Rights and Maritime Spaces in the
Caribbean Sea (Nicaragua v. Colombia). The Court fixed 4 March 2019 as the time-limit for the filing of that
pleading.
The Court made the Order taking account of the views of the Parties. The subsequent procedure has
been reserved for further decision.
___________
History of the proceedings
The history of the proceedings can be found in the Annual Report of the Court for 2017-2018
(paragraphs 117-130) and in Press Release No. 2017/35 of 20 November 2017, available on the Court’s
website (www.icj-cij.org).
___________
The full text of the Order can also be found on the Court’s website.
___________
Note: The Court’s press releases are prepared by its Registry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do not
constitute official documents.
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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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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Residual
Mechanism for Criminal Tribunals (IRM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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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콩고 영토에서의 무력행위(콩고민주공화국 v. 우간다) 사건 배상 문제에 대한 공개심리 개최
ICJ는 2019년 3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 콩고 영토에서의 무력행위(콩고민주공화국 v. 우간다)
사건의 배상 문제에 대한 공개심리를 헤이그 평화궁에서 개최한다.

< 관련보도자료 >

No. 2019/1
29 January 2019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Uganda)
The Court to hold public hearings on the question of reparations
from Monday 18 to Friday 22 March 2019
THE HAGUE, 29 January 2019.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will hold public hearings on the question of reparations in the case concerning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Uganda) from Monday 18 to
Friday 22 March 2019,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the seat of the Court.
___________
Schedule for the hearings
First round of oral argument
Monday 18 March

10 a.m.-1 p.m.: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3 p.m.-4.30 p.m.: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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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20 March

10 a.m.-1 p.m.: Uganda
3 p.m.-4.30 p.m.: Uganda

Second round of oral argument
Thursday 21 March

3 p.m.-6 p.m.: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Friday 22 March

3 p.m.-6 p.m.: Uganda
___________

History of the proceedings
The history of the proceedings can be found in paragraphs 72-82 of the Court’s Annual Report for
2017-2018, which is available on the Court’s website (under the headings “The Court/Annual Reports”).
___________
Multimedia
The hearings will be streamed live and on demand (VOD) on the Court’s website (https://www.
icj-cij.org/en/multimedia-index) as well as on UN web TV, the United Nations online television channel. Still
photographs of the event will be posted on the first day of the hearings on the ICJ website, as well as on the
Court’s Twitter feed (@CIJ_ICJ). Selected high-resolution video footage (b-roll) of the event will be
available for TV use on the Court’s website on the same day.
All the photographs and videos made available to the media by the ICJ are free of charge and free of
copyright for editorial, non-commercial use.
For information regarding the accreditation/admission procedures for these hearings as well as the
video streaming options (low and high resolution) and practical information for the media, please see below.
___________
A. Admission procedures
Owing to the limited number of seats available in the Great Hall of Justice, priority access will be given
to representatives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case, and to members of the diplomatic corps.
1. Members of the diplomatic cor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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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ormation Department requests members of the diplomatic corps who plan to attend the
hearings to notify it accordingly before Friday 1 March 2019 at midnight (The Hague time), by e-mail to
confirmation@icj-cij.org.
2. Members of the public
A number of seats will be allocated to members of the public 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There
will be no advance registration procedure, and admission requests submitted beforehand will not be
considered.
3. Media representatives
Media representatives are subject to a compulsory online accreditation procedure, which will close at
midnight on Friday 1 March 2019 (The Hague time). Requests submitted after this deadline will not be
considered. The Information Department reserves the right to close the procedure prior to this date if the
number of accredited members of the media reaches the maximum capacity of the press room.
B. Further practical information for the media
1. Verbatim records of the hearings
Verbatim records of the pleadings will be published on the Court’s website. Upon the conclusion of the
hearings, a press release will be issued presenting the submissions of the Parties.
2. Entry to the Peace Palace
The Press Room is open one hour prior to the start of hearings and closes one hour after they conclude.
Accredited media representatives must bring with them their personal ID and press card, and are asked to
arrive at the Peace Palace between one hour and 30 minutes before the start of the hearings. Only duly
accredited individuals with valid identification will be permitted to enter the Peace Palace grounds.
3. Parking at the Peace Palace, satellite vehicles
No parking is allowed in the Peace Palace grounds apart from satellite vehicles. Media wishing to park
satellite vehicles are requested to fill in the appropriate fields in the online accreditation form. Televised
media wishing to broadcast the sitting live should contact the Information Department as a matter of urgency.
Satellite vehicle technicians/drivers will be informed in due course of the access times for the Peace Palace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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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ccess to the courtroom
Photographers and camera crews will only be permitted to enter the room for a few minutes at the start
of the first round of oral argument of each Party. They will be accompanied by Registry staff members and
must keep to the right-hand side of the room. Journalists will be able to follow the hearings from the Press
Room.
5. Press Room
The hearings will be transmitted live on a large screen, in English and French, in a press room equipped
with a shared Internet access (Wi-Fi, Ethernet). TV crews can connect to the Court’s PAL (HD and SD) and
NTSC (SD) audio-visual system and radio reporters to the audio system.
6. Other media services
For further practical information (on requests for interviews, TV stand-up positions, audio and video
outputs available, etc.), please visit the Court’s website. Click on “Press Room”, and then on “Media
Services”.
___________
Note: The Court’s press releases are prepared by its Registry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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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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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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Residual
Mechanism for Criminal Tribunals (IRM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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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이란 자산(이란 v.미국) 사건에서 미국의 선결적 항변에 대해 판결
ICJ는 2019년 2월 13일, 특정 이란 자산(이란 v.미국) 사건에서 미국이 제기한 선결적 항변에 대해
이란이 신청 일부에 대해 ICJ는 재판관할권이 있으며, 이란의 신청은 수리가능하다고 판결하였다.
먼저, 미국이 이란의 자산을 동결시킨 조치가 ｢1955년 미국-이란 우호, 경제관계 및 영사권 조약｣(이
하 1955년 우호조약) 위반이라는 이란의 주장에 대해 미국은 1955년 우호조약 적용의 예외 사유인
제20조(1)(c)(무기의 생산, 거래 및 전쟁을 규제하는 조치)과 제20조(1)(d)(국제평화와 안보의 유지 및
회복 또는 핵심적인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근거하여 미국의 조치는 조약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ICJ는 제20조(1)(d)가 ICJ의 재판관할권을 제한하지는 못
한다는 이전 사건(Oil Platforms 사건 등)에서의 판단을 상기하면서 본 사건에서 이를 달리 판단할 이유
가 없다고 보았으며, 제20조(1)(c)에 대해서도 제20조(1)(d)와 동일한 해석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ICJ는
이에 미국의 첫 번째 항변에 대해 각하하였다.
두 번째로 주권 면제에 근거한 이란의 주장에 대한 미국의 재판관할권 항변에 대해, ICJ는 국제관습법
에 근거한 주권면제의 위반을 주장하는 이란의 청구는 1955년 우호조약의 해석 및 적용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1955년 우호조약의 재판조항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미국의 항변을 받아들였다.
세 번째로 이란중앙은행(Markazi 은행) 관련하여 미국이 1955년 우호조약 제3･4･5조를 위반하였다는
이란의 주장에 대한 미국의 재판관할권 항변에 대해서는, 1955년 우호조약 제3･4･5조가 “회사” (company)
에 대한 권리와 보호를 보장한다고 언급하면서, 이 사안에서 Markazi 은행이 조약상의 “회사”인지 여부
가 문제된다고 보았다. ICJ는 현 시점에서 Markazi 은행의 활동이 조약상 “회사”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실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고 이 부분은 본안(merits)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오로지 선결적 성격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ICJ는 미국의 세 번째 항변에 대해 각하하였다.
재판의 수리가능성(admissibility)에 대한 미국의 항변 중 절차남용(abuse of process)에 대해서 ICJ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절차남용을 근거로 소의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는 이전의 판단을 상기하면서
이번 이란의 신청이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미국의 항변을 각하였다. 재판의 수리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Unclean hands” 주장(이란은 국제핵테러를 후원하고 지원했으며, 핵비확산, 탄도미사일,
무기밀거래, 반테러리즘 의무를 위반한 조치를 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clean hands” 독트린에 근거
한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러한 판단이 미국의 주장
(이란은 국제핵테러를 후원하고 지원했으며, 핵비확산, 탄도미사일, 무기밀거래, 반테러리즘 의무를 위
반한 조치를 취했다는 주장)을 판단한 것은 아니며, 이는 본안에서 다툴 문제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ICJ는 미국의 재판의 수리가능성(admissibility)에 대한 두 번째 항변도 각하하였다.
사건의 진행을 살펴보면, 2016년 6월 14일 이란은 미국을 상대로 1955년 우호조약을 미국이 위반하
였다는 주장과 관련한 분쟁을 ICJ에 신청하였다. 이란은 주장에 따르면, 미국은 수년간 이란을 테러
후원 국가로 지목하고 이란 및 이란중앙은행을 포함한 이란 국적의 기관의 자산과 이익을 미국의 통제
하에 두는 수차례의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조치에 대해 이란과 이란 국적
기관은 수차례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미국법원은 이 재산이 1955년 우호조약과 미국 국내법에 근거하
여 면제를 향유한다는 이란중앙은행의 주장을 계속해서 기각하였다. 미국은 이미 미국내 이란 관련
자산을 동결시켰으며, 미국법원은 이란에게 수차례의 테러―주로는 미국 밖에서 발생한―에 가담한
혐의로 560억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부과하였다. 이란은 미국의 이러한 조치와 결정이 1955년 우호조약
의 여러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란의 제소에 대해 2017년 5월 1일 미국은 신청의
수리가능성(admissibility)과 재판관할권에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였다. ICJ는 특정 이란 자산(이란 v.미
국) 사건의 선결적 항변에 관한 공개심리를 2018년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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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보도자료 >

No. 2019/3
13 February 2019
Certain Iranian Assets (Islamic Republic of Iran v.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Court finds that it has jurisdiction to entertain part of the Application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that the Application is admissible
THE HAGUE, 13 Febr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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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the case concerning Certain Iranian Assets (Islamic Republic of Iran v. United States of
America), in which it finds that it has jurisdiction to entertain part of the Application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that the Application is admissible.
History of the proceedings
The Court begins by recalling that, on 14 June 2016,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hereinafter “Iran”)
instituted proceedings agains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ereinafter the “United States”) with regard to a
dispute concerning alleged violations by the United States of the Treaty of Amity, Economic Relations, and
Consular Rights, which was signed by the two States in Tehran on 15 August 1955 and entered into force on
16 June 1957 (hereinafter the “Treaty”). The Court further recalls that, on 1 May 2017, the United States
raised preliminary objections to the admissibility of the Application and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I. FACTUAL BACKGROUND
The Court notes that Iran and the United States ceased diplomatic relations in 1980, following the
Iranian revolution in early 1979 and the seizure of the United States Embassy in Tehran on 4 November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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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ctober 1983, United States Marine Corps barracks in Beirut, Lebanon, were bombed, killing 241 United
States servicemen who were part of a multinational peacekeeping force. The United States claims that Iran is
responsible for this bombing and for subsequent acts of terrorism and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Iran
rejects these allegations. In 1984, the United States designated Iran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a
designation which has been maintained ever since.
In 1996, the United States amended its law so as to remove the immunity from suit before its courts of
States designated as “State sponsors of terrorism” in certain cases involving allegations of torture, extrajudicial
killing, aircraft sabotage, hostage taking, or the provision of material support for such acts; it also provided
exceptions to immunity from execution applicable in such cases. Plaintiffs then began to bring actions against
Iran before United States courts for damages arising from deaths and injuries caused by acts allegedly
supported, including financially, by Iran. These actions gave rise in particular to the Peterson case, concerning
the above-mentioned bombing of the United States barracks in Beirut. Iran declined to appear in these
lawsuits on the ground that the United States legislation was in violation of the international law on State
immunities.
In 2002, 2008 and 2012, the United States adopted further measures to facilitate the execution of
judgments against the assets of Iran or its State entities. In particular, in 2012,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sued Executive Order 13599, which blocked all assets (“property and interests in property”) of the
Government of Iran, including those of the Central Bank of Iran (Bank Markazi) and of financial institutions
owned or controlled by Iran, where such assets are within United States territory or “within the possession or
control of any United States person, including any foreign branch”. Also in 2012, the United States adopted
the Iran Threat Reduction and Syria Human Rights Act, Section 502 of which, inter alia, made the assets of
Bank Markazi subject to execution in order to satisfy default judgments against Iran in the Peterson case.
Bank Markazi challenged the validity of this provision before United States courts;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ultimately upheld its constitutionality.
Following the measures taken by the United States, many default judgments and substantial damages
awards have been entered by United States courts against the State of Iran and, in some cases, against Iranian
State-owned entities. Further, the assets of Iran and Iranian State-owned entities, including Bank Markazi, are
now subject to enforcement proceedings in various cases in the United States or abroad, or have already been
distributed to judgment creditors.
II. JURISDICTION
The Court recalls that Iran invokes as a basis of jurisdiction Article XXI (2) of the Treaty, which
provides:
“Any dispute between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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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Treaty, not satisfactorily adjusted by diplomacy, shall be submitted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unless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agree to settlement by some other pacific
means.”
The Court observes that it is not contested that the Treaty was in force on the date of the filing of Iran’s
Application and that several of the conditions laid down by Article XXI (2) are met. However, the Parties
disagree on the question whether their dispute, in whole or in part, concerns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Treaty.
A. The first objection to jurisdiction: Iran’s claims arising from measures
taken by the United States to block Iranian assets
In its first objection to jurisdiction, the United States contends that measures blocking the assets of the
Iranian Government and of Iranian financial institutions (as defined in Executive Order 13599 and related
regulatory provisions) fall outside the scope of the Treaty by virtue of Article XX (1) (c), which states that the
Treaty shall not preclude measures regulating production or traffic in arms, ammunition and implements of
war, or by virtue of Article XX (1) (d), which states that the Treaty shall not preclude measures necessary to
fulfil the obligations of a Contracting Party for the maintenance or restoration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or necessary to protect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The Court recalls that it has previously considered that Article XX (1) (d) did not restrict its
jurisdiction but was confined to affording a possible defence on the merits. The Court sees no reason in the
present case to depart from its earlier findings. Moreover, it considers that this same interpretation also applies
to Article XX (1) (c). The Court therefore rejects the first objection to jurisdiction raised by the United States.
B. The second objection to jurisdiction: Iran’s claims
concerning sovereign immunities
In its second objection to jurisdiction, the United States asks the Court to dismiss “as outside the
Court’s jurisdiction all claims, brought under any provision of the Treaty of Amity, that are predicated on the
United States’ purported failure to accord sovereign immunity from jurisdiction and/or enforcement to the
Government of Iran, Bank Markazi, or Iranian State-owned entities”.
The Court proceeds to examine the five provisions of the Treaty on which Iran relies to assert that
sovereign immunities fall within the scope of the Treaty, namely Article IV (2), Article XI (4), Article III (2),
Article IV (1) and Article X (1). The Court concludes that the question of the United States’ respect for the
immunities to which certain Iranian State entities are said to be entitled cannot be considered as falling within
the scope of any of these provisions. Consequently, the Court finds that Iran’s claims based on the alle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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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olation of the sovereign immunities guaranteed by customary international law do not relate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Treaty and, as a result, do not come within the scope of the compromissory
clause in Article XXI (2). Thus, in so far as Iran’s claims concern the alleged violation of rules of international
law on sovereign immunities, the Court does not have jurisdiction to consider them. The Court therefore
upholds the second objection to jurisdiction raised by the United States.
C. The third objection to jurisdiction: Iran’s claims alleging violations of
Articles III, IV or V of the Treaty in relation to Bank Markazi
In its third objection to jurisdiction, the United States requests the Court to dismiss as outside its
jurisdiction all claims of purported violations of Articles III, IV or V of the Treaty that are predicated on
treatment accorded to Bank Markazi.
The Court notes that Articles III, IV and V of the Treaty guarantee certain rights and protections to,
inter alia, “companies” of a Contracting Party, and the question is thus whether Bank Markazi is a “company”
under the Treaty. Article III (1) of the Treaty defines “companies” as “corporations, partnerships, companies
and other associations, whether or not with limited liability and whether or not for pecuniary profit”, and
makes no distinct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enterprises. According to the Court, however, that definition
must be read in its context and in light of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Treaty, which show that this instrument
is aimed at affording protections to companies engaging in activities of a commercial nature. Thus, the Court
finds that an entity carrying out exclusively sovereign activities cannot be characterized as a “company”
within the meaning of the Treaty. But the Court adds that an entity engaging in both commercial and
sovereign activities should be regarded as a “company” within the meaning of the Treaty to the extent it is
engaged in commercial activities, even if they do not constitute its principal activities.
Therefore, the Court considers that it must examine Bank Markazi’s activities within the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at the time of the measures which Iran claims violated Bank Markazi’s alleged rights under
Articles III, IV and V of the Treaty. It observes that Iran’s Monetary and Banking Act, defining types of
activities in which Bank Markazi is entitled to engage, was included in the case file but was not discussed in
detail by the Parties. The Court considers that it does not have before it all fact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Bank Markazi’s activities at the relevant time would lead to its characterization as a “company”
within the meaning of the Treaty. It states that those elements are largely of a factual nature and closely
linked to the merits of the case. Therefore, it will be able to rule on the third objection to jurisdiction only
after the Parties have presented their arguments on the merits. The Court thus concludes that the third
objection to jurisdiction does not possess, in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an exclusively preliminary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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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OBJECTIONS TO ADMISSIBILITY: ABUSE OF PROCESS AND “UNCLEAN HANDS”
A. Abuse of process
The United States contends that Iran’s attempt to found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on the Treaty
constitutes an abuse of process in particular because the fundamental conditions underlying the Treaty no
longer exist between the Parties, and because Iran does not seek to vindicate interests protected by the Treaty
but rather to embroil the Court in a broader strategic dispute.
The Court recalls that it has stated in a previous case that only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should it
reject a claim based on a valid title of jurisdiction on the ground of abuse of process. In this regard, there has
to be clear evidence that the applicant’s conduct amounts to an abuse of process. The Court observes that the
Treaty was in force between the Parties on the date of the filing of Iran’s Application, i.e. 14 June 2016, and
that the Treaty includes a compromissory clause in Article XXI providing for its jurisdiction. Moreover, it
does not consider that there are exceptional circumstances which would warrant rejecting Iran’s claim on the
ground of abuse of process. The Court therefore rejects the first objection to admissibility.
B. “Unclean hands”
According to the second objection to admissibility raised by the United States, the Court should not
proceed with the case because Iran has come before it with “unclean hands”, in particular “Iran has sponsored
and supported international terrorism, as well as taken destabilizing actions in contravention of nuclear
non-proliferation, ballistic missile, arms trafficking, and counter-terrorism obligations”.
The Court notes that the United States has not argued that Iran, through its alleged conduct, has
violated the provisions of the Treaty upon which its Application is based. Without having to take a position
on the “clean hands” doctrine, the Court considers that, even if it were shown that the Applicant’s conduct was
not beyond reproach, this would not be sufficient per se to uphold the objection to admissibility raised by the
Respondent on the basis of the “clean hands” doctrine. The Court states that such a conclusion is however
without prejudice to the question whether the allegations made by the United States, concerning notably
Iran’s alleged sponsoring and support of international terrorism and its presumed actions in respect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arms trafficking, could, eventually, provide a defence on the merits. The Court
therefore rejects the second objection to admissibility.
IV. OPERATIVE CLAUSE
In its Judgment, which is final, without appeal and binding on the Parties, th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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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jects, unanimously, the first preliminary objection to jurisdiction raised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 upholds, by eleven votes to four, the second preliminary objection to jurisdiction raised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3) declares, by eleven votes to four, that the third preliminary objection to jurisdiction raised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oes not possess, in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an exclusively preliminary
character;
(4) rejects, unanimously, the preliminary objections to admissibility raised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5) finds, unanimously, that it has jurisdiction, subject to points (2) and (3) above, to rule on the
Application filed by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on 14 June 2016, and that the said Application is admissible.
Composition of the Court
The Court was composed as follows: President Yusuf; Vice-President Xue; Judges Tomka, Abraham,
Bennouna, Cançado Trindade, Gaja, Bhandari, Robinson, Crawford, Gevorgian, Salam, Iwasawa; Judges ad
hoc Brower, Momtaz; Registrar Couvreur.
*
Judges TOMKA and CRAWFORD append a joint separate opinion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Judge GAJA appends a declaration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Judges ROBINSON and GEVORGIAN
append separate opinions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Judges ad hoc BROWER and MOMTAZ append
separate opinions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___________
A summary of the Judgment appears in the document entitled “Summary No. 2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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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prepared by its Registry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do not
constitute official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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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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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Residual
Mechanism for Criminal Tribunals (IRM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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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이란 자산(이란 v.미국) 사건에서 미국의 답변서(Counter-Memorial) 제출기한 결정
ICJ는 2019년 2월 13일자 명령을 통해 특정 이란 자산(이란 v.미국) 사건에서 미국의 답변서(CounterMemorial) 제출기한을 2019년 9월 13일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같은 날 ICJ가 2016년 6월 14일 이란의
제소에 관해 ICJ가 그 신청의 일부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있음을 선언한 판결에 따른 것이다.

< 관련보도자료 >

No. 2019/7
15 February 2019
Certain Iranian Assets (Islamic Republic of Iran v. United States of America)
Fixing of time-limit for the filing of the Counter-Memorial of the United States
THE HAGUE, 15 February 2019. By an Order dated 13 February 2019,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has fixed 13 September 2019 as the time-limit
for the filing of the Counter-Memorial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the case concerning Certain Iranian
Assets (Islamic Republic of Iran v. United States of America).
This decision follows the Judgment delivered the same day, in which the Court declared that it had
jurisdiction to rule on the Application filed by Iran on 14 June 2016 — except with respect to Iran’s claims
relating to sovereign immunities and subject to the question of its jurisdiction to entertain Iran’s claims of
purported violations of Articles III, IV or V of the Treaty of Amity predicated on the treatment accorded to
Bank Markazi, questions upon which the Court will only be able to rule in the following stage of the
proceedings — and that the said Application was admissible.
The subsequent procedure has been reserved for further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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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
History of the proceedings
The history of the proceedings may be found in paragraphs 176-182 of the Court’s Annual Report for
2017-2018, and in its press releases No. 2018/52 of 12 October 2018 and No. 2019/3 of 13 February 2019,
which are available on the Court’s website (www.icj-cij.org).
___________
Note: The Court’s press releases are prepared by its Registry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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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Residual
Mechanism for Criminal Tribunals (IRM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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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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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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와 형사절차(적도기니 v. 프랑스) 사건에 대한 프랑스의 답변서 제출 기한 확정
ICJ는 2019년 1월 24일자 명령을 통해 면제와 형사절차(적도기니 v. 프랑스) 사건에 대해 적도기니의
항변서(Reply)와 프랑스의 재항변서(Rejoinder)의 제출을 지시하였다. 재판소는 서면소송서류 제출기한
을 각각 2019년 4월 24일과 2019년 7월 24일로 정하였다.
사건의 과정을 살펴보면, 2016년 6월 13일 적도기니가 프랑스를 상대로 “적도기니의 북방 및 안보를
담당하는 제2 부통령(Teodoro Nguema Obiang Mangue)의 형사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와 외교공관이
자 국가재산인 적도기니의 대사관 내에 위치한 건물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되었다. 2016년 9월 29일 적도기니는 프랑스 국내법원에 제소된 적도기니 부통령에 관한 모든
형사소송을 프랑스가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잠정조치 지시에 대한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ICJ는 2016년
12월 7일자 명령을 통해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기까지, 프랑스가 파리 포크가에 있는 적도기니의
외교사절의 주거를 위해 사용되는 건물이 불가침을 향유하기 위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2조
에서 요구하는 것과 동등한 취급을 받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잠정조치를 지시하였다.
그러나 적도기니가 요청한 형사소송 중지는 필요한 잠정조치가 아니라고 보았다. ICJ는 2017년 4월
5일자 명령을 통해 ICJ는 프랑스가 제기한 선결적 항변에 관하여 적도기니가 자신의 의견과 부탁사항을
담은 서면진술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2017년 7월 31일까지로 확정하였다. 2017년 3월 31일, 프랑스
는 ICJ의 관할권에 대해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였고 ICJ 규칙 제79조 제5항에 따라 본안 절차는 중지되
었다. 2018년 6월 6일, 재판소는 프랑스의 선결적 항변에 대해 이 사건이 파리 42Avenue Foch에 소재한
적도기니의 외교공관 건물의 지위와 관련이 있는 한 적도 기니의 신청에 따라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선택의정서에 근거하여 본 사건에 대해 재판소가 관할권을 갖는다고 결정하고 적도기니 신청의
일부를 인정하였다. 이후 재판소는 본 사건에 대한 프랑스의 답변서 제출 기한을 2018년 12월 6일로
확정한 바 있다.

< 관련보도자료 >

No. 2019/6
15 Febr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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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unities and Criminal Proceedings (Equatorial Guinea v. France)
The Court directs the submission of a Reply by Equatorial Guinea and a Rejoinder by
France and fixes the time-limits for the filing of these written pleadings
THE HAGUE, 15 February 2019. By an Order dated 24 January 2019,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has directed the submission of a Reply by the
Republic of Equatorial Guinea and a Rejoinder by the Republic of France in the case concerning Immunities
and Criminal Proceedings (Equatorial Guinea v. France).
The Court fixed 24 April 2019 and 24 July 2019 as the respective time-limits for the filing of these
written pleadings.
The Court made this Order taking into account the views of the Parties. The subsequent procedure has
been reserved for further decision.
___________
History of the proceedings
The history of the proceedings can be found in paragraphs 161-175 of the Court’s Annual Report for
2017-2018, which is available on the Court’s website.
___________
The full text of the Order made on 24 January 2019 is also available on the Court’s website.
___________
Note: The Court’s press releases are prepared by its Registry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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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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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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Residual
Mechanism for Criminal Tribunals (IRM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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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다브 사건(인도 v. 파키스탄)의 준비서면과 답변서 제출기한 확정
2018년 2월 18일 헤이그 평화궁에서 시작된 자다브 사건(인도 v. 파키스탄)에 대한 공개심리가 2019
년 2월 21일 종료되었다. ICJ는 이제 심의(deliberation)를 시작한다. 사건의 진행을 살펴보면, 2017년
5월 8일 인도는 파키스탄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인도 국적의 자다브와 관련하여 파키스탄이 1963년
뺷영사관계에관한 비엔나협약뺸 제36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파키스탄을 상대로 ICJ에 제소하였다.
또한 인도는 같은 날, 자다브의 사형 집행 중지를 요청하는 잠정조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7년
5월 18일, ICJ는 만장일치로 자다브 사건(인도 v. 파키스탄)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파키스탄 정부
는 인도 국적의 자다브의 사형 집행을 중지하라는 잠정조치를 지시하였다. ICJ 이번 잠정조치 명령에서
파키스탄 정부가 이 명령을 이행함에 있어 취한 모든 조치를 통보할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명령의 대상이 되는 모든 문제를 계속 다루기로 결정하였다. ICJ는 2017년 6월 13일자
명령을 통해 자다브 사건(인도 v. 파키스탄)에 관한 인도의 준비서면(Memorial)과 파키스탄의 답변서
(Counter-Memorial) 제출기한을 각각 2017년 9월 13일과 2017년 12월 13일로 정한 바 있다.

< 관련보도자료 >

No. 2019/8
21 February 2019
Jadhav case (India v. Pakistan)
Conclusion of the public hearings
The Court to begin its deliberation
THE HAGUE, 21 February 2019. The public hearings in the Jadhav case (India v. Pakistan) were
concluded today. The Court will now begin its delib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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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hearings, which opened on Monday 18 February 2019 at the Peace Palace, the seat of the
Court, the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India was led by Mr. Deepak Mittal, Joint Secretary,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as Agent. The delegation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was led by Mr. Anwar
Mansoor Khan, Attorney General for Pakistan, as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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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de the following submissions to the Court:
For India:
“(1) The Government of India requests this Court to adjudge and declare that, Pakistan acted in egregious
breach of Article 36 of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1963 (Vienna Convention) in:
(i)

Failing to inform India, without delay, of the detention of Jadhav;

(ii) Failing to inform Jadhav of his rights under Article 36 of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1963;
(iii) Declining access to Jadhav by consular officers of India, contrary to their right to visit Jadhav, while
under custody, detention or in prison, and to converse and correspond with him, or to arrange for his
legal representation.
and that pursuant to the foregoing,
(2) Declare that:
(a) the sentence by Pakistan’s Military Court arrived at, in brazen defiance of the Vienna Convention
rights under Article 36, particularly Article 36 paragraph 1 (b), and in defiance of elementary
human rights of Jadhav, which are also to be given effect as mandated under Article 14 of the 1966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is violative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provisions of the Vienna Convention;
(b) India is entitled to restitutio in integrum;
(3) Annul the decision of the Military Court and restrain Pakistan from giving effect to the sentence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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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iction in any manner, and
(4) irect it to release the Indian National, Jadhav, forthwith, and to facilitate his safe passage to India;
(5) In the alternative, and if this Court were to find that Jadhav is not to be released, then
(i)

Annul the decision of the Military Court and restrain Pakistan from giving effect to the sentence
awarded by the Military Court,

or in the further alternative
(ii) direct it to take steps to annul the decision of the military court, as may be available to it under the
laws in force in Pakistan,
and in either event
(iii) direct a trial under the ordinary law before civilian courts, after excluding his confession that was
recorded without affording consular access, and in strict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e
ICCPR, with full consular access and with a right to India to arrange for his legal representation.”
For Pakistan: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respectfully requests the Court, for the reasons set out in Pakistan’s
written pleadings and in its oral submissions made in the course of these hearings, to declare India’s claim
inadmissible. Further or in the alternative,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respectfully requests the Court to
dismiss India’s claim in its entirety.”
___________
History of the proceedings
The history of the proceedings can be found in paragraphs 205-219 of the Court’s Annual Report for
2017-2018, available on its website (under the headings “The Court/Annual Reports”).
___________
Note: The Court’s press releases are prepared by its Registry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do not
constitute official documents. The complete verbatim records of the hearings held from 18 to 21 February
2019 are published on the website of the Court (www.icj-cij.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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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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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Residual
Mechanism for Criminal Tribunals (IRM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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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5년 모리셔스로부터 차고스 제도를 분리한 것의 법적 결과 사건에 권고적 의견 부여
2019년 2월 25일 ICJ는 1965년 모리셔스로부터 차고스 제도를 분리한 것의 법적 결과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내렸다. ICJ는 그 의견에서 (1) 만장일치로, 요청된 권고 의견을 부여할 관할권이 있음을 확인하
고, (2) 12대 2로, 권고적 의견 요청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3) 13대 1로, 사건
관련 국제법을 고려할 때, 영국이 차고스제도를 분리시킨 후 1968년 모리셔스를 독립시켰다면 모리셔스
의 탈식민지 과정은 합법적으로 완료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4) 13대 1로, 영국은 차고스
제도에 대한 통치행위를 가능한 한 빨리 중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5) 13대
1로, 모든 회원국은 모리셔스의 탈식민지 완료를 위해 유엔과 협력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사건의 진행을 살펴보면, 2017년 6월 22일 유엔총회는 ICJ규정 제65조에 따라 1965년 모리셔스로부
터 차고스 제도를 분리한 것의 법적 결과에 관하여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결의 A/RES/71/292를
채택하였고, 유엔총회의 이러한 요청에 따라 2017년 7월 24일 ICJ는 권고적 의견의 절차를 위해 ICJ규
정 제66조 제2항에 따라 이 문제에 관한 서면진술 제출기한을 2018년 1월 30일로 확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또한 ICJ규정 제66조 제4항에 따라 다른 국가 또는 기구가 한 진술에 관한 서면논평 제출기한을
2018년 4월 16일로 확정하였다. 재판소는 2017년 7월 14일자 명령에서 “유엔과 회원국은 권고적 의견
을 위해 이 문제에 관한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후 ICJ는 2018년 1월 17일자
명령을 통해, 아프리카연합(AU)이 본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ICJ규정 제66조
제2항에 따라 서면진술 제출을 위한 기한을 3월 1일까지 연장하고, 제66조 제4항에 따라 서면진술에
대한 서면논평의 제출기한을 2018년 5월 15일까지 연장하였다.

< 관련보도자료 >

No. 2019/9
25 February 2019
Legal Consequences of the Separation of the Chagos Archipelago from Mauritius in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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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rt finds that the process of decolonization of Mauritius was not lawfully completed
when that country acceded to independence and that the United Kingdom is under
an obligation to bring to an end its administration of the Chagos Archipelago
as rapidly as possible
THE HAGUE, 25 February 2019.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has today given its Advisory Opinion on the Legal Consequences of the Separation of
the Chagos Archipelago from Mauritius in 1965. In that Opinion, the Court,
(1) unanimously, finds that it has jurisdiction to give the advisory opinion requested;
(2) by twelve votes to two, decides to comply with the request for an advisory opinion;
(3) by thirteen votes to one, is of the opinion that, having regard to international law, the process of
decolonization of Mauritius was not lawfully completed when that country acceded to independence in
1968, following the separation of the Chagos Archipelago;
(4) by thirteen votes to one, is of the opinion that the United Kingdom is under an obligation to bring to an end
its administration of the Chagos Archipelago as rapidly as possible;
(5) by thirteen votes to one, is of the opinion that all Member States are under an obligation to co-operate with
the United Nations in order to complete the decolonization of Mauritius.
Reasoning of the Court
I. HISTORY OF THE PROCEEDINGS
The Court begins by recalling that the questions on which the advisory opinion of the Court has been
requested are set forth in resolution 71/292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22 June 2017. It further
recalls that those questions read as follows:
(a) “Was the process of decolonization of Mauritius lawfully completed when Mauritius was granted
independence in 1968, following the separation of the Chagos Archipelago from Mauritius and
having regard to international law, including obligations reflected in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1514 (XV) of 14 December 1960, 2066 (XX) of 16 December 1965, 2232 (XXI) of 20 December
1966 and 2357 (XXII) of 19 December 1967?”;
(b) “What are the consequences under international law, including obligations reflected in the
above-mentioned resolutions, arising from the continued administration by the United Kingdom of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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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of the Chagos Archipelago, including with respect to the
inability of Mauritius to implement a programme for the resettlement on the Chagos Archipelago
of its nationals, in particular those of Chagossian origin?”
II. JURISDICTION AND DISCRETION
When the Court is seised of a request for an advisory opinion, it must first consider whether it has
jurisdiction to give the opinion sought and, if so, whether there is any reason why the Court should, in the
exercise of its discretion, decline to answer such a request.
The Court notes that the General Assembly is competent, by virtue of Article 96, paragraph 1, of the
Charter, to ask the Court for an advisory opinion on any legal question. It considers that a request for an
advisory opinion to examine a situation by reference to international law, as is the case here, falls into this
category. It concludes from this that the request has been made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and that the two
questions submitted to it are legal in character. The Court accordingly has jurisdiction to give the advisory
opinion requested by resolution 71/292 of the General Assembly.
The fact that the Court has jurisdiction does not mean, however, that it is obliged to exercise it. The
Court is, nevertheless, mindful of the fact that its answer to a request for an advisory opinion represents its
participation in the activities of the Organization, and, in principle, should not be refused. Thus, the consistent
jurisprudence of the Court is that only “compelling reasons” may lead it to refuse its opinion in response to
a request. The Court notes in this regard that some participants in the present proceedings have argued that
such reasons exist. Among the reasons raised are that, first, advisory proceedings are not suitable for
determination of complex and disputed factual issues; secondly, the Court’s response would not assist the
General Assembly in the performance of its functions; thirdly, it would be inappropriate for the Court to
re-examine a question already settled by the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under Annex VII of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 the Arbitration regarding the Chagos Marine Protected Area; and
fourthly, the questions asked in the present proceedings relate to a pending bilateral dispute between two
States which have not consented to the settlement of that dispute by the Court. After examining these
arguments, the Court reaches the conclusion that there are no compelling reasons for it to decline to give the
opinion requested by the General Assembly.
III. THE FACTUAL CONTEXT OF THE SEPARATION OF THE
CHAGOS ARCHIPELAGO FROM MAURITIUS
Before addressing the questions submitted to it by the General Assembly, the Court deems it important
to examine the factual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separation of the archipelago from Mauritius, as well as
those relating to the removal of the Chagossians from this territory. It notes in this regard that, prior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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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aration of the Chagos Archipelago from Mauritius, there were formal discussions betwee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an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representatives
of the colony of Mauritius.
During the talks betwee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which were held from February
1964 onwards, the United States expressed an interest in establishing a military communication facility on
Diego Garcia, the principal island of the Chagos Archipelago. The discussions held in 1965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representatives of the colony of Mauritius, for their part,
concerned the question of the detachment of the Chagos Archipelago from Mauritius. They led to the
conclusion, on 23 September 1965, of the Lancaster House agreement, by virtue of which the representatives
of Mauritius agreed in principle to the detachment in exchange for, among other things, a sum of £3 million
and the return of the archipelago to Mauritius when the need for the military facilities on the islands
disappeared. On 8 November 1965, a colony, known as the British Indian Ocean Territory (“BIOT”), and
consisting inter alia of the Chagos Archipelago, detached from Mauritius, was established by the United
Kingdom. In 1966, an agreement was conclude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for the
establishment of a military base by the United States on the Chagos Archipelago.
Between 1967 and 1973, the inhabitants of the Chagos Archipelago who had left the islands were
prevented from returning. The other inhabitants were forcibly removed and prevented from returning. On 16
April 1971, the BIOT Commissioner enacted an Immigration Ordinance, which made it unlawful for any
person to enter or remain in the Chagos Archipelago without a permit. By virtue of an agreement concluded
between Mauritius and the United Kingdom on 4 September 1972, Mauritius accepted payment of the sum of
£650,000 in full and final discharge of the United Kingdom’s undertaking given in 1965 to meet the cost of
resettlement of persons displaced from the Chagos Archipelago.
On 7 July 1982, an agreement was concluded between the Governments of Mauritius and the United
Kingdom, for the payment by the United Kingdom of the sum of £4 million on an ex gratia basis, with no
admission of liability on the part of the United Kingdom, in full and final settlement of all claims whatsoever
of the kind referred to in the agreement against the United Kingdom by or on behalf of the Ilois. That
agreement also required Mauritius to procure from each member of the Ilois community in Mauritius a signed
renunciation of the claims.
Two feasibility studies were conducted by the United Kingdom to determine whether a resettlement of
the islanders was possible and, if so, under what terms. It was concluded that although resettlement was
possible, it would pose significant challenges. To date, the Chagossians remain dispersed in several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Kingdom, Mauritius and Seychelles. By virtue of United Kingdom law and judicial
decisions of that country, they are not allowed to return to the Chagos Archipel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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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THE QUESTIONS PUT TO THE COURT BY THE GENERAL ASSEMBLY
The Court considers that there is no need for it to reformulate the questions submitted to it for an
advisory opinion in these proceedings. Furthermore, there is no need for it to interpret those questions
restrictively.
1. Whether the process of decolonization of Mauritius was lawfully completed
having regard to international law (Question (a))
In order to pronounce on whether the process of decolonization of Mauritius was lawfully completed
having regard to international law, the Court explains that it must determine, first, the relevant period of time
for the purpose of identifying the applicable rules of international law and, secondly, the content of that law.
In Question (a), the General Assembly situates the process of decolonization of Mauritius in the period
between the separation of the Chagos Archipelago from its territory in 1965 and its independence in 1968. It
is therefore by reference to this period that the Court is required to identify the rules of international law that
are applicable to that process. However, this will not prevent it, particularly when customary rules are at issue,
from considering the evolution of the law on self-determination since the adoption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of resolution 1514 (XV) of 14 December 1960 entitled “Declaration on the Granting of
Independence to Colonial Countries and Peoples”. Indeed, State practice and opinio juris are consolidated and
confirmed gradually over time.
The Court turns next to the nature, content and scop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pplicable to the
process of decolonization of Mauritius. It begins by recalling that, having made respect for the principle of
equal rights and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one of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the Charter included
provisions that would enable non-self-governing territories ultimately to govern themselves.
The Court notes that the adoption of resolution 1514 (XV) represents a defining moment in the
consolidation of State practice on decolonization. There is, in its view, a clear relationship between this
resolution and the process of decolonization following its adoption. The Court adds that resolution 1514 (XV)
has a declaratory character with regard to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s a customary norm, in view of its
content and the conditions of its adoption. It also has a normative character, in so far as it affirms that “[a]ll
peoples hav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 Court further observes that the nature and scop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including respect for the national uni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a State or
country, were reiterated in the Declaration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By recogniz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s one of the “basic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the Declaration confirmed its
normative character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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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rt recalls tha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the people concerned is defined by reference
to the entirety of a non-self-governing territory. Both State practice and opinio juris at the relevant time
confirm the customary law character of the right to territorial integrity of a non-self-governing territory as a
corollary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 Court considers that the peoples of non-self-governing
territories are entitled to exercise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relation to their territory as a whole, the
integrity of which must be respected by the administering Power. It follows that any detachment by the
administering Power of part of a non-self-governing territory, unless based on the freely expressed and
genuine will of the people of the territory concerned, is contrary to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the
Court’s view, the law on self-determination constitutes the applicable international law during the period
under consideration, namely between 1965 and 1968.
The Court then examines the func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during the process of decolonization.
It notes that the General Assembly has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work of the United Nations on
decolonization, in particular, since the adoption of resolution 1514 (XV). It observes that it is in this context
that it is asked in Question (a) to consider, in its analysis of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the process of
decolonization of Mauritius, the obligations reflected in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2066 (XX) of 16
December 1965, 2232 (XXI) of 20 December 1966 and 2357 (XXII) of 19 December 1967. The Court points
out in this regard that in resolution 2066 (XX) of 16 December 1965, entitled “Question of Mauritius”, the
General Assembly invites the United Kingdom “to take no action which would dismember the Territory of
Mauritius and violate its territorial integrity”. In resolutions 2232 (XXI) and 2357 (XXII), the General
Assembly “[r]eiterates its declaration that any attempt aimed at the partial or total disruption of the national
unity and the territorial integrity of colonial Territories and the establishment of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in these Territories is incompatible with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of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514 (XV)”.
In the Court’s view, by inviting the United Kingdom to comply with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in
conducting the process of decolonization of Mauritius, the General Assembly act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harter and within the scope of the functions assigned to it to oversee the application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 General Assembly assumed those functions in order to supervise the implementation
of obligations incumbent upon administering Powers under the Charter. Moreover, it has been the
Assembly’s consistent practice to call upon administering Powers to respect the territorial integrity of
non-self-governing territories.
The Court turns next to the question of whether the detachment of the Chagos Archipelago from
Mauritius was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fter recalling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
colony of Mauritius agreed in principle to such a detachment, the Court considers that this detachment was not
based on the free and genuine expression of the will of the people concerned. It takes the view that the
obligations arising under international law and reflected in the resolution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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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process of decolonization of Mauritius require the United Kingdom, as the administering Power,
to respect the territorial integrity of that country, including the Chagos Archipelago. The Court concludes
that, as a result of the Chagos Archipelago’s unlawful detachment and its incorporation into a new colony,
known as the BIOT, the process of decolonization of Mauritius was not lawfully completed when Mauritius
acceded to independence in 1968.
2. The consequences under international law arising from the continued administration
by the United Kingdom of the Chagos Archipelago (Question (b))
Having established that the process of decolonization of Mauritius was not lawfully completed in
1968, the Court then examines the consequences, under international law, arising from the United Kingdom’s
continued administration of the Chagos Archipelago (Question (b)). It is of the opinion that this continued
administration constitutes a wrongful act entailing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that State. It concludes
from this that the United Kingdom has an obligation to bring to an end its administration of the Chagos
Archipelago as rapidly as possible, and that all Member States must co-operate with the United Nations to
complete the decolonization of Mauritius. Since respect fo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s an obligation
erga omnes, all States have a legal interest in protecting that right. The Court considers that, while it is for the
General Assembly to pronounce on the modalities required to ensure the completion of the decolonization of
Mauritius, all Member States must co-operate with the United Nations to put those modalities into effect. As
regards the resettlement on the Chagos Archipelago of Mauritian nationals, including those of Chagossian
origin, this is an issue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those concerned, which should be
addressed by the General Assembly during the completion of the decolonization of Mauritius.
Composition of the Court
The Court was composed as follows: President Yusuf; Vice-President Xue; Judges Tomka, Abraham,
Bennouna, Cançado Trindade, Donoghue, Gaja, Sebutinde, Bhandari, Robinson, Gevorgian, Salam, Iwasawa;
Registrar Couvreur.
Vice-President XUE appends a declaration to the Advisory Opinion of the Court; Judges TOMKA and
ABRAHAM append declarations to the Advisory Opinion of the Court; Judge CANÇADO TRINDADE
appends a separate opinion to the Advisory Opinion of the Court; Judges CANÇADO TRINDADE and
ROBINSON append a joint declaration to the Advisory Opinion of the Court; Judge DONOGHUE appends
a dissenting opinion to the Advisory Opinion of the Court; Judges GAJA, SEBUTINDE and ROBINSON
append separate opinions to the Advisory Opinion of the Court; Judges GEVORGIAN, SALAM and
IWASAWA append declarations to the Advisory Opinion of the Court.
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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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mmary of the Advisory Opinion appears in the document entitled “Summary No. 2019/2”, to
which summaries of the declarations and opinions are annexed. This press release, the summary and the full
text of the Advisory Opinion are available on the Court’s website (www.icj-cij.org), under the heading
“Cases” (click on “Advisory proceedings”).
___________
Note: The Court’s press releases are prepared by its Registry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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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Residual
Mechanism for Criminal Tribunals (IRM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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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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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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3. 13. 기준)
○ 심리 또는 심의 중에 있는 사건 목록
1. Jadhav (India v. Pakist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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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of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between Nicaragua and Colombia beyond 200
nautical miles from the Nicaraguan Coast (Nicaragua v. Colombia)
4. Alleged Violations of Sovereign Rights and Maritime Spaces in the Caribbean Sea (Nicaragua v.
Colombia)
5.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Indian Ocean (Somalia v. Kenya)
6. Dispute over the Status and Use of the Waters of the Silala (Chile v. Bolivia)
7. Immunities and Criminal Proceedings (Equatorial Guinea v. France)
8. Certain Iranian Assets (Islamic Republic of Iran v. United States of America)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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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Jadhav (India v. Pakistan)
11. Arbitral Award of 3 October 1899 (Guyana v. Venezuela)
12.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Qatar v. United Arab Emirates)
13. Appeal Relating to the Jurisdiction of the ICAO Council under Article 84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Bahrain, Egypt, Saudi Arabia and United Arab Emirates v. Qatar)
14. Appeal Relating to the Jurisdiction of the ICAO Council under Article II, Section 2, of the 1944
International Air Services Transit Agreement (Bahrain, Egypt and United Arab Emirates v. Qatar)
15. Alleged violations of the 1955 Treaty of Amity, Economic Relations, and Consular Rights (Islamic
Republic of Iran v. United States of America)
16. Relocation of the United States Embassy to Jerusalem (Palestine v. United States of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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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기구 최신 동향
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형사재판소)
- 1심재판부, Laurent Gbagbo, Charles Blé Goudé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결정
○ 사건: The Prosecutor v. Laurent Gbagbo and Charles Blé Goudé
○ 상황: 코트디부아르
2019년 1월 15일, ICC 1심재판부는 Laurent Gbagbo, Charles Blé Goudé가 2010년과 2011년 코트디
부아르에서 범한 인도에 반한 죄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결정하였다. 1심재판부는 무죄판결에 따른
Gbagbo와 Goudé의 석방을 명령했다. 1심재판부는 소추관이 Gbagbo와 Goudé의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제출된 증거를 분석한 결과 소추관이 Gbagbo의 범죄
혐의의 여러 핵심 구성 요소를 입증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 관련 보도자료 >
Press Release : 15 January 2019

ICC Trial Chamber I acquits Laurent Gbagbo and Charles Blé Goudé from all
charges
ICC-CPI-20190115-PR1427
Today, 15 January 2019, Trial Chamber I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or “Court”), by majority,
Judge Herrera Carbuccia dissenting, acquitted Mr Laurent Gbagbo and Mr Charles Blé Goudé from all
charges of crimes against humanity allegedly committed in Côte d'Ivoire in 2010 and 2011. A fully reasoned
decision will be issued in writing in due course. The Prosecutor may appeal the decision after the full decision
is filed.
As a consequence, the Chamber ordered the release of Mr Gbagbo and Mr Blé Goudé. The Prosecutor may
request that Mr Gbagbo and/or Mr Blé Goudé remain in detention for exceptional reasons. Trial Chamber I
will hear the parties and participants on this matter tomorrow 16 January 2019 at 10 hours.
Judges Cuno Tarfusser (presiding) and Geoffrey Henderson, forming the Majority of the Chamber, noted the
violent political conflict in the context of the 2010 presidential elections, in Abidjan and in other parts of the
country. The Majority, however, considered that the Prosecutor has failed to submit sufficient evidence to
demonstrate the responsibility of Mr Gbagbo and Mr Blé Goudé for the incidents under the Chamber's
scrut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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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articular, having thoroughly analysed the evidence, the Chamber concluded by majority that the
Prosecutor has failed to demonstrate several core constitutive elements of the crimes as charged, including the
existence of a “common plan” to keep Mr Gbagbo in power, which included the commission of crimes against
civilians “pursuant to or in furtherance of a State or organisational policy”; and the existence of patterns of
violence from which it could be inferred that there was a “policy to attack a civilian population”.
Furthermore, the Chamber concluded, by majority, that the Prosecutor failed to demonstrate that public
speeches by Mr Gbagbo or Mr Blé Goudé constituted ordering, soliciting or inducing the alleged crimes. The
Chamber decided that, accordingly, there is no need for the defence to submit further evidence.
Question and Answers document
Audio-visual materials of the hearing:
◾ YouTube (for viewing)
◾ Audio (for download)
◾ Video (for download)
Dissenting Opinion to the Chamber's Oral Decision of 15 January 2019
Background: The Prosecutor brought against Laurent Gbagbo and Charles Blé Goudé charges of crimes
against humanity (murder, rape, other inhumane acts or – in the alternative – attempted murder, and
persecution) allegedly committed in the context of post-electoral violence in Côte d'Ivoire between 16
December 2010 and 12 April 2011.
Since the beginning of the trial on 28 January 2016, 231 hearing days were dedicated to the presentation of the
Prosecutor's evidence and 82 witnesses testified in court and through video link; thousands of documents
were submitted into evidence, hundreds of motions, requests and decisions were filed. On 4 June 2018, the
Chamber declared that that the presentation of the evidence of the Prosecutor was closed.
On 23 July 2018, Laurent Gbagbo's Defense filed its “Requête de la Défense de Laurent Gbagbo afin qu'un
jugement d'acquittement portant sur toutes les charges soit prononcé en faveur de Laurent Gbagbo et que sa
mise en liberté immédiate soit ordonnée” (Defence Motion for acquittal and immediate release). On 3 August
2018, the Defence of Charles Blé Goudé filed a No Case to Answer Motion. Hearings were held by the
Chamber in October and November 2018 during which the Prosecution, the Legal Representatives of Victims
and the two Defence teams presented their arguments regarding this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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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기구 최신 동향
ICC
- Patrice-Edouard Ngaïssona, ICC 재판부에 첫 출석
○ 사건: The Prosecutor v. Patrice-Edouard Ngaïssona
○ 상황: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상황 II
2019년 1월 25일, Patrice-Edouard Ngaïssona가 헤이그 ICC 전심재판부 II에 첫 출석하였다. Ngaïssona
의 공소사실 확인은 2019년 6월 18일로 예정돼있다. 사건의 진행을 살펴보면, 2018년 12월 7일 전심재
판부 Ⅱ는 Ngaïssona에 대해 그가 최소 2013년 12월 5일부터 2014년 12월까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여러 곳에서 저지른 인도에 반하는 죄 및 전쟁범죄 혐의에 대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이후 Ngaïssona는
2018년 12월 12일 프랑스에서 체포되었으며, 프랑스는 국내 필요 절차를 완료한 후 2019년 1월 23일
ICC에 Ngaïssona를 이송하였다.

< 관련 보도자료 >
Press Release : 25 January 2019

Patrice-Edouard Ngaïssona makes first appearance before the ICC
ICC-CPI-20190125-PR1434
On 25 January 2019, Patrice-Edouard Ngaïssona appeared before Pre-Trial Chamber II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or “Court”), at the seat of the ICC in The Hague (The Netherlands).
Pre-Trial Chamber II is composed of Judge Antoine Kesia‐Mbe Mindua, Presiding, Judge Tomoko Akane
and Judge Rosario Salvatore Aitala. The hearing was held in the presence of the Prosecutor and the Defence.
Mr Ngaïssona was represented by his Counsel Mr Eric Plouvier.
The Chamber verified the identity of the suspect, and ensured that he was clearly informed of the crimes he
is alleged to have committed and of his rights under the Rome Statute of the ICC in a language he fully
understands and speaks. The opening of the confirmation of charges hearing was scheduled for 18 June 2019.
The purpose of the confirmation of charges hearing is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to
establish substantial grounds to believe that the person committed each of the crimes charged. If the charges
are confirmed, totally or partly, the case will be transferred to a Trial Chamber, which will conduct the
subsequent phase of the proceedings: the trial.
Background: On 23 January 2019, Mr Ngaïssona was transferred to the ICC in The Hague, Netherlands,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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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uthorities of the French Republic pursuant to an ICC arrest warrant for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allegedly committed in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This transfer followed the completion of
necessary national proceedings in France, where he was arrested on 12 December 2018.
On 7 December 2018, ICC Pre-Trial Chamber II issued an arrest warrant for Patrice-Edouard Ngaïssona for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llegedly committed in various locations in the CAR between at least
5 December 2013 and at least December 2014:
◾crimes against humanity: murder and attempted murder, extermination, deportation or forcible transfer
of population, imprisonment or other severe deprivation of physical liberty, torture, persecution,
enforced disappearance and other inhumane acts; and
◾war crimes: murder and attempted murder, torture, cruel treatment, mutilation, intentionally directing an
attack against the civilian population, intentionally directing an attack against personnel, installations,
material, units or vehicles involved in a humanitarian assistance, intentionally directing an attack against
buildings dedicated to religion, pillaging , enlistment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15 years and their use
to participate actively in hostilities , displacement of the civilian population and destroying or seizing the
property of an adversary.
Further information on this case is available here.
Relevant documents:
◾ Warrant of Arrest
◾ Questions and Answers
◾ Case information sheet
◾ Factsheet on the ICC Detention Centre
Photographs
Audio-visual materials: First appearance – entire hearing
◾ YouTube (for viewing): Floor
◾ Video for download: Floor
◾ Audio for download: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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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 상소심재판부, Laurent Gbagbo, Charles Blé Goudé에 대한 무죄판결에 따른 조건부 석방 결정
○ 사건: The Prosecutor v. Laurent Gbagbo and Charles Blé Goudé
○ 상황: 코트디부아르
2019년 2월 1일, 상소심재판부는 만장일치로 Gbagbo와 Goudé를 자신의 영토에 기꺼이 받아들일
의향이 있고, 상소심재판부가 정한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국가에 Gbagbo와 Goudé의 석방을 결정하였
다. 상소심재판부는 ICC 사무국장 Peter Lewis에게 Gbagbo와 Goudé를 자국 영토내에 수락하고 조건사
항을 이행할 수 있는 국가와 약정을 체결할 것을 지시하였다.

< 관련 보도자료 >
Press Release : 1 February 2019

ICC Appeals Chamber to impose conditions on Laurent Gbagbo and Charles Blé
Goudé upon their release following their acquittal
ICC-CPI-20190201-PR1436
Today, 1st February 2019, the Appeals Chambe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or “Court”)
decided unanimously that conditions are to be imposed on Mr Laurent Gbagbo and Mr Charles Blé Goudé
upon their release to a State willing to accept them on its territory and willing and able to enforce the
conditions set by the Appeals Chamber. These conditions are imposed to protect the integrity of the process.
A written Judgment setting out these conditions will be made available later today.
The Appeals Chamber instructed the ICC Registrar, Mr Peter Lewis, to identify and enter into arrangements
with States willing to accept Mr Gbagbo and/or Mr Blé Goudé on their territories and enforce the conditions.
The ICC Registrar may also make appropriate and necessary interim arrangements regarding the release with
conditions pending the conclusion of agreements with States.
Judgment on the Prosecutor’s appeal against the oral decision of Trial Chamber I pursuant to article
81(3)(c)(i) of the Statute
Audio-Visual materials:
◾ YouTube (Floor) (for vie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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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io (Floor) (for download)
◾ Video (Floor) (for download)
Background: On 15 January 2019, Trial Chamber I, by majority, Judge Herrera Carbuccia dissenting,
acquitted Mr Laurent Gbagbo and Mr Charles Blé Goudé from all charges of crimes against humanity
allegedly committed in Côte d'Ivoire in 2010 and 2011. A fully reasoned decision will be issued in writing in
due course. The Prosecutor may appeal the decision after the full decision is filed.
On 16 January 2019, Trial Chamber I, by majority, found that there were no exceptional circumstances
preventing the release of Mr Gbagbo and Mr Blé Goudé from ICC detention following their acquittal. This
decision was appealed by the Prosecutor.
The trial in this case started on 28 January 2016, for alleged charges of crimes against humanity (murder, rape,
other inhumane acts or – in the alternative – attempted murder, and persecution) allegedly committed in the
context of post-electoral violence in Côte d'Ivoire between 16 December 2010 and 12 April 2011. 231 hearing
days were dedicated to the presentation of the Prosecutor's evidence and 82 witnesses testified in court and
through video link; thousands of documents were submitted into evidence, hundreds of motions, requests and
decisions were filed. On 4 June 2018, the Chamber declared that that the presentation of the evidence of the
Prosecutor was 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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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 전심재판부 II, Alfred Yekatom 사건과 Patrice-Edouard Ngaïssona 사건 병합 결정
○ 사건: The Prosecutor v. Alfred Yekatom, The Prosecutor v. Patrice-Edouard Ngaïssona
○ 상황: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상황 II
2019년 2월 20일, 전심재판부 II는 The Prosecutor v. Alfred Yekatom 사건과 The Prosecutor v.
Patrice-Edouard Ngaïssona 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재판부는 Alfred Yekatom과 Patrice-Edouard
Ngaïssona에 대한 소송 병합은 증거의 중복, 증거 제시 및 평가의 불일치, 증인 및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영향 및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피함으로써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병합 사건의 경우, 각 피의자는 별도로 재판을 받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받는다. 재판부는
Alfred Yekatom과 Patrice-Edouard Ngaïssona 병합사건의 공소사실 확인에 대한 심리를 2019년 6월
18일로 정하였다.

< 관련 보도자료 >
Press Release : 20 February 2019

ICC Pre-Trial Chamber II joins Yekatom and Ngaïssona cases
ICC-CPI-20190220-PR1439
On 20 February 2019, Pre-Trial Chamber II decided to join the cases of The Prosecutor v. Alfred Yekatom and
The Prosecutor v. Patrice-Edouard Ngaïssona.
In the Chamber's view, joint proceedings against Mr Yekatom and Mr Ngaïssona will serve to enhance the
fairness and expeditiousness of the proceedings by avoiding the duplication of evidence, inconsistency in the
presentation and assessment of evidence, undue impact on witnesses and victims, and unnecessary expense.
In joint cases, each suspect shall be accorded the same rights as if such suspect were being tried separately.
The Chamber scheduled the hearing on the confirmation of the charges in the (joint) case of Prosecutor v.
Alfred Yekatom and Patrice-Edouard Ngaïssona for 18 June 2019.
The purpose of the confirmation of charges hearing is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to
establish substantial grounds to believe that the person committed each of the crimes charged. If the charges
are confirmed, the person will be committed to a Trial Chamber, which will conduct the subsequent phase of
the proceedings: the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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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 on the joinder of the cases against Alfred Yekatom and Patrice-Edouard Ngaïssona and other related
matters
Background: Alfred Yekatom is alleged to be responsible for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committed in various locations in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including Bangui and the Lobaye Prefecture,
between 5 December 2013 and August 2014, namely: murder, torture and cruel treatment, mutilation,
intentional attack against the civilian population, intentional attack against buildings dedicated to religion,
enlistment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15 years and their use to participate actively in hostilities, displacement
of the civilian population and destruction of the adversary's property, as war crimes; and murder, deportation
or forcible transfer of population, imprisonment or other severe deprivation of physical liberty, torture,
persecution, enforced disappearance and other inhumane acts, as crimes against humanity.
Mr Yekatom was surrendered to the ICC custody on 17 November 2018. His initial appearance before
Pre-Trial Chamber II took place on 23 November 2018.
Patrice-Edouard Ngaïssona is alleged to be responsible for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committed in various locations in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between at least 5 December 2013 and at least
December 2014, namely: murder and attempted murder, torture, cruel treatment, mutilation, intentionally
directing an attack against the civilian population, intentionally directing an attack against personnel,
installations, material, units or vehicles involved in a humanitarian assistance, intentionally directing an
attack against buildings dedicated to religion, pillaging , enlistment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15 years and
their use to participate actively in hostilities, displacement of the civilian population and destroying or seizing
the property of an adversary, as war crimes; and murder and attempted murder, extermination, deportation or
forcible transfer of population, imprisonment or other severe deprivation of physical liberty, torture,
persecution, enforced disappearance and other inhumane acts, as crimes against humanity.
Mr Ngaïssona was transferred to ICC custody on 23 January 2019, following the completion of necessary
national proceedings in France, where he was arrested on 12 December 2018. His initial appearance before
Pre-Trial Chamber II took place on 25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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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법 시행령 (시행 2018. 12. 20., 대통령령 제29372호, 2018. 12. 18., 일부개정)
• 국적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2. 20., 법무부령 제942호, 2018. 12. 20., 일부개정)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72호, 2018.
12. 18., 일부개정)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 2018. 12. 24., 법률 제16023호, 2018. 12. 24., 일부개정)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 12. 27., 환경부령 제791호,
2018. 12. 27., 일부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99호, 2018. 12. 31., 일부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5호, 2019. 2. 12., 일부개정)
• 외무공무원법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20호, 2019. 1. 15., 일부개정)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64호, 2019. 1. 15., 일부개정)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21호, 2019. 1. 15., 제정)
•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시행 2019. 1. 24., 외교부령 제61호, 2019. 1. 24.,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8호, 2019. 2. 12., 일부개정)
•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시행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44호, 2019. 2. 12., 일부개정)

▶ 국적법 시행령 (시행 2018. 12. 20., 대통령령 제29372호, 2018. 12.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 후 귀화증서 또는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
았을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적법｣이 개정(법률 제15249호, 2017. 12.
19. 공포, 2018. 12. 20. 시행)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 또는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절차, 국민선서의 내용과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
또는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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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절차 등(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신설)
1)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그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할 것을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사람이 질병이나 사고 등의 사유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불참 사유와 참석 가능 일정을 적은 서면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새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선서의 내용을 정함.
2)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민선서 당시 15세 미만인 사람,
뇌병변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함.
나.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 절차 등(제9조의2 신설)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을 위하여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는 절차, 국민선서의
내용과 국민선서가 면제될 수 있는 사람,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 대행에 관하여는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국적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2. 20., 법무부령 제942호, 2018. 12.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외국인의 국적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적법｣이 개정(법률 제15249호, 2017. 12. 19. 공포, 2018. 1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귀화요건인 품행 단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한 경우
등으로 정하고, 그 밖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으려면 제출해야 하는 생계 유지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중 부동산에
관한 서류의 경우 종전에는 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만
을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에
따라 평가한 기준 금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도 인정하고, 대한민국과 혈연･지연적 유대가 미약
한 외국인이 일반귀화허가를 받으려면 제출해야 하는 추천서의 경우 종전에는 국회의원 등 특정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추천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직장 동료･이웃사람･통장･이장
등 귀화신청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추천
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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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72호, 2018. 12.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은 자신이 직접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
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를 구분하여 각각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신이 직접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만 처벌하고 제3자에
게 뇌물을 교부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고 있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함.
또한, 본 법률의 입법 계기가 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이 제3자에게 직접 전달된 사건에 있어서도 동
법률을 적용시킬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규정 미비 시 우리나라의 부패지수 상승
으로 인한 국가신인도 하락이 우려됨.
이에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 2018. 12. 24., 법률 제16023호, 2018. 12. 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개발도상국 청소년의 인권향상과 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
개발의제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바, 국제개발협력을 통하여 개발도상국 청소년의 인권이 보장
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국제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서, 이를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목표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국민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계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권향상 대상자로 청소년을 명시함(제3조제1항).
나. 국제개발협력의 목표로 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등 국
제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를 추가함(제3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다.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통보’로 변경함(제8조제6항).
라. 국민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계획･운영하도록 함(제15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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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 12. 27.,
환경부령 제791호, 2018. 12.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유전자원 등의 접근 신고서,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신청서, 국내 유전자원 등의 접근 변경신고서
및 해외 유전자원 등의 접근･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 등의 영문서식을 마련하여 유전자원의 표본 또는
실물을 획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전자원에 접근하거나, 유전자원의 유전적･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하
여 생명공학기술 적용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는 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99호, 2018.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에 따라 정상
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
장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거주자에서 법인까
지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실효성 제고(제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사이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정상가격 산출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국제거래를 부인하거나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있음을 명확
히 함.
나.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고시 의무화(제27조제2항)
조세조약의 적용･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등에 대하여 체약당사국 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상호합의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의 적용･해석에 관한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합의내용을 즉시 고시하도록 함.
다.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 우선 조문 삭제(현행 제28조 삭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대하여 현재 국내법 보다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이 국내법상 소득 구분을 결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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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세범 처벌법｣으로의 벌칙 규정 이관(현행 제31조의2, 제31조의3 및 제34조의2 삭제)
조세범칙 행위에 대한 벌칙을 ｢조세범 처벌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의 교환과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조항을 ｢조세범
처벌법｣으로 이관함.
마.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보완(제34조제5항 및 제34조의3제1항)
1)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기준을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에서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로 완화함.
2) 관할 세무서장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법인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5호,
2019. 2. 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에 따라 정상가
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상업적 합리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해야 할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법인 보유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상가격 산출방법 보완(제4조제1항･제5항 및 제6항 신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국내 또는 국외의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원유, 농산물 등의 물품에
대해 적용할 때 거주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선적일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격 산출의 기준이 되는 시점에 대한 결정 기준 등을 정함.
2) 과세당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독립된 사업자간의 합의 가능성, 사업목적상 보다 유리한 대안적 거래방식의 존재,
조세회피 목적 등을 고려하도록 함.
나.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보완(현행 제6조제6항 삭제, 제6조의3 신설)
1) 무형자산은 사업활동에 사용이 가능한 유형자산 또는 금융자산 이외의 자산으로서, 소유 또는
통제가 가능하고 독립된 사업자 간에 거래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것으로
명확히 함.
2)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법적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무형자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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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에 기여한 가치에 상응하여 합리적인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
3)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또는 이익분할방법을 우선적으
로 활용하고, 비교가능성이 높은 거래가 없는 경우 해당 무형자산을 통해 예상되는 경제적 편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가치평가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4)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해당 무형자산의 사용으로 창출되는 미래의 현금흐
름 예상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지급보증 용역거래에서 정상가격으로 간주되는 가격 산출방법 다양화(제6조의2제4항)
정상가격으로 인정되는 지급보증 수수료의 산출방법으로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산출하는 방
법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산출하는 방법,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
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산출하는 방법을 추가함.
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기간 연장(제17조제1항 및 제2항)
거주자가 권한 있는 당국간 상호합의 또는 국세청장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일방적 사전승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 조정을 받기 위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해당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함.
마.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보완(제50조제2항･제5항, 제50조제3항 신설)
1)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서 해외퇴직연금계좌를 제외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공
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신고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2)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해당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으로 함. <법제
처 제공>

▶ 외무공무원법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20호, 2019. 1. 15.,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제68조는 의사와 다른 신분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1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가급
공무원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같은 사안을 규정한 ｢외무공무원법｣
제23조에는 이러한 신분보장 배제 단서가 없음.
이에, 외무공무원 관련 규정에 재외공관장을 제외한 14등급 외무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가급 외무공무
원에 대한 반의사 면직 단서를 추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똑같이 형평성을 맞추고 공정한 외무공무원
체계를 정비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은 공관장을 그만두더라도 120일 뒤에 퇴직하도록 하고 있는바, 직을 면한 후에도 4개월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특혜라는 비판이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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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외무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와
다른 면직 또는 휴직을 당하지 않는 대상에서 재외공관의 장이 아닌 자로서 14등급 외무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가급 외무공무원을 제외함(제23조 단서 신설).
나. 14등급 공관장이 재외공관을 면한 후 60일 후 퇴직하도록 함(제26조제4항). <법제처 제공>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64호, 2019. 1. 15.,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재외동포를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재단이 직원을 개발도상국 등에 파견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그 직원의 안전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내용으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외동포의 정의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재외동포 정의에 따르도록
함(제2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이 개발도상국가 등에 직원을 파견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그 직원
이 해당 사업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의2 신설).
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31조제3
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법제처 제공>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21호, 2019. 1.
15., 제정)
• 제정이유
우리 국민의 해외 여행 및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
등 재외국민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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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 영사업무가 행정규칙에 따라 이루어
지고 있는 등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할 경우에 대비한 적절한 보호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제정안은 해외위난상황 등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장하
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국가는 영사조력을 통해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외국민보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함(제3조).
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등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
관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둠(제6조).
라.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7조).
마. 형사절차상의 영사조력, 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미성년
자･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 및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에 관하여 규정함(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바. 재외국민이 폭행, 협박 등의 행위를 하여 영사조력의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경우에
는 해당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사. 재외국민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되,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無
資力)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법제처 제공>

▶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시행 2019. 1. 24., 외교부령 제61호, 2019. 1.
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쟁 또는 내전 등에 따른 재외공무원의 안전 등의 사유로 공관의 주재국이 아닌 지역에 임시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임시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특수지 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을 정하
도록 하는 등 임시 사무소에 대한 특수지 근무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정하는 한편,
공관의 분관이 신설된 캄보디아(시엠립)와 이라크(아르빌) 등을 특수지 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 등에
추가하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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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8호, 2019. 2. 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의 체류 관련 허가 신청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
(법률 제16098호, 2018. 12. 31.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체류 관련 허가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록된 국채 또는 공사채로 공매보증
금을 납부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공매 입찰
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시행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44호, 2019.
2. 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정부위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추가하고,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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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서>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5조 제1항 (d)호에서 정한 중재판정 승인･집행
거절사유에 해당하려면 해당 중재절차에 의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현저
하여 용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본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49931, 판결,
[집행판결])
•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
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 (광주고법 2018.
12. 5., 선고, 2017나13822, 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5조 제1항 (d)호에서 정한
중재판정 승인･집행거절사유에 해당하려면 해당 중재절차에 의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용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본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49931, 판결, [집행판결])
【 판시사항 】
[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5조 제1항 (d)호에서 정한 중재판정 승인･집행거절
사유에 해당하려면 해당 중재절차에 의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용인할 수 없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외국 중재판정의 성립 이후 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집행재판의 단계에서 외국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5조 제2항 (b)호를 적용하여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외국 중재판정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거나 중재판정에 기한 집행 채권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중재판정에 따른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중재판정에 따른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지 여부(적극) / 외국 중재판정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에 권리남용 등에 이르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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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판단하는 기준 및 외국 중재판정에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
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청구이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
[1] 중재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중재판정부의 구성은 중재합의와 중재절차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
적인 요소 중 하나로서 중재판정부의 구성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위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중재판
정부의 권한에 관한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5조
제1항 (d)호는 중재판정의 기초가 된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의 중재합의에 합치하
지 아니하거나, 임의규정을 위반할 때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에서 정한 중재판정 승인･집행거절사유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당사자의 합의나 임의규
정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중재절차에 의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용인할 수 없는 경우라야 한다.
[2] 외국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있으므로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집행판결을 통하여 집행력을 부여받으면 우리나라 법률상의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집행판결은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재판이므로, 중재판
정의 성립 이후 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재판정문에 터잡아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의 기본적 원리에 반한다는 사정이 집행재판의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경우에 법원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5조 제2항 (b)호의 공공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3] 외국 중재판정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거나 중재판정에 기한 집행 채권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중재판정에 따른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확정판결
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 외국 중재판정에 따른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행사되어야
하고 이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
중재판정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에 권리남용 등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는, 권리
의 성질과 내용, 중재판정의 성립 경위 및 성립 후 집행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이에 대한 집행이
허가될 때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외국 중재판정에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행
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중재판정의 집행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이를
청구이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

【 참조조문 】
[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5조 제1항 (d)호
[2]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5조 제2항 (b)호,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3]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5조 제2항 (b)호, 중재법 제3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민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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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38837 판결(공2018상, 319),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다
240991, 241000 판결 / [2]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20134 판결(공2003상, 1148) / [3]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8814 판결(공2006상, 167)

【 전 문】
【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엘에스에프-케이디아이씨인베스트먼트컴퍼니엘티디(LSF-KDIC Investment Company, Ltd.) (소송대
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6인)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케이알앤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광장담당 변호사 임성우 외 8인)

【 환송판결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74868 판결

【 주 문】
원심판결 중 미화 32,601,248달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
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원고의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그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1) 중재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중재판정부의 구성은 중재합의와 중재절차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요소 중 하나로서 중재판정부의 구성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위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다240991,
241000 판결 등 참조).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d)호는 중재판정의 기초가 된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의 중재합
의에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임의규정을 위반할 때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에서 정한 중재판정 승인･집행거절사유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당
사자의 합의나 임의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중재절차에 의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용인할 수 없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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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선고 2017다23883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중재판정부의 구성에 뉴욕협약에서 규정하는 승인･집행거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중재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분쟁이 중재의 대상이고 원고와 피고가 그 당사자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중재조항에는 피고와는 달리 원고에게는 중재인을 선정할 권한이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중재조항 제10조 제(c)항에서 ‘기타 조항에
따라 당사자들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부
의 구성은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나)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 제8조 제4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중재의 당사자로서 중재인을
지명할 권한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중재신청서에서 소외 1을 신청인 측 중재인으로 지명하
여 그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피고는 이의를 유보하고 소외 2를 피신청인 측 중재인으로 지명
하였다.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소는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지명한 소외 1을 중재인으로
선정하였고, 피고가 지명한 소외 2를 중재인으로 확인하였으며, 2009. 4. 16. 서신을 통하여
이 사건 중재조항에 근거하여(pursuant to the arbitration clause) 당사자들이 지명한 위 두
중재인들이 협의하여 30일 이내 공동으로 의장중재인을 선정하도록 지시한 후, 위 중재인들
이 공동으로 지명한 소외 3을 의장중재인으로 선정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소는 비록 직접 의장중재인을 선정하
지 않았지만 중재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의장중재인의 선정방식을 지정하였고, 이러한
사정에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 제7조 제4항은 중재인 선정에서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
소 결정에 최종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중재판정부의 구성은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라)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중재조항에서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에 따르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부 구성에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d)호에서 규정하는 승인･집행거부사유로
서 ‘당사자 간의 합의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재판정부 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고 한다)을 위반
하지 않았고, 설령 자산유동화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b)호에서 규정하는
승인･집행거부사유로서 공공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뉴욕협약상 공공질서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
(1) (가) 외국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있으므로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집행판결을 통하여 집행력을 부여받으면 우리나라 법률상의 강제집행절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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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갈 수 있게 된다. 집행판결은 그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재판이므로, 중재판정의 성립 이후 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재판정문에 터잡아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의 기본적 원리에 반한다는 사정이
집행재판의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경우에 법원은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b)호의 공공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
20134 판결 등 참조).
(나) 외국 중재판정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거나 중재판정에 기한 집행 채권
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중재판정에 따른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대법
원 2005. 12. 23. 선고 2004다881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 외국 중재판정에 따른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행사되어야 하고 이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 중재판정
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에 권리남용 등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는, 그
권리의 성질과 내용, 중재판정의 성립 경위 및 성립 후 집행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이에
대한 집행이 허가될 때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외국 중재판정에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그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
생활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이를 청구이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이 사건 부지 매각에서 발생한 비용
중 피고 부담분인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여기
에는 이 사건 부지의 매각 등과 관련하여 부과된 법인세 등 세금 23,722,822,690원의 50%인
11,861,411,345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중재판정금 전체 액수의 1/3에 달한다.
(나) 원고는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부지의 매각 등과 관련하여 부과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2009. 11.
6. 선고 2007구합47176 판결에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135,350,470원의 부과처분 중
165,036,61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2 사업연도 법인세 641,266,130원의 부과처분 중
95,656,27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4 사업연도 법인세 18,095,748,820원의 부과처분 중
6,806,141,5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0. 12. 9. 선고 2009누39126 판결에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18,095,748,820
원의 부과처분 중 2,646,546,59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
고,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상고심인 대법원은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에
서 위 원심판결 중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2,646,546,595
원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은 2013.
4. 3. ‘역삼세무서장은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는 위 취소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소를 취하한다’는 조정권고를
하였다. 원고는 위 조정권고에 따른 부과처분 취소가 이루어지자 2014. 5. 12. 소를 취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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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역삼세무서장이 이에 동의함에 따라 그 취하가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당초 부과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등 세금 23,722,822,690원 중 위 소송과정에서 다투어진 20,872,365,420(=
2,135,350,470 + 641,266,130 + 18,095,748,820)원은 최종적으로 560,692,880(= 165,036,610
+ 95,656,270 + 300,000,000)원으로 감액되었고, 그 결과 피고 부담분은 280,346,440원(=
560,692,880원 × 피고 부담 부분인 50%)으로 감액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9. 8. 11. 한국지점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3) 원심은, 과세채권 환급금은 이 사건 중재판정에 따른 금원이 반환된 후에 이 사건 주주 간 계약
에 따라 회사법적 절차인 청산배당을 통하여 ○○○ 펀드 3호와 피고에게 배분되어야 하는 것이므
로, 이 사건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이 환급되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청구이의 사유
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4)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이 사건 부지 매각
시 소요된 원고의 비용 중 50%에 해당하는 금원에는 이 사건 부지의 매각 등과 관련하여
부과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등 세금 중 피고 부담 부분이 포함되었다. 이처럼 중재판정의
기초가 된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이 이 사건 중재판정이 성립된 이후에 부과처분취소 소송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취소 처분에 의하여 대폭 감액되고 확정되었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확정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
분에 따라 바뀐 경우에 이를 재심사유 중 하나로 삼고 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판정에서 그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중재판정 성립 이후에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으로
바뀐 경우라면 그 중재판정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여 중재판정문에 터잡아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의 기본적 원리에 반하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확정된 권리는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이 사건 부지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정산에 관한 것인데, 그 비용 중 중재판정금의 1/3에 달하는 법인세 등 세금이
대폭 감액됨에 따라 중재판정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재심
의 소가 인정되지 않는 중재판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이 사건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에서 이러한 사정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 여기에 이 사건 원고의
한국지점이 이미 폐업한 상태임에도 실체관계와 다른 중재판정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피고
에게 미치게 될 영향 등 모든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중재판정에 기한 집행을 허용하
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고, 피고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청구이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집행판결의 확정 이후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다시
중재신청 등을 하여 다투도록 하는 것보다 소송경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변론을 거친
판결의 형식에 의하여 집행판결을 하도록 정한 우리나라 법제에 비추어도 타당하다.
(5)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는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제(b)호에서 규정하는 공공질서 위반을 구성하는
청구이의의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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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중재판정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지연손해금 존부 판단에 적용
할 준거법, 관련 법령의 적용 및 해석, 국제사법 제10조의 적용 및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지연손해금은 준거법에 관계없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강행규정이 우리나라에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중재판정금의 원금 채권에 대하여 지연손해
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원심 판시 준거법을 적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가운데 이 사건 부지 매각 등과 관련하여 부과된 법인세 등 세금에 관한
피고 부담분에 대한 청구 부분이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위 법인세 등 세금에
관한 피고 부담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지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총액에 대한 피고의 부담분으
로 미화 32,601,248달러의 지급을 명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집행을 허가하였다.
위 파기의 취지를 반영하여 미화 32,601,248달러 중 위 법인세 등 세금에 대한 피고 부담 부분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어, 이 부분 전부를 파기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미화 32,601,248달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 (광주고법 2018. 12. 5., 선고, 2017나13822,
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
【 판시사항 】
[1]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
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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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
[2]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
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한 사례
[3]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
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는 당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甲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4]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
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甲 등에 대한 불법행
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
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
[1]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
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미쓰비시’라고
한다)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대한민국은 甲 등이 주장하는 불법행위 중 일부가 이루어진 불법행위지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 법원
에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이 존재하는데,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 유무가 중요한 요소인 점, 甲 등이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일본 내의 물적 증거는 거의 멸실된 반면, 피해자인 甲 등 중 생존자들이 모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고, 별도로 일본 내에서만 증거조사가 가능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국제재판관할권
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 있으므로, 지리상, 언어상, 소송수행상의 편의 측면에서 일본 법원
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미쓰비시에 더 편리하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쉽게 부정하
여서는 곤란하고, 甲 등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명하여 재판을 청구하
고 있으며, 미쓰비시의 객관적인 소송수행능력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 간의 공평을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대한민국은 사건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
이다.
[2]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이하 ‘구 미쓰
비시’라고 한다)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불법행위지가 대한민국과 일본에 걸쳐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판단할
준거법은 대한민국법 또는 일본법이 되는데, 준거법이 될 수 있는 여러 국가의 법이 있을 경우 법정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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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당해 사안과의 관련성의 정도, 피해자의 권리보호의 필요성과 가해자의 준거법에 대한 예측가능
성 및 방어권보장 등 당사자 사이의 공평, 형평과 정의, 재판의 적정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준거법을
선택･결정할 수 있으므로, 甲 등의 의사 등 여러 요소를 모두 고려할 때 구 미쓰비시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는지는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함이 옳다고 한 사례이다.
[3]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이하 ‘구 미쓰
비시’라고 한다)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구 미쓰비시는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침략전쟁의 수행과정에서 기간 군수사업체에 필요한 인력동원정
책에 적극 협조하여 인력을 확충한 점, 甲 등은 일본 정부의 조직적인 기망행위, 협박 등에 의하여 근로정
신대에 지원하여 연행된 후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된 점, 甲 등은 만 13세, 14세의 나이 어린 여성이었음에
도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였고,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일본 정부의 혹독한 전시 총동원체제에서 외출이 제한되고 상시 감시를 받는
등 일체의 자유를 현저히 억압받은 점, 특히 甲 등에게 아무런 안전교육이나 대피요령 등을 주지시키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동남해지진으로 인해 甲 등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그 후에도 적절한
치료와 휴식 및 보상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열악한 환경하에 계속 노동에 종사하게 한 점에 비추어,
구 미쓰비시의 甲 등에 대한 행위는 당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甲 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
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구 미쓰비시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甲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4]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
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미쓰비시’라고
한다)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대법원이 2018. 10. 30. 선고한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강제동원 피해자 등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확정하고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이하 ‘청구권협정’이라 한다)에 관한 해석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그때부터서야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甲 등과 같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청구권협정의 해석 등과 관련
하여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甲 등이
소를 제기할 무렵에는 객관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비록 다른 강제동원 내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전에 일본
또는 대한민국 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법률상 쟁점에 관하여 상당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甲 등이 패소 시 기판력이 생기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甲 등에게 객관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미쓰비시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甲 등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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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1] 국제사법 제2조
[2]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현행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참조), 민법 부칙(1958. 2. 22.) 제2조
[3] 민법 제751조
[4] 민법 제2조, 제166조 제1항, 제766조

【 전 문】
【 원고, 피항소인 】
【 피고, 항소인 】
미쓰비시(三菱)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출)

【 제1심판결 】
광주지법 2017. 8. 11. 선고 2014가합1463 판결

【 변론종결 】
2018. 10. 3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위적으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예비적으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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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1.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인정 사실” 중 일부를 아래 표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고치기 전고친 후쪽행320~21여자정신대원 인수 측 조치요강여자정신대 수입 측 조치요강
419정신근로대를 받으려고 하는 자정신근로를 받으려는 자51정신근로대를 받게 된 자정신근로를 받게
된 자5211994. 5.경1944. 5.경611권유를 받았다권유하였다132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I)청구권협
정과 같은 날 체결되어 1965. 12. 18. 발효된 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I)1421965. 12. 17.1965.
12. 18.1416강제징용 피해자일본에 의하여 노무자로 소집 또는 징용된 피해자1514아. 관련 소송의 경과
및 소외 1의 상속관계아. 관련 소송의 경과1613~15(3) 망 소외 1의 ~ 각 사망하였다삭제함1616~18갑
제1 내지 17호증갑 제1 내지 16호증, 제18호증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섭외적 사건에 관한 국내법원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 여부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소의 청구원인 사실이 모두
일본에서 일어나 대한민국과는 실질적 관련성이 없고, 근로정신대는 당시 일본 정부의 시책으로 시행된
제도로서 이에 대해 구 미쓰비시중공업이나 피고가 관여한 바도 전혀 없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에 지점이
나 영업소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일본 법인인 피고로 하여금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 사건 소송에 응소하도
록 하는 것은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소송수행의 편의나 예측가능성 등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다. 또한
피고가 일본 법인이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역시 일본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이라는 측면에서도 일본 법원이 이 사건 소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재판관할권이 없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
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
서 법정지와 당사자와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
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비록 피고가 일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일본 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일본에 두고 있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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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은 이 사건의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한민국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은, 구 미쓰비시중공업이 군용기 등 전쟁 물자를
생산하여 당시 태평양전쟁 등 침략전쟁을 벌이고 있던 일본 정부에 공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일본 정부의 협조 아래 일본이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던 한반도에서 기망행위, 협박 등 불법적
이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동원하여 강제노동에 종사시킨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이라는 것이다.
위와 같이 대한민국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법행위 중 일부가 이루어진 불법행위지에 해당하므
로, 대한민국 법원에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
유무가 여전히 중요한 요소가 됨을 부인할 수 없다.
②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일본 내의 물적 증거는 거의 멸실된 반면,
피해자인 원고 등 중 생존자들이 모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고, 별도로 일본 내에서만 증거조
사가 가능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③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 있으므로, 지리상, 언어상, 소송수행상의 편의
측면에서 일본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피고에게 더 편리하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곤란하고, 원고들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
를 명백히 표명하여 재판을 청구하고 있는 점도 쉽사리 외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피고의
객관적인 소송수행능력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 간의
공평을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에 태평양전쟁 등 침략전쟁의 수행과정에서 기간 군수사업체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한반도에서 조직적으로 인력을 동원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망행
위, 협박 등 불법적인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핵심적인 기간 군수사업체의 지위에 있던 구 미쓰비시중
공업은 일본 정부의 위와 같은 인력 동원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인력을 확충하였다.
원고 등은 상급학교로의 진학, 충분한 임금 제공을 보장한다는 등의 일본 정부의 기망행위에 속거나
협박에 억압되어 근로정신대에 지원하게 되었고, 근로정신대 소속으로 일본에 도착한 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나고야 비행기 제작소나 다이몽 공장에서 의사에 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로
강제노동에 혹사당하고 약속된 교육의 기회나 임금 등을 전혀 제공받지 못하였는바, 위와 같은 일본
정부의 행위와 이에 동참한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행위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 미쓰비시중공업과 사실상 동일한 법인으로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채무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4에게 각 15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망 소외 1의 가족으로서 상속인
인 원고 3에게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가족들 본인의 고유한 위자료와 망 소외 1의 가족들이 망
소외 1로부터 상속한 위자료 중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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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준거법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준거법은
법정지인 대한민국에 있어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규범(이하
‘저촉규범’이라 한다)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그 법률관계가 발생한 시점은
구 섭외사법(1962. 1. 15. 법률 제996호로 제정된 것)이 시행된 1962. 1. 15. 이전부터 그 이후까지 걸쳐
있다. 그중 1962. 1. 15. 이전에 발생한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저촉규범은 1912. 3. 28.부터
일왕(日王)의 칙령 제21호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의용(依用)되어 오다가 군정법령 제21호를 거쳐 대한민
국 제헌헌법 부칙 제100조에 의하여 “현행법령”으로서 대한민국 법질서에 편입된 일본의 ‘법례(法例)’(1898.
6. 21. 법률 제10호)이다. 원고 등의 청구권이 성립한 시점에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저촉규범에 해당하는
위 ‘법례’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효력은 불법행위 발생지의 법률에 의하는
데(제11조), 이 사건 불법행위지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걸쳐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판단할 준거법은 대한민국법 또는 일본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자신들에게
보다 유리한 준거법으로 대한민국법을 선택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추인되고, 이와 같이 준거법이
될 수 있는 여러 국가의 법이 있을 경우 법정지의 법원은 당해 사안과의 관련성의 정도, 피해자의 권리보
호의 필요성과 가해자의 준거법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방어권보장 등 당사자 사이의 공평, 형평과 정의,
재판의 적정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준거법을 선택･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요소를 모두
고려할 때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함이 옳다고 보인다. 따라서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아가 제정 민법
이 시행된 1960. 1. 1.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적용될 대한민국법은
제정 민법 부칙 제2조본문에 따라 ‘구민법(의용 민법)’이 아닌 ‘현행 민법’이다.
다.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원고 등에 대한 다음과 같은 행위는 당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러
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구 미쓰비시중공업
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와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망 소외 1의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일본 정부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등 불법적인 침략전쟁의 수행과정에서 기간 군수사업체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조직적으로 인력을
동원하였고, 핵심적인 기간 군수사업체의 지위에 있던 구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본 정부의 위와
같은 인력동원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인력을 확충하였다.
② 원고 등은 당시 한반도와 한국인들이 일본의 불법적이고 폭압적인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장차 일본에서 처하게 될 노동의 내용이나 환경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일본 정부의 조직적인
기망행위, 협박 등에 의하여 근로정신대에 지원하여 연행된 후 이 사건 공장에서 노동에 종사하
게 되었다.
③ 더욱이 원고 등은 만 13세, 14세의 나이 어린 여성이었음에도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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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매우 높은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였고,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
며, 일본 정부의 혹독한 전시 총동원체제에서 외출이 제한되고 상시 감시를 받는 등 일체의 자유
를 현저히 억압받았다.
④ 특히 원고 등에게 아무런 안전교육이나 대피요령 등을 주지시키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동남해지
진으로 인해 이 사건 공장이 무너지면서 망 소외 1이 사망하고 원고 2가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원고 2가 위 사고와 작업 중 상해를 입었는데도 적절한 치료와 휴식 및 보상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열악한 환경하에 계속 노동에 종사하게 하였다.
라. 피고가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3쪽 제2행부터 제27쪽 제5행까지의 “3의 나.의
(2)항 피고가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채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
권에 해당하여, 1965. 6. 22. 대한민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위 청구권협정의 체결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나)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으로, 위와 같은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협
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법행위일로부터 2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에서 적용될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률인지 아니면 일본 법률인지를 불문하고 이미 소멸시효
내지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하였고, 원고들에게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존재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들에
게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① 다른 강제동원 노동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대한민
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2000. 5. 1.경 또는 ② 청구권협정에 대한 민관공동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던 2005. 8. 26.경, 혹은 늦어도 ③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강제동원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9다22549 판결이 선고된 2012. 5.
24.경 이후에는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은 위 대법원판결 선고일로부
터 상당한 기간인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위 대법원판결 선고일로부터 6개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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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나) 판단
(1) 원고들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여부에 관한 준거법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법이 된다. 그런데 현행 민법에 의하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권에 관하여는 소멸시효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본법이 준거법이라는 전제에서 제척기
간이 도과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지만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
다만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
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
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
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72599 판결
등 참조).
결국, 권리가 발생하였으나 권리행사에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의 법률상 장애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가 비로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될 것이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유가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했다는 등의 사실상
장애사유에 불과하다면, 해당 권리의 소멸시효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
다. 다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그 권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보아 권리
행사를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당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
라도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에 대한 피고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은 원고 1 등이 귀국한 1945. 10.경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위 1945. 10.경 및 현행 민법 시행일인 1960. 1. 1.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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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31, 35, 38, 40, 41, 4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도 원고들에게는 객관적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
하며 원고 등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①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불법행위가 있은 후 1965. 6. 22. 한일 간의 국교가 수립될 때까지
일본과 대한민국 사이의 국교가 단절되어 있었고,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대한
민국에서 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집행할 수 없었다. 이후 1965년 한일 간에 국교가 정상
화되었으나,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가 모두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권협정
제2조 및 그 합의의사록의 규정과 관련하여 청구권협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 또
는 일본 국민에 대한 개인청구권이 포괄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견해가 대한민국 내에
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청구권협정의 후속조치로 재산권
조치법을 제정하여 원고 등의 청구권을 일본 국내적으로 소멸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② 그런데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함에 따라 개인청구권,
그중에서도 특히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다는 견해가 서서히
부각되었고, 2005. 1.경 한국에서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가 공개된 뒤, 2005. 8.
26.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민관공동위
원회의 견해가 표명되었다.
③ 그러나 민관공동위원회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표명한 내용은 ‘청구권협정은 기본적
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대일평화조약(샌프란시스
코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으며, 사할린 동포, 원폭피해자 문제도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
는다.’는 것으로, 강제동원 내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개개인의 강제노동이 이루어진
일본 군수사업체 기업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위 민관공동위원회의 견해 표명 이후에도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2009. 8. 14. ‘강제동
원 피해자의 공탁금은 청구권협정 체결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일본 정부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움’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하였고, 원고 등과 같은 근로정신대 피해자를 지원
하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질의에 대하여 2011. 12. 13.경 ‘청구
권협정의 대상범위에는 강제동원 관련 피징용 한국인 미수금(공탁금) 및 피징용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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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사안에 대한 일본 측과의 협상은 현재로서 실익
이 없을 것이 예상되는바, 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앞으로도 이제까지와 마찬가지
로 미수금 자료의 입수를 통한 국내 보상, 일본 기업과의 화해 추구 등에 있어서의
측면 지원 관련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 민간공동위원회의 견해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들의 권리행사 장
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④ 대법원은 2012. 5. 24. 선고된 2009다22549 판결 및 2009다68620 판결을 통해 ‘강제동
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일본 판결은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반하여
승인될 수 없고,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
워 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며, 설령 그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
도 그 개인청구권 자체는 청구권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청구권협정으로 그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만이 포기된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이와 달리 ‘소멸시효, 제척기간 도과와 청구권협정을 이유로 강제동원 피
해자의 일본 기업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일본 판결을 승인하여 강제동원
피해자의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부산고
등법원 2007나4288)과 ‘일본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하여는 위
부산고등법원 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나머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하여는 회사경리응
급조치법, 기업재건정비법 등 일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되고 새로 설립된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신일철주금 주식회사)가 해산된 일본제철 주식회사의 채무를 당
연히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강제동원 피해자의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신일철주금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를 기각’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08나49129)을 각 파기하고, 이를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다. 그러나 위 각 대법원판결은 환송판결로써 그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 일본 기업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즉시 확정되지 않았고, 위 각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여전히 국내외의 논란(국내 법학자들도 위 각 대법원판결을 비판하는 취지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이 끊이지 않았으며, 청구권협정의 당사자인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과거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 등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되었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였다.
⑤ 이후 환송심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신일본제철 주식회사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신일철주금 주식회사)는 위 각 파기환
송심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이 2018. 10. 30. 신일본제철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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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함으
로써, 위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의 원고인 강제동원 피해자 등의 신일본제철 주식회사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비로소 확정되었고, ‘일본 정부의 한
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최종적으로 확인되었다.
⑥ 원고 등을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1920년경부터 1930년경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
로써 위 대법원 2009다22549 판결 및 2009다68620 판결이 선고될 무렵에도 이미 상당
한 고령이었고, 그 지위, 교육 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한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2. 5. 24.
선고된 위 각 대법원판결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은 맞으나, 피고 등 해당 일본 기업은 위 각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면서 환송심과 재상고
심에서 계속하여 법적 다툼을 벌였으며, 환송심에서 피고 등이 제출한 새로운 주장이나
증명에 따라 위 각 대법원판결의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등이 변동됨으로써 강제동
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2018. 10. 30.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강제동원 피해자
등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확정하고 청구권협정에 관한 해석을 명확하
게 밝힘으로써, 그때부터서야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원고 등과 같은 강제동원 피해자
들이 청구권협정의 해석 등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인
2014. 2. 27.경까지도 원고들에게 객관적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비록 다른 강제동원 내지 근로정
신대 피해자들이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전에 일본 또는 대한민국 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법률상 쟁점에 관하
여 상당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열악한 처지에 있는 원고들
이 패소 시 기판력이 생기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기대하
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객관적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
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한편 위 대법원 2009다22549 판결, 2009다68620 판결에서 ‘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원고
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법률상의 쟁점
자체는 정리되었고, 이에 따라 위 각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2012. 5. 24.경 원고 등과
같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해
소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설령 위와 같이 보더라도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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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
가 있었던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러한 사정이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
였다면 채무자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달성,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이념으로 삼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예외적인 제한에 그쳐야 할
것이므로, 위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
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대법원 2009다22549 판결, 2009다68620 판결의 당사
자가 아닌 원고들로서는 위 각 판결에 기하여 위와 같은 장애사유가 해소되었음을 단시일 내에
확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각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즉시 확정되지 않아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여전히 국내외의
논란이 있었던 점, 이에 따라 대법원은 2018. 10. 3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를 재확인하였고, 이로써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최종적으
로 확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2012. 5. 24. 대법원 2009다22549 판결, 2009다68620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원고 등과 같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과 같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경우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권리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은 시효정지에 준하는 기간보
다 연장하여 3년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 대법원 2009다22549 판결 및 2009다68620 판결이 선고된 2012. 5. 24.로
부터 3년이 경과되기 이전인 2014. 2.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결국 원고들은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
(마)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위자료의 금액
피고는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팽창을 위하여 침략
전쟁을 수행하고자 하는 과거 일본 정부에 적극 협력하여 면밀한 계획하에 기망과 협박 등을 통해
동원된 원고 등을 강제노동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등은 나이 어린 여성임에도 가족과
헤어져 자유를 박탈당한 채 일본이 패전할 때까지 오로지 피고가 강제하는 일정과 규칙에 따라 노동에
종사하여야 했다.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혹독한 노동에 강제로 종사하다가 망 소외 1은 목숨을
잃었고, 원고 2는 발목과 왼쪽 어깨를 다치는 부상을 당하였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된 여성 중 상당수
를 군위안부에 종사하게 함에 따라 동원된 여성을 군위안부와 동일시하는 잘못된 인식마저 생겨났고,
이로 인해 원고 1, 원고 2, 원고 4는 군위안부로 오해받아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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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염려하여 남편과 자식들에게 자신의 비극적인 과거를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채 긴 세월을 살아와
야 했다.
이와 같은 가해행위의 불법성의 정도, 피고가 이러한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관여 정도,
원고 등의 연령 및 강제노동에 종사한 기간, 노동의 강도, 근로환경과 자유 억압의 정도, 임금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한 점,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등이 실제로 입은 피해의 결과와 그 피해
의 정도, 그럼에도 불법행위 이후 현재까지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피고의 태도, 유사 사건과의 형평,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로 제1심판결이 정한 위자료 액수인, 강제노동 중 사망한 망 소외 1에 대하여
150,000,000원, 원고 3을 포함하여 뒤에서 보는 망 소외 1의 가족들(다만 망 소외 1의 사망 당시 출생하
지 않은 형제자매의 경우 위자료를 인정하지 아니한다)에 대하여 각 20,000,000원, 강제노동 중 부상을
입은 원고 2에 대하여 120,000,000원, 원고 1, 원고 4에 대하여 각 100,000,000원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2) 원고 3의 채권액
가) 망 소외 1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
(1)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소외 2는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父, 호주), 소외 3은 망 소외 1의 모(母)이
다.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는 망인의 여자형제이고, 원고 3 및
소외 10,소외 11은 망인의 남자형제로, 그중 소외 9(생년월일 1 생략), 소외 11(생년월일
2 생략)은 망인 사망 이후에 각 출생하였다.
② 소외 2는 1969. 1. 26., 소외 3은 1973. 12. 26., 위 소외 10은 1960. 6. 10. 각 사망하였다.
③ 소외 4는 1968. 3. 29., 소외 5는 1969. 12. 3., 소외 6은 1961. 9. 30., 소외 7은 1964.
3. 17., 소외 8은 1976. 2. 16., 소외 9는 1971. 4. 30. 각 혼인으로 제적되었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1944. 12. 7. 미혼인 상태로 사망하여 당시의 우리나라의
관습에 따라 아버지 소외 2가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이후 소외 2가 1969.
1. 26. 사망하여, 당시 시행되던 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호주상속인 남자 직계비속 원고 3이 6/21, 남자 직계비속인 소외 11이 4/21,
처 소외 3 및 동일가적에 있는 여자 직계비속인 소외 5, 소외 8, 소외 9가 각 2/21, 동일가적
에 없는 여자 직계비속인 소외 4, 소외 6, 소외 7이 각 1/21의 비율로 소외 2를 상속하였다.
또한 소외 3이 1973. 12. 26. 사망하여, 위 구 민법에 따라 남자 직계비속인 원고 3 및
소외 11이 각 4/15, 동일가적에 있는 여자 직계비속인 소외 8이 2/15, 동일가적에 없는
여자 직계비속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9가 각 1/15의 비율로 소외 3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 3의 채권양수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5, 소외 7, 소외 8, 소외 9는
2017. 7.경 ① 자신들이 소외 2, 소외 3을 거쳐 상속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②
소외 2, 소외 3으로부터 각 상속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소외 2, 소외 3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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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③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소외 5, 소외 7, 소외 8, 소외 9 본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각 원고 3에게 양도하고, 위 각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권한을 원고 3에게 위임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 3은 이 사건 2017. 7. 3.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원고 3의 채권액 계산
(1)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 3과 소외 5, 소외 7, 소외 8의 피고에 대한 고유의 위자료 채권액
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각 20,000,000원씩, 합계 80,000,000원이다.
(2) 원고 3과 소외 5, 소외 7, 소외 8, 소외 9가 각 상속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채권액은
합계 101,428,500원[= 150,000,000원 × (13/21 + 2/35), 10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3) 원고 3과 소외 5, 소외 7, 소외 8, 소외 9가 각 상속한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고유의 위자료
채권액은 합계 13,523,800원[= 20,000,000원 × (13/21 + 2/35)]이다.
(4) 원고 3과 소외 5, 소외 7, 소외 8, 소외 9가 각 상속한 소외 3의 피고에 대한 고유의 위자료
채권액은 합계 12,000,000원[= 20,000,000원 × 9/15]이다.
(5) 결국, 원고 3의 피고에 대한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양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합계액은
206,952,300원(= 80,000,000원 + 101,428,500원 + 13,523,800원 + 12,0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 3에게 위 금액 중 원고 3이 구하는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원고들은 피고의 위자료 지급채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그 성립과 동시에 불법행위 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됨으로써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 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 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불법행위 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경우 현저한 과잉배상의 문제가 제기되므로, 예외적으로라도 불법행위
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
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등 참조). 다만 항소심에서 제1심판
결이 정한 위자료 액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
일인 제1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0517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 종료일인 1945년경 무렵부터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7. 7. 7.까지 사이에 70년 이상의 장기간이 경과하고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겼으며, 제1심은 그와 같이 변동된 사정까지 참작하여 위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한 위자료 액수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7. 7. 7.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원고들이 위 위자료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제1심 변론종결일 전날인 2017. 7. 6.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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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1, 원고 4에게 각 100,000,000원, 원고 2에게 120,000,000원, 원고 3에게
1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7. 7. 7.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8.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인규(재판장) 황진희 김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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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2018. 12. 1. ~ 2019. 2. 28. ❚

- 자세한 내용 및 기타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 [뉴스･공지 > 보도자료] 참조
O 외교부는 올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70주년 및 우리의 PKO 참여 25주년 계기, 유엔 PKO의
미래 발전 방안을 주제로 12.3(월)-4(화)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제회의(｢The Seoul Conference
on UN Peacekeeping｣)를 개최하였다.
O 외교부는 유엔 군축실과 공동 주관으로 제17차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를 12.5(수)-6(목)간 제
주 신라호텔에서 개최하였다.
O 외교부(장관 강경화)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
체계 구축’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하였다.
O 외교부는 기획재정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과 합동으로 2018.12.4.(화) 필리핀 마
닐라에서 ｢제1차 한-필리핀 ODA 통합정책협의회(Korea-Philippines Integrated ODA Policy
Dialogue)｣를 개최하였다(우리측 수석대표: 오현주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필리핀측 수석대표:
조나단 우이 국가경제개발청 차관보).
O 조태열 주유엔대사는 2019년 임기 유엔개발계획(UNDP)/유엔인구기금 (UNFPA)/유엔프로젝트
조달기구(UNOPS)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의장으로 선출되어 12.6.(목) 개최되는 집행이
사회 특별회의에서 공식 취임하였다.
O 아시아･아프리카의 인도양 연안 국가들로 구성된 ｢환인도양연합｣(IORA, Indian Ocean Rim
Association)은 지난 11월 2일 남아공 더반에서 2018년도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우리나라의 대화
상대국(Dialogue Partner) 가입을 최종 승인하였다.
O 외교부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0회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와 제18회 ‘국
제법 논문경시대회’의 시상식이 12.7(금) 14:30 외교부 18층 리셉션 홀에서 개최되었다.
O 12.6.(목) 로마에서 열린 제77차 사법(私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김인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원 교수(現 국제거래법학회 회장)가 5년(2019-2023) 임기의 집행이사로 새롭게 선출되었다.
O 외교부와 북극써클사무국, 해양수산부, 극지연구소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주최하는 ｢북
극써클한국포럼｣이 12.7(금)-8(토) 양일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다.
O 지난 30년간 극지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30년의 통합 극지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2050
극지비전’이 선포되었다.
O 국립외교원은 12월 12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 청사에서 ‘한국 외교의 새 지평을 찾아서:
4차 산업혁명의 도전, 이슈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2018 외교안보연구소(IFANS) 국제문제회의｣
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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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외교부는 한국유엔체제학회와 함께 12.10.(월)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권 : 유엔인권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제하 포럼을 개최하였다.
O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는 12. 12.(수) 대강당에서 국내외 전･현직 관료 및 석학,
국내 정치인, 주한 외교단 및 국제기구 대표 등 300여 명의 참석 하에 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한국 외교의 진로에 대한 국제문제회의를 개최하였다.
O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된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가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12월 15일(토) 오후 11시경(폴란드 현지시각) 예정되었던 종료일을 하루 넘겨 폐막하였다.
O 2018.12.2.-15간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된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에
서 우리나라는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제3기 이사진, 재정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Finance, SCF) 위원 및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limate Technology Center and
Network, CTCN) 이사직 진출을 확정하였다.
O 12.17.(월) 유엔 총회(뉴욕)에서 실시된 유엔 국제상거래법 위원회(UNCITRAL :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위원국(Member State) 선거에서 우리나라가 2019-2025
년 임기 위원국으로 당선되었다.
O OECD 뇌물방지작업반은 지난 12.11(화)-12.13(목)간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정례회의에
서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에 대한 우리나라의 4단계 평가를 실시했고, 평가보고서와 OECD
보도자료를 12.20(목) OECD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O 외교부는 12.21(금) 연간 20조원을 상회하는 유엔조달 시장에 우리기업의 진출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관 부처･청 및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TF 회의를 개최하였다.
O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가 12.27(목), 뺷2019 국제정세전망뺸을 발간하였다.
O 외교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Government for
overseas Koreans) 구축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1단계 사업 수행의 결과, 내년 3월부터는 새로
구축된 영사민원 포탈을 통해 해외 체류 우리국민이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신청･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O ｢제6회 해오외교관상｣ 시상식이 1.3(목) 조현 외교부 1차관 주최로 김민녕 해오재단 이사장 및
故김동조 前 장관 가족, 전직 대사 및 수상자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O 오헤아 킨타나(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1.7(월)-1.11(금)간 방한하였다.
O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 ESCAP)는 오준 前유엔대사(현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이사장)를 ESCAP 저명인사 자문그룹 위원으로 임명하였다.
O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영사조력법”)｣이 1월 15일 공포되었다. 동 제정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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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15일(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
했다.
O 한･중 양국간 해양경계획정 국장급 회담이 1.17.(목)-1.18.(금)간 중국 샤먼에서 개최되었다.
O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회장의 초청으로 2019.1.23(수)-25(금)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WEF의 연차 총회인 다보
스 포럼에 참석하였다.
O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와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이하 국장회의)가
각각 1월 23일 및 1월 2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어, 양국 간 미세먼지 협력을
포함한 환경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O ‘다보스 포럼(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연차 총회)’에 참석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23(수) 오후 브렌데(Brende) WEF 이사장 사회 하에 진행된 공개회의 ‘지정학적
전망’에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O 한국 정부는 그리스와 마케도니아(FYROM)간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국명 관련 분쟁이 상호존
중과 타협의 정신 속에서 평화적으로 해결된 것을 환영하고 축하의 뜻을 전하였다.
O 강정식 다자외교조정관은 1. 31.(목), 2019년 파견 예정인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Junior
Professional Officer) 최종합격자에게 합격증을 수여하였다.
O 한･미 양국은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의를 마쳤으며 양측 수석대표가
2019.2.10.(일) 문안에 가서명하였다.
O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은 2.13(수) 방한중인 ｢나탈리아 카넴(Natalia Kanem)｣ 유엔인구기금
(UNFPA) 총재와 면담을 갖고, UNFPA 한국사무소 개소 및 한-UNFPA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O 우리나라는 2월 17일부터 3월 4일까지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와 공동으로 남극지역 내
과학기지 및 인근 시설들의 운영현황을 점검하는 국제공동사찰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7월초
개최예정인 남극조약당사국회의(ATCM)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O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뮌헨안보회의(Munich Security Conference) 볼프강 이싱어(Wolfgang Ischinger)
의장의 초청으로 제55차 뮌헨안보회의(2.15-17, 뮌헨)에 참석하기 위해 2.14.(목)-15(금)간 뮌헨
을 방문하였다.
O 외교부는 올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전 세계 740만 재외동포들과
함께 △재외공관 개최 100주년 기념행사 및 축하리셉션, △한중 우호 카라반, △우토로 평화기념
관 건립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O 강경화 장관은 ｢제40차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및 ｢제네바 군축회의(CD:
Conference on Disarmament)｣ 고위급회기 참석을 위해 2.23(토)-25(월)간 제네바를 방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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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요약
O 외교부는 우리 수출 기업의 수입규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미국의 수입규제 제도에 대한 설명과
조사 대응 방안을 수록한 ｢알기 쉬운 미국의 수입규제｣ 책자를 발간하였다.
O ｢제40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 참석중인 강경화 외교장관은 2.25(월) 오후(현지 시
간) 기조연설을 통해,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의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특히 여성, 아동, 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가 전 세계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
였다.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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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O 회의 개회식 (2018-12-03)

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기여를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쉍 외교부는 올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70주

※ 우리나라는 유엔 PKO 예산에 12위 수준의

년* 및 우리의 PKO 참여 25주년** 계기, 유엔

재정기여(2.039% 분담) 및 PKO 병력에 38

PKO의 미래 발전 방안을 주제로 12.3(월)-4

위 수준의 기여중(650명 규모)

(화)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제회의(｢The Seoul

◦ 특히, PKO 임무단의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아

Conference on UN Peacekeeping｣)를 개최한다.

프리카 말리 이동식 병원 지원사업’*, 분쟁하

* 1948년 유엔정전감시단(팔레스타인)이 최초

여성의 보호 및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과 함

PKO 임무단(현재까지 임무 수행중)
** 우리나라는 1993년 소말리아에 최초 PKO

께 하는 평화(Action with Women and Peace)｣
이니셔티브**등 평화･안보 분야에서 우리의

부대를 파견한 이래 앙골라, 서부사하라, 동

실질적인 기여 사례 소개

티모르, 아이티 등 현재까지 총 7차례 부대

* 한-AU간 평화･안보 분야 협력사업으로, 아

파견(현재 레바논 및 남수단에 총 650명 규

프리카 말리 북부에 PKO원 및 현지주민을

모 부대 파견중)

대상으로 한 이동식 병원 지원(‘18.7.4. 개소
식 개최)

쉍 올해 PKO 70주년을 맞이하여 유엔에서는 구

** 분쟁하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개발협력사

테레쉬 사무총장 주도로 변화하는 안보 환경

업 및 여성･평화･안보 의제의 국제적 논의

하에서 PKO를 보다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진전을 위한 정례 국제회의 개최를 골자로

위한 노력이 추진되어 왔으며, 이번 회의는 지

하는 이니셔티브(올해 6월 출범)

난 25년간 PKO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우리
나라가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 및 기
여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쉍 우리정부는 국제평화를 선도하는 책임있는 국
가로서 앞으로도 유엔의 핵심활동인 PKO의

◦ 동 회의에는 △독일, 스웨덴, 에티오피아, 인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계획

도네시아 등 약 20여개 공여국 정부대표, △

이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안보리 이사국 수임

유엔 및 아프리카연합 등 핵심 국제기구 인사,

추진(2024-25년 임기)을 비롯, 유엔내 평화･안

△국제평화연구소(IPI) 등 전문가, △주한외

보 분야에서 우리의 위상 제고에 도움이 될 것

교단 등 80여명이 참석, ▴최근 PKO 논의 동

으로 기대된다. 끝.

향 점검하고, ▴각국의 모범 사례 및 도전과제
를 공유하는 한편, ▴PKO의 미래 발전 방안
을 논의할 예정

제17차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 개최
(2018-12-04)

쉍 금 12.3(월) 오전 개최된 개회식에는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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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2차관이 참석, 개회사를 통해 PKO

쉍 외교부는 유엔 군축실과 공동 주관으로 제17

가 지난 70년간 유엔의 평화･안보 분야를 대

차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를 12.5(수)-6(목)

표하는 활동(flagship activity)으로 자리매김

간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최한다.

해 온 것을 평가하고, 그간 PKO에 적극 참여

◦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는 2001년 우리나라

해 온 국가로서 우리나라가 PKO의 미래발전

의 유엔 가입 10주년을 맞아 국제워크샵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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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처음 개최

◦ 외교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6월에

◦ 2002년부터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연구소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

등의 다양한 군축･비확산 전문가들이 참여하

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블

여 매년말 당해년도 군축･비확산 분야의 주요

록체인 시스템 구축 시범 사업을 진행해왔다.

쟁점을 집중 논의하는 아태지역의 대표적인
연례 군축･비확산 회의로 발전

쉍 이번에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영사확인) 발급사실 확인 시스템’은 블록체인

쉍 이번 회의는 “인류를 구하는 군축-핵 위협으로

에 공문서 정보와 인증서를 저장하고, 전자문

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향해”라는 주제로 진행

서 형태로 ‘국내기관(은행) - 외교부 - 재외공

되며, 참석자들은 △현재의 핵 비확산 체제가

관 - (향후)해외국가’간 공유함으로써 실시간

겪고 있는 위기를 진단하고, △NPT를 비롯한

으로 공증된 문서의 발급 사실과 내용을 확인

여타 국제기구 및 메커니즘의 역할 등을 중심
으로 핵군축 이슈에 대해 심도있게 토의할 계
획이다.
◦ 윤순구 차관보와 Izumi Nakamitsu 유엔 군축
고위대표가 각각 우리 정부와 유엔을 대표하

할 수 있게 된다.
◦ 예컨대, 재외국민이 국내 은행 대출을 받고자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은행 담당자가 블록
체인을 통해 금융 위임장 발급사실 및 공증
(영사확인)의 진위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여 참석하고,
◦ 그 외 UN 군축실, CTBTO 임시기술사무국,

쉍 이번 시범 서비스는 ’19년 1/4분기 중 주일본

유엔군축연구소 등의 국제기구 대표와, 브루

대사관, 주LA총영사관에 우선 시범 적용되고,

킹스 연구소 등 국내･외 군축･비확산 분야 연

국내 금융기관(14개)*에서도 실제 적용되어 운

구소 소속 전문가, 주한외교단, 국내 유관부처

영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혁신 과제의 일환으

관계자 50여명 참석 예정

로 ’20년까지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할 계획
이다.

쉍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한-유엔 군축･

※ 재외동포(전체) 7,431천명, 일본(동경) 139,013

비확산회의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의 군축･비

명, 미주(LA) 665,185명

확산 분야 논의에 건설적으로 기여하는 방안

* 금융결제원을 통해 산업, 농협, 신한, 우

을 지속 모색해 나가는 한편, 군축･비확산 외

리, 기업, 국민, KEB하나, SC제일, 씨티,

교 역량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수협, 광주, 제주, 경남은행, 우체국 등과
연계 예정
◦ 향후 관련 성과를 바탕으로, 아포스티유* 협약

블록체인으로 재외공관 공증 업무를
혁신한다 (2018-12-04)

체약국간 인증서 전자유통을 위해 블록체인 기
반 e-아포스티유(electronic Apostille Programme)
시스템에 대한 국제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

쉍 외교부(장관 강경화)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이다.

관 유영민)는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 아포스티유(Apostille) : ｢외국 공문서에 대

발급체계 구축’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계획이다.

문서 발행국의 ① 권한있는 당국이(외교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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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법무부)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면, 별도
의 절차 없이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의 효

ODA 중점협력국인 필리핀과 신남방
개발협력 방향을 논의하다 (2018-12-04)

력을 인정받는 제도 (‘07.07 협약 가입)
1. 외교부는 기획재정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
쉍 앞으로 해외에서 발급받거나 작성된 문서를 국

출입은행과 합동으로 2018.12.4.(화) 필리핀 마

내에서 활용하기 위한 재외공관(대사관, 영사

닐라에서 ｢제1차 한-필리핀 ODA 통합정책협

관) 공증(영사확인)* 절차에 블록체인 기술이

의회(Korea-Philippines Integrated ODA Policy

적용되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

Dialogue)｣를 개최하였다(우리측 수석대표: 오

하고 신속한 검증･유통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주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필리핀측 수석대표:

* 재외공관공증(영사확인) : 국외에서 각종 위
임장 등 사서증서와 외국 공문서를 국내 기

조나단 우이 국가경제개발청 차관보).
※ ODA 통합정책협의회는 미얀마, 라오스 등

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재외공관의 공증 또는

주요 ODA 협력국과 △유･무상원조 사업 종

영사의 확인을 받는 제도로, 해외에서 발급

합 점검, △사업간 연계 강화, △ODA 사업

받거나 작성되었어도 국내에서 동일한 효력

에 대한 양국 간 이해 제고 등을 위해 외교부

을 지님.

와 기재부가 공동개최하고, 수석대표를 교대

◦ 이번 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됨으

로 수임하고 있음.

로써, 재외공관공증 서류의 국내 활용 및 국내
공문서의 국외 활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필리핀은 ODA 분야 우리나라의 24개 중점협
력국 가운데 하나이며, 우리 정부의 중점 대외
정책인 신남방정책 등을 감안하여 금년에 최초

쉍 외교부는 이번 시범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각

로 필리핀과의 ODA 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

종 재외국민의 영사･민원 서비스를 개선하여

게 되었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편익 증진

※ 1987-2016년 간 대 필리핀 ODA 규모는 총

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5.1 억불로 전체 수원국 중 7위를 차지 (무상
원조 5위, 유상원조 8위)

쉍 참고로, 지금까지 재외국민이 국내 금융활동

※ 우리측은 필리핀과 기 체결(’16.12)한 국가협

을 하기 위해서는 위임장을 재외공관에서 공

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증을 받아 국내 대리인을 통해야만 가능했다.

을 토대로 중점협력분야인 △지역개발, △물

※ 재외공관에서 공증받는 서류 매년 약 30만

관리 및 보건위생, △교통, △재해예방 분야

건에 달하며, 이 중 각종 위임업무에 관한 공

에 총 지원금액의 70%를 지원함으로써 원조

증서류는 6만 건 이상임.

성과를 극대화하고, 필리핀의 경제사회 개발

◦ 또한 국내 금융기관은 재외공관에서 공증 받

에 기여한다는 방침

은 종이 위임장의 진위 여부 및 발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종이문서가 위･변조에

3. 금번 회의에서 양국은 △ODA 정책 및 전략,

취약한 점을 악용하여 각종 범죄사례가 발생

△대 필리핀 유･무상 ODA 협력 현황 및 향후

해 왔다.

계획, △구체 사업 관련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
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 필리핀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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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필리핀의 경제발전 계획(National Develop-

으로서 그리고 집행이사국으로서 적극적으로

ment Plan)을 이행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기여한데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를 반영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아울러, △우리측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한 국

◦ 우리나라는 1994-1995년(2년), 1998-2000년

정과제인 무상원조의 통합적･체계적 추진, △

(3년), 2008-2010년(3년), 2012-2014년(3년),

신남방정책을 적극 뒷받침하는 신남방 ODA

2016-2018년(3년)에 이어 2019-2021년 임기

사업 발굴 및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3년의 집행이사국에 선출되었으며, 2018년에

된다.

는 부의장국으로 활동

4. 금번 회의는 △한-필리핀 정상회담 (6.5, 서울),

3. 우리나라의 의장직 수임은 1994년 UNDP/UNFPA/

△제7차 한-필리핀 정책협의회 (11.6, 마닐라 /

UNOPS 집행이사회 출범 이후 최초이며, 최근 수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수석대표로 참석)에 이

년간 ECOSOC(2016년 회기), 인권이사회(2016

어 개최되었고, 한-필리핀 양국관계 증진에 기

년), 평화구축위원회(2017년) 의장을 수임한데

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어 UNDP/UNFPA/UNOPS 집행이사회 의장
을 수임하게 됨으로써 우리 유엔 외교의 지평
을 더욱 넓히고,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리더

조태열 주유엔대사 UNDP/UNFPA/UNOPS
집행이사회 의장에 최초로 선출
(2018-12-06)

◦ 특히, 과거 우리나라의 개발 과정에서 원조를

1. 조태열 주유엔대사는 2019년 임기 유엔개발계

발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UNDP

획(UNDP)/유엔인구기금 (UNFPA)/유엔프로젝

의 위상을 감안할 때, 조 대사의 금번 3개 기구

트조달기구(UNOPS)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집행이사회 의장직 수임은 수원국에서 공여국

의장으로 선출되어 12.6.(목) 개최되는 집행이

으로 발전한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통적

사회 특별회의에서 공식 취임하였습니다.

인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가교 역할을 적극 수

◦ 36개국으로 구성되는 UNDP/UNFPA/UNOPS

십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되고 있습니다.
제공한 핵심 개발기구일 뿐만 아니라 유엔개

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집행이사회는 각 기구별 정책과 예산을 승인

※ UNDP는 1966년부터 2009년 기간 동안, 우

하는 등 각 기구들의 개발 활동 전반에 대해

리나라에 총 1억7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점검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

제공

※ UNDP(UN Development Programme),
UNFPA(UN Population Fund) 및 UNOPS

4. 2019년도는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이 역점을

(UN Office for Project Services)는 각각

두고 있는 유엔 개혁 프로그램이 이행되는 첫

별도의 기구이나, 통합적으로 집행이사회

해이며, UNDP 등 3개 기구들은 유엔 개혁 3대

운영

분야 중 하나인 유엔개발시스템 개혁 이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므로

2. 이번 조 대사의 UNDP/UNFPA/UNOPS 집행

정부는 각 기구들이 효과적으로 개혁을 이행할

이사회 의장직 수임은 그간 우리나라가 공여국

수 있도록 조 대사의 의장직 수행을 적극 지원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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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나갈 예정입니다.

회원국 및 9개 대화상대국으로 구성

◦ 특히, 성공적인 개혁 이행을 위해서는 유엔 내

- 회원국 :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태국,

여타 기구 뿐 아니라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몰디브,

다양한 행위자들과 폭넓게 협력관계를 구축

호주, 이란, UAE, 예멘, 오만, 남아공, 케냐,

하는 것이 긴요한 만큼, 이에 초점을 두고 의

소말리아,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 모잠비

장직 수행 계획

크, 모리셔스, 세이셀, 코모로
- 대화상대국 : 한국, 미국, 중국 , 일본, 영국,

5. 조 대사는 의장 자격으로 임기 1년 동안 각 기
구별 활동과 관련해 각 기구의 총재와 직접 협
의하고, 집행이사회 공식 및 비공식 회의를 주
재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독일, 프랑스, 이집트, 터키
※ IORA 구조
- (각료회의) 의사결정기구로, 매년 10월경
개최되며, 현재 의장국은 남아공

◦ 제1차 정례 집행이사회(2019.1.21-25), 연례 집

- (고위관리회의) 연 2회 개최(5~6월 및 10월

행이사회(2019.6.3-7), 제2차 정례 집행이사회

각료회의 직전)되며, 각료회의에 논의결과

(2019.9.3.-6) 등 공식 회의 외에 수시로 개최

를 권고

되는 비공식 회의를 주재하는 등 다양한 활동
전개 예정

- (사무국) 모리셔스에 소재하며, 행정업무
및 회원국간 조정 업무를 처리
2. 우리의 IORA 대화상대국 가입은 향후 인도양

우리나라의 환인도양연합(IORA) 대화상대국
가입 (2018-12-06)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계속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역내 전략적 소통에 보다 적
극적으로 참여하고, 외교다변화 및 신남방정책

1. 아시아･아프리카의 인도양 연안 국가들로 구성
된 ｢환인도양연합｣(IORA, Indian Ocean Rim

추진에 있어서 우리의 활동공간을 대폭 확대하
는 의미가 있다.

Association)은 지난 11월 2일 남아공 더반에서

◦ 특히, 우리나라는 외교･안보, 무역, 해상운송

2018년도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우리나라의 대

등에 있어서 인도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 매

화상대국(Dialogue Partner) 가입을 최종 승인

우 중요하다는 입장 하에 그간 동 지역 국가들

하였다.

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미국･중국･

◦ 이에 따라, IORA 대화상대국으로서의 첫 활
동으로, 위준석 외교부 서남아태평양과장이

일본 등 주요국 및 역내 대부분 국가가 이미
IORA에 참여 중에 있다.

12.7.(금)~8.(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
는 ｢인도양 지역 포용적 성장을 위한 해양협

3. 이번 가입 승인을 위해 우리 정부는 올해 7월

력 고위패널｣에 참석, 해양분야 협력에 관해

가입의사를 IORA측에 공식 통보한 이래, 이상

회원국들과 협의하고, 향후 우리 정부의 활동

렬 남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이 IORA 사무국

방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모리셔스) 및 의장국(남아공)을 방문하여 지지

※ IORA : 인도양 연안 국가들간 경제･사회

와 협조를 요청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회원국

분야 협력을 위한 지역협의체
- 1997년 인도와 남아공 주도로 출범 / 22개

15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9, Vol.18, No.1 (통권 제52호)

들의 우호적 컨센서스를 조성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전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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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IORA 플랫폼을 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 ‘국제법 논문경시대

용하여 역내 국가들과 다양한 레벨에서 소통을

회’에서는 4.27판문점 선언의 국제법적 성격,

확대하고, 신남방정책 및 외교다변화 추진 기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등을 주

반을 강화하면서, 무역･투자, 어업, 개발, 해양
안보, 관광･문화교류 등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로 한 논문들이 제출되었다.
◦ 최우수상은 김대연 학생(서울대학교 재학), 우
수상은 김동규 학생(한국외국어대학교 재학),

◦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경제성장 경험과 역

장려상은 이신형 학생(연세대학교 재학), 홍혜

내 중견국으로서 입지를 십분 활용, IORA내

원 학생(서강대학교 재학)에게 각각 돌아갔다.

선진국과 저개발국간, 그리고 남아시아･인도
양과 동북아･태평양 지역간 가교 역할을 적극
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 IORA 8개 우선논의분야

쉍 두 대회는 국제법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이
해를 재고하고 국제법 분야 기초역량을 강화
하는 학술경연의 장으로, 역대 수상자들 중 상

- 해양안전･안보, 통상･투자 증진, 어업, 재난

당수가 외교부･학계 등 관련 분야로 진출하는

관리, 관광･문화교류, 학술･과학기술 교류,

등 새로운 인재를 발굴･등용하는 장으로 자리

여성, 블루 경제(자연친화적 성장)

잡아가고 있다.
쉍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제법의 저변 확대와 이

2018년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 및
논문경시대회 시상식 개최 (2018-12-06)

를 통한 외교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제법 학계
와의 협조 하에 다양한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끝.

쉍 외교부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0회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와 제18회
‘국제법 논문경시대회’의 시상식이 12.7(금)
14:30 외교부 18층 리셉션 홀에서 개최된다.

사법(私法)통일국제연구소 집행이사에
김인호 교수 당선 (2018-12-07)

쉍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국제법 모의재판경연

1. 12.6.(목) 로마에서 열린 제77차 사법(私法)통

대회’는 지난 8월 한양대학교에서 개최되었으

일국제연구소(UNIDROIT: International Institute

며, 이중국적자의 수사 및 처벌에 관련된 가상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총회에서

적 상황을 두고, 학생들의 열띤 법리 공방을

우리나라의 김인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

평가하여 수상팀을 선정하였다.

대학원 교수(現 국제거래법학회 회장)가 5년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팀이 최우수팀으로, 성

(2019-2023) 임기의 집행이사로 새롭게 선출되

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이 우수팀으로

었다.

선정되었으며, 최우수변론상은 고려대학교 일

※ 이번 선거에서 김인호 교수는 총 55개국 중

반대학원에 재학중인 천영환 학생에게 돌아
갔다.

51표를 얻어 안정적으로 당선
※ 우리나라는 1994년 이래 유병화 국제법률경
영대학원대학교 총장이 5연임으로 집행이사

쉍 18년간의 역사를 통해 정평 있는 학술대회로

직을 수행하며, 그간 동 기구의 활동에 기여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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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법통일국제연구소는 국가간 상이한 사법(私

구기관,NGO 관계자 참여 하에 ‘북극의 다보

法)의 조화 및 점진적 통일을 목적으로 1940

스 포럼’으로 정착중(최대 2,000명 참석)

년 로마에 설립되었으며, 국제상법과 거래법

※ 북극써클 지역포럼은 북극써클 총회보다 규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국제협약 및 모델법안

모가 작은 회의로서 북극 관련 지역 현안을

을 성안･채택하는 등 사법 분야에서의 국제협

주제로 매년 2차례 개최되며, 개최를 희망하

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기구이다(현재 63개

는 국가와 아이슬란드에 소재하는 북극써클

회원국).

사무국이 공동으로 주최

3. 집행이사회(Governing Council)는 동 기구의 전

쉍 Grimsson 북극써클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반적 활동방향을 결정하는 집행기관으로서, 의

북극써클포럼은 정부,기업,연구기관,NGO 관

장 1인과 총회에서 선출되는 25명의 이사 및

계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장이라고

국제사법재판소(ICJ) 법관 중에서 선임되는 1

평가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의 위협이 전

인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지구의 위협이라는 인식이 한국과 같은 아시
아 국가와 함께 공유되고 있다고 하였다.

4. 이번에 김인호 교수의 집행이사 당선에 따라,

◦ Grimsson 북극써클 이사장은 금번 포럼이 북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계속 동 기구의 활동에

극의 미래를 새로운 시각을 통해 함께 논의할

적극 참여하여 국가간 사법의 조화 및 통일 작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업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국제법률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쉍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개회식 축사에서
북극지역의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목
표 달성은 전지구적 현안으로 우리 모두가 함
께 힘을 모아야 하는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고

북극써클한국포럼 개최 결과 (2018-12-08)

하고, 이번 포럼을 통해 북극에 관한 다양한
의제들에 대해 북극권국가들과 이해관계자들

쉍 외교부와 북극써클사무국, 해양수산부, 극지
연구소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주최하

이 함께 협력하고 대화한다면 보다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는 ｢북극써클한국포럼｣이 12.7(금)-8(토) 양일
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쉍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개회식 환영

◦ 이번 포럼에는 Olafur Ragnar Grimsson(올라

사를 통해 금번 북극써클포럼은 아시아 관점

퓌르 라그나르 그림슨)북극써클 이사장(前 아

에서 북극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열린 대화의

이슬란드 대통령),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등

장이라고 평가하고, 우리 정부가 표명하고 있

북극권 국가 정부 관계자 및 국내외 북극 관련

는 포용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기업,연구기관 관계자 등 약 250명이 참석하

북극 파트너로서 북극권 국가들과 함께 성장

였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북극써클은 2013년 Grimsson 대통령 이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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쉍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개회식

총회를 개최하며, 세계 각국의 정부,기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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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면

벡스코에서 ‘북극의 미래를 여는 협력 그리고

서, 북극권과 상생하는 경제협력 성과를 창출

혁신’을 주제로 연계 개최될 예정이다.

하고, 책임 있는 국가로서 파트너십을 구축하
는 한편, 인류 공동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 활
동을 강화하여 북극의 미래를 여는 국가로서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극지의 새 미래, 2050년 극지활동 청사진
밝힌다 (2018-12-09)

쉍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에서 ‘북극의 다보스 포

지난 30년간 극지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럼’으로 평가받는 북극써클의 지역포럼을 동

30년의 통합 극지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2050 극

북아시아 최초로 개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북

지비전’이 선포된다.

극 발전 관련 논의에 우리나라가 보다 주도적
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
가된다.
◦ 12월 7일 첫 날 북극 과학 세션에서는 기후변
화가 북극 지역 및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외교부(장관 강경화)
는 12월 10일(월)부터 14일(금)까지 5일간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2018 북극협력주간(Arctic
Partnership Week 2018)’을 개최한다.

새로운 북극 지역내 현안과 도전과제 등에 대
해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으며, 북극

북극협력주간은 국내외 북극 전문가가 모여 북

혁신 세션에서는 조선, 해운, 기술, 교육 등의

극 관련 정책, 과학기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북극 발전을 위한 혁신

지속가능한 북극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로, 2016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북극

◦ 12월 8일에는 한국, 중국, 일본의 정부대표 및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전문가들이 아시아 시각에서 북극 정책 및 북
극권 국가들과의 협력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북극 미래를 여는

환하였다.

협력 그리고 혁신(Cooperation & Innovation for

- 또한, 차기 북극이사회 의장국인 아이슬란드

Arctic Future)’을 주제로 열린다. 특히 ‘북극판 다

등 북극권 국가 및 EU, 폴란드와 같은 북극

보스포럼’이라 불리는 북극서클 한국포럼(12월

이사회 유럽 옵서버 국가 정부 대표 및 전문

7~8일 서울 롯데호텔)과 연계 개최하여 ‘책임 있

가들이 북극 국제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하

는 북극 파트너’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층 높

였다.

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참석자들은 쇄빙연구선과 남북극과학

* (주최) 해양수산부, 외교부 (주관) 한국해양수

기지를 운영하는 극지연구소를 방문하여 한

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

국이 과학연구와 국제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구소, (협력) 주한덴마크대사관, 주한노르웨

와 환경보전 등 북극 현안 대응에 과학연구

이대사관 등 국내외 12개 기관

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올라푸
르 그림슨 前 아이슬란드 대통령, 박흥경 북극협

쉍 아울러, ‘북극협력주간’이 12월 10~14일 부산

력대표, 테로 바우라스테 북극경제이사회 의장 등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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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정부기관 및 산･학･연 관계자 1천여 명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북극협력주간이

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북극 현안에 함께 대응하고 협력하는 장
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8 북극협력주간에서는 10일 개막식을 시작
으로 11일(화) 정책의 날, 12일(수) 과학의 날, 13
일(목) 해운의 날, 14일(금) 에너지･산업의 날로
각각 정하여 북극 현안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학술
행사가 개최된다.

“한국 외교의 새 지평을 찾아서: 4차
산업혁명의 도전, 이슈와 대응”
(2018-12-10)

특히 개막식에서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쉍 국립외교원은 12월 12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

지난 30년간 한국이 걸어온 극지 여정의 성과를

교원 청사에서 ‘한국 외교의 새 지평을 찾아

바탕으로 향후 30년의 우리나라 극지 정책방향을

서: 4차 산업혁명의 도전, 이슈와 대응’이라는

담은 ‘2050 극지비전’을 선포할 예정이다.

주제로 「2018 외교안보연구소(IFANS) 국제
문제회의｣를 개최한다.

‘2050 극지비전’은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극
지의 새 미래를 여는 7대 극지 선도국가로 도약한

쉍 지난 70년간 한국 외교는 외부로부터의 끊임

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한

없는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해 오면서 한국의

7대 추진전략을 제시하여 5년 단위로 만들어지는

국익을 증진하고 위상을 높여 왔다. 최근 4차

‘남극연구활동기본계획’과 ‘북극활동진흥 기본계

산업혁명이라 일컬어지는 혁신적인 변화는 국

획’의 지침으로 삼을 예정이다.

내외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
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이와 함께, 북극경제이사회와 국내외 기업 관계

의 국가 간 역학관계 및 자유주의적 국제정치

자들이 참석하는 ‘북극비즈니스 대화’를 비롯하여

기조, 그리고 이에 기반한 경제질서도 근본적

‘한-덴마크 북극항로 세미나’, ‘북극이사회 CAFF

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세미나/PAME SEG* 세미나’ 등 다양한 특별세션
이 개최된다. 이 외에도 북극과 관련된 사진 및

쉍 ‘외교안보연구소(IFANS) 국제문제회의’는 국

극지탐사 장비 전시, 가상현실(VR)체험, 극지 관

립외교원 외교안보 연구소의 연례 포럼으로,

련 영상물 상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될 예

올해는‘한국외교의 새 지평을 찾아서’라는 주

정이다.

제 하에 국제회의를 개최, 4차 산업혁명에 따

* CAFF(Conservation of Arctic Flora and Fauna)
: 북극이사회 북극동식물보존 워킹그룹
* PAME SEG(Protection of the Arctic Marine
Environment Shipping Experts Group) : 북극

른 국제정치･안보･경제적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한국 외교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선제적인 외교전략 수립에 기여하고
자 한다.

이사회 북극 해양환경보호 해운전문가그룹
쉍 이번 회의는 ▲개회사(조세영 국립외교원장)
한기준 해양산업정책관은 “2050 극지비전 발표

▲환영사(강경화 외교부 장관) ▲축사(문미옥

는 대외적으로 우리의 통합 극지정책을 알릴 수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 ▲기조연설(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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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 로스(Alec Ross) 존스홉킨스대학교 석좌방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문위원/전 미국 국무부 혁신담당 수석자문관)

의 인권 : 유엔인권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제하

등으로 구성된 일정으로 시작된다.

포럼을 개최하였다.

◦ 1세션(분과)은 꼬렝뗑 브뤼슬렝(Corentin Brustlein)

◦ 이번 포럼에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프랑스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 자이

등 국제기구, 정부 관계자 및 국내외 4차 산업

러스 그로브(Jairus Grove) 하와이대학교 부교

혁명 및 인권 관련 연구기관, 기업 관계자 등

수의 발제와 배영자 건국대학교 교수, 민병원

100여명이 참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의 토론으로 구성된다.
◦ 2세션(분과)은 줄리아 야 친(Julia Ya Qin) 웨인

쉍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개회사를 통

주립대학교 교수, 댄 아이켄슨(Dan Ikenson)

해 4차 산업혁명이 인권에 미치는 양면적 효과

카토연구소 무역정책연구센터장의 발제, 안

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 차원의 협력 필요

덕근 서울대학교 교수, 최병일 이화여자대학

성을 제기하고, 동 논의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교 교수의 토론으로 구성된다.

기여 의지를 표명하면서, 특히 한국이 금년 6

◦ 라운드 테이블(원탁회의)은 패널토론으로 진
행되며 이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차

월 제38차 인권이사회 계기 신기술과 인권에
관한 부대행사를 개최하였음을 소개하였다.

이 추이홍(Cai Cuihong) 푸단대학교 교수, 반
자이 히로유키 와세다대학교 교수, 크리스토

쉍 서창록 한국유엔체제학회장은 기조연설에서

퍼 한 SAP AppHaus Asia 센터장 겸 부사장,

금년 2월부터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에서도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으로 구

디지털 변혁과 인권에 대해 논의해왔음을 언

성된다.

급하고, 금번 포럼을 통해 시민적･정치적 권리

- 기조세션(분과)은 김승환 포항공과대학교 대

및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대한 신기술의 영향

학원장의 대담으로 진행되고, 사회는 1분과

을 살펴보고, 기술의 발전과 정책간 간극을 메

김인철 외교안보연구소장, 2분과 최석영 전

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하였다.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 3분과 김태
환 국립외교원 교수가 맡는다.

쉍 이번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신
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도전과제 및 대

쉍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이번 컨퍼런스

응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등을 통해 ▲국내외 학계 주요 인사와의 협력

있었으며, 참석자들은 특히 신기술의 영향에

을 강화하고, ▲학계의 다양한 논의와 전망을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인권 분야 전체를 아우

취합, 분석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

르는 전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

운 이슈에 대응하여 능동적 외교전략 수립에

하였다.

계속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
해 논의하고, 행위자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
였으며, 국제 협약상 규율과 유엔 인권이사회

신기술과 인권 포럼 개최 결과 (2018-12-11)

및 특별절차 등 유엔 인권메커니즘 내 관련
논의 현황과 발전 방향도 논의

쉍 외교부는 한국유엔체제학회와 함께 12.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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쉍 한편, 12.11.(화) 포럼 발표자 및 토론자들간

쉍 제1회의에서 ▲꼬렝뗑 브뤼슬렝 프랑스국제

전문가 회의가 개최되어 신기술과 인권 관련

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4차 산업혁명

국제사회의 향후 논의 진전 방향 및 한국 정부

이 전쟁과 평화에 관한 담론에 어떤 변화를 주

의 역할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고 있는지,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쟁 양상
들, 군사적 세력균형에의 영향, 전략적 안정성

쉍 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기술의 인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자이러스 그로

권에 대한 영향을 조명하고, 유엔 인권메커니

브 하와이대 부교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즘을 중심으로 국제사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지정학적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국제사회 생태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되며, 향

계의 상당 부분이 변할 것이므로 포스트-헤게

후 외교부는 유엔 내 신기술과 인권 관련 논의

모니 시대에 대비해야 할 것임을 제언하였다.

활성화 등 관련 주도적 기여를 지속해나갈 계
획이다.

쉍 제2회의에서 ▲줄리아 야 친 웨인주립대 교수
는 다자무역 체제에서 초국경 데이터 흐름이
주요 원자재라면서, 데이터 이동을 원활히 할

2018 IFANS 국제문제회의 개최
(2018-12-12)

수 있는 다자적 규범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
조하였다. 또한 ▲댄 아이켄슨 카토연구소 무
역정책연구센터장은 미･중 무역전쟁 배경에

쉍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는 12. 12.
(수) 대강당에서 국내외 전･현직 관료 및 석학,

는 기술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있음을 지적
하였다.

국내 정치인, 주한 외교단 및 국제기구 대표
등 300여 명의 참석 하에 4차 산업혁명의 도전

쉍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이근 서울대 교수 등 5명

과 한국 외교의 진로에 대한 국제문제회의를

의 토론자들 간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

개최하였다.

로운 외교정책 의제들, ▲한국 외교상의 도전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4차 산
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대비하고 다양한 전략
적 선택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키는 것
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및 기회 및 ▲국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붙임 : ‘2018 IFANS 국제문제회의’ 발표 및 토
론 주요 내용.

◦ 조세영 국립외교원장도 개회사를 통해 4차 산
업혁명이 국제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면서 한국의 외교도 21세기 최첨단 기술들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임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4) 폐막 (2018-12-16)

을 역설하였다.
◦ 문미옥 대통령 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은 축

쉍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된 제24차 유엔기후

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새로운

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가 2주간에 걸친

ICBM(IoT, Cloud, Big-data, Mobile)’의 출현

협상 끝에 12월 15일(토) 오후 11시경(폴란드

으로서, 이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현지시각) 예정되었던 종료일을 하루 넘겨 폐

향후 우리의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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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총회에는 197개 당사국을 포함하여 기

쉍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 감

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

축 이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 개도국에 대한

에서 2만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재원 제공 및 기술이전 등 파리협정을 이행하

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

는 데 필요한 세부 이행지침(rulebook)이 마련

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

되었다.

하였다.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외교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
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 선･개도국 간의 입장차가 있었지만 우리나라
를 비롯한 국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공통의
단일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 이에 따라, 파리협정의 모든 당사국은 각 국
여건을 반영한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었다.

[ 제24차 유엔기후총회(COP24)의 의의 ]
[ 주요인사 및 주요국 발언 ]
쉍 2016년 제22차 총회에서 당사국들은 올해
(COP24)까지 파리협정 이행지침(rulebook)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쉍 이번 총회를 계기로 고위급회의에 참석한 각
국 대표들은 파리협정 의 이행을 위한 세부 지

◦ 이행지침은 파리협정을 실제 이행하는 데 필

침이 마련될 COP24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

요한 세부사항을 규율한 것으로 파리협정 못

고, 자국이 실행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

지않게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었다.

에 대해 발언하였다.

◦ 예를 들어, 파리협정에서는 당사국은 5년마다

◦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은 “COP24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국가결정기여(NDC)

에서 정치적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

를 제출하도록만 규정함에 따라,

번이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

- 이행지침을 통해 감축목표 유형(BAU, 절대

라며 강력한 합의를 촉구했다.

량, 집약도 방식)별로 포함되어야 할 정보를

◦ COP23 개최국인 독일은 COP24 개막 전인 11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개별 당사국이 파리협

월 28일 녹색기후기금(GCF)*에 향후 2년간

정을 이행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

8.5억 불을 추가 공여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층 구체화되도록 하였다.

* GCF(Green Climate Fund) : 개도국의 기후
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 송도에 설

[ COP24의 주요 성과물 ]

립한 국제기구(‘13.12월)
◦ 이외에도 많은 특별연사들의 발언이 이어졌

쉍 이번 총회 개최국인 폴란드는 공정한 전환(just

는 바, BBC 자연보호시리즈의 저자인 데이비

transition)*을 정상선언문에 반영하였으며,

드 에텐버러(Attenbrough)는 “전 세계인들의

*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 저탄소 사회로의

메시지는 분명하며 지도자들은 반드시 행동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직인구 등 기

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대중을 대표하여 정치

후 취약계층을 사회적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지도자들의 행동을 촉구했다.

개념

◦ 한편, 엘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미국, 러시아,
사우디가 IPCC 1.5℃ 특별 보고서를 지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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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강력히
비판하였다.

쉍 이번 총회 참석을 계기로 조 장관은 알제리 환
경･재생에너지부 장관, 싱가포르 환경･수자원부
장관, 인도네시아 해양･자원 조정부 장관을 차례

[환경장관 및 대표단 활동]

로 만나 폐기물, 물관리, 대기오염 등 환경분야
교류를 통해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쉍 우리나라 대표단은 그간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

◦ 이와 함께, 조 장관은 상대 국가의 환경 프로

장의 차이로 교착 상태에 빠져왔던 협상과정

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고 있음을 언급하

에서 중재자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고,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 감축과 관련하여서는 각 국가 감축목표의 명
료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유형별 상세 정보를
중재안으로 제시하여 관철시켰고,
◦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에 공
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을 마련하되, 일부 자
료수집 및 보고가 어려운 항목 등에 대해서는
개도국에게 적정한 유연성을 부여토록 하는
중재안도 관철시켰다.
쉍 그리고, 기후재원에 관한 고위급 대화에 참여하
여 녹색기후기금(GCF)의 재원 보충과정에서
기후변화에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이 그 역
할과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쉍 조명래 환경부 장관(수석대표)은 12월 11일
(화) 고위급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가
지난 7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을 수정하여 국내 감축분을 늘리는 등 후퇴 없
이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음을 역설하
였으며,
◦ 장관급 탈라노아 대화*에서도 1.5℃ 달성을
위한 야심찬 행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
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며, 그 사례로 2030 로
드맵의 수정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을 소개하

쉍 이외에도, 조 장관은 일본 주관의 부대행사로
개최된 ‘한･중･일 저탄소 도시 국제회의’에 참
석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전기자동차 보급계
획, 광주광역시의 위치정보시스템(GIS) 기반
도시탄소관리시스템, 수원시의 생태교통 캠페
인 등을 소개하고,
◦ 저탄소･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3국 환경부
간 협력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간
협력도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쉍 한편, 우리 정부는 총회 기간 동안 한국 홍보관
을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 적응 및 기후기술
협력 등에 대한 국가적 노력을 다양한 형태로
홍보하는 한편, 정부･지자체･NGO 주관으로 23
건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기후변화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 깊은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 특히,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UNOSD), 글로
벌녹색성장기구(GGGI) 등과 공동으로 행사
를 개최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하였으며, 한옥
지붕을 모티브로 한 특색 있는 디자인, 민속공
예품 증정 행사 등이 호평을 받으면서 전년
대비 방문객 수가 약 50% 증가한 9,000여 명
이 한국 홍보관을 방문하였다. 끝.

였다.
* (탈라노아 대화) 상호비방 없이 포용적･참
여적･투명한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남태평양 지역의 대화방식으로 피지어에서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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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4) 선거 결과 (2018-12-17)
쉍 2018.12.2.-15간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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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에

쉍 외교부(기후변화대사)와 기획재정부(녹색기후

서 우리나라는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기획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한국 대표

GCF) 제3기 이사진, 재정상설위원회(Standing

단은 COP24 계기 아태지역 58개 국가들을 대

Committee on Finance, SCF) 위원 및 기후기

상으로 한 3차례의 공식 선거회의와 다수의 비

술센터･네트워크(Climate Technology Center

공식 선거 회의에 참여하여 한국의 역할과 기

and Network, CTCN) 이사직 진출을 확정하

여 방안, 이사･위원직 수임의 당위성을 적극

였다.

설명하였다.

◦ (GCF) 한국은 녹색기후기금 제3기 이사진

◦ 특히 한국은 이란 및 파키스탄과 함께 아시아

(2019-2021년)부터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

태평양 지역그룹 사무국으로 활동*하면서, 아

(허장)이 이란과 이사 및 대리 이사직을 교차

태지역그룹 선거 활동 전반을 조율 하였으며,

수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국제협상에서의 한국의

* 임기 중 2년간(2019-2020년) 한국은 이란의

위상 제고에도 기여하였다.

대리이사로 활동하며, 2021년에 한국은 이

* 선거 일정 조율, 뉴스레터 발송, 회의록 관리

사(이란은 한국의 대리이사)로 활동할 예정

및 자료 작성 등 전반적인 선거 절차 운영

이다.

지원.

- 한국은 GCF 이사회 재진출 및 이사직 최
초 수임으로, GCF 내 발언권과 영향력이

쉍 한편, 총회 1주차 부속기구회의 시 사우디･미

보다 강화되어 향후 국제사회에서 기후변

국 등의 반대로 결론문 채택에 실패한 IPCC

화 이슈를 선도적으로 대응하는데 유리하

1.5℃ 특별보고서는 폐막 시 우리 대표단의 적

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극적인 교섭으로 총회 결정문에 포함되는 성

* GCF 이사회는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 사업

과가 있었다. 끝.

지원, GCF 인사･예산 등 조직 운영, 재원 보
충 등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 (SCF) 재정상설위*에서는 올해에 이어 2019
년도 역시 한국이 위원(기획재정부 녹색기후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위원국 당선 (2018-12-18)

기획과장, 이종훈)으로 활동 한다
* 기후변화협약의 재정메커니즘에 관한 당사

1. 12.17.(월) 유엔 총회(뉴욕)에서 실시된 유엔 국제

국총회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10년)

상거래법 위원회(UNCITRAL : United Nations

되었으며 기후 재원 분야를 전문적으로 검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위원

토하는 부속 기구

국(Member State) 선거에서 우리나라가 2019-

- 한국은 올해 SCF 위원으로 활동하며 SCF

2025년 임기 위원국으로 당선되었다.

포럼을 한국에서 개최하고 기후재원 동향

※ 이번 선거에서 우리나라는 총 193개국 중

보고서, GCF 운영지침 마련 과정 등에 적

155표를 얻어 당선

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 아･태지역에서 우리나라를 포함 중국, 일본,

◦ (CTCN)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에서는 2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라크,

(2019-2020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

바레인, 베트남 등 총 9개국이 입후보

연구정책관(고서곤)이 이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는 2004년 이래 그간 연 3회(2004-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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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007-2013, 2013-2019) 위원국 지위

라는 앞으로도 계속 동 기구의 활동에 적극 참

유지

여하여 국제상거래법 관련 국제 규범 성안에
기여하고, 동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효

2. 그간 지역그룹내 비공식 협의를 통한 무투표

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선이 관행이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최근
국제상거래법 주요 현안 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아･태 지역 내 7개 자리를 놓고
9개국이 입후보하여 마지막까지 치열한 선거

OECD 뇌물방지협약 4단계 이행심사 수검
(2018-12-20)

운동을 전개하였다.
◦ 우리나라는 갑작스런 선거에 따른 짧은 선거

1. OECD 뇌물방지작업반은 지난 12.11(화)-12.13

운동 기간에서도 △전 재외 공관의 주재국

(목)간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정례회의

및 겸임국 대상 적극적인 교섭활동, △주유

에서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에 대한 우리

엔우리대표부의 뉴욕 현지에서 리셉션 개최

나라의 4단계 평가를 실시했고, 평가보고서와

등 활발한 선거운동 실시, △외교부 본부차

OECD 보도자료를 12.20(목) OECD 홈페이지

원에서 주한공관 대상 지지 교섭및 외교단

에 공개한다.

초청 UNCITRAL 지역사무소 방문 기회 제

※ OECD 평가보고서 및 보도자료는 OECD 홈

공, △법무부의 장관 명의 서한 발송 등 상대

페이지(www.oecd.org/daf/anti-corruption)

국 법무부 대상 교섭 활동 등 전방위 노력을

참조

기울였다.

* OECD 뇌물방지협약은 국제상거래에서 외
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행위를 국제적

3. UNCITRAL은 각국 상거래법의 점진적 조화

으로 금지하여 공정경쟁을 통한 국제무역

및 통일된 국제상거래법의 성문화 작업을 통해

과 투자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1999.2월 발

개별 국가 간의 국내법의 차이로 인한 국제상

효), 현재 OECD 36개 회원국과 8개 비회

거래 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1966년 유

원국(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 콜롬

엔 총회 결의로 설립된 기구이다(60개 위원국

비아, 코스타리카, 페루, 러시아, 남아공) 등

으로 구성).

총 44개국이 협약당사국임.
- 우리나라는 원 체약당사국으로서 1999.1

4.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무역 선도국으로서 UNCITRAL

월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총 5

실무작업반회의 및 본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조)을 제정했고, 1999년 1단계, 2004년 2

하면서 국제상거래법 규범 성안 과정에 기여해

단계, 2011년 3단계, 2018년 4단계 심사

왔으며, 전세계 최초로 UNICTRAL 아･태 지역

수검

사무소를 유치(2012.1.10., 인천 송도)하여 국제
상거래법 규범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2. OECD는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보고서에서 최

UNCITRAL 규범의 아･태지역 내 전파를 위해

근 제3자를 통한 뇌물 제공행위 처벌을 신설한

노력해왔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법’개정*(이하 ‘국제뇌물방지법’)과 공익

5. 이번 UNCITRAL 위원국 당선에 따라,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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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법･제도 구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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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뇌물방지 작업반 회원국들에게 모범이
되는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하였다.
*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

참여한 가운데 TF 회의를 개최하였다.
※ 동 회의는 외교부 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 주
재로,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조달청,

자에게 뇌물을 교부하거나 교부를 받는 행위

KOTRA, KOICA,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참석

도 자신이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같이

◦ 유엔 조달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처벌하는 내용

공정하게 입찰이 진행되고 높은 신용도와 대

◦ 또한 외국에서 전달된 범죄정보를 국내수사에

금결제의 안정성도 있으나, 현재까지 우리나

적극 활용하고, 외국의 국제공조 요청에 신속

라의 시장 점유율(1.08%)은 미국(9.4%), 인도

히 대응하는 등 외국 법집행기관과 적극적으

(4.9%), UAE(4.3%) 등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로 협력하는 점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였다.

※ 유엔조달시장 규모(억불): 161(2013)⟶172
(2014)⟶176(2015)⟶177(2016)⟶186(2017)

3. 한편, OECD는 우리나라의 해외뇌물사건 수사

※ 우리기업 참여 규모(백만불): 78(2013)⟶177

실적이 2011년 3단계 평가 이후 감소하였음을

(2014)⟶193(2015)⟶215(2016)⟶202(2017)

지적하며 법집행기관의 역량 강화를 통해 적극

※ 우리기업 참여 비중(%): 0.48(2013)⟶1.03

적인 해외뇌물 사건 적발 및 수사가 필요함을

(2014)⟶1.1(2015)⟶1.21(2016)⟶1.08%

강조하였다.

(2017)

◦ 그 외에도 뇌물제공 행위에 대한 낮은 법정형

◦ 금번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로 추진중인 유엔

과 약한 처벌관행을 개선하고, 수사기관 및 사

조달을 포함한 해외 조달 진출지원 사업 대한

법부가 국제뇌물방지법 등 해외뇌물 규제를

정보 및 현황을 공유하고, 부처간 협업 가능한

위한 법령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적용할 것을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권고하였다.
쉍 이와 별도로 외교부는 2019년 중에 우리기업
4. 이번 OECD 작업반회의에서의 평가는 청렴사
회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

의 유엔 조달시장 진출 지원 확대를 위한 종합
적인 진출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 긍정적 평가로 이해되며, 우리 정부는 이러

◦ 특히, 내년에는 유엔 조달시장 진출을 계획하

한 평가를 기반으로 기존의 노력을 강화하는

고 있는 우리기업 중 우수기업을 모집하여

한편, 이번 심사의 권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

‘유엔조달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사업을 추

여 우리 기업이 보다 청렴한 기반 위에서 해외

진할 계획이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다.

- 이러한 기회에 유엔기구의 조달담당관들과
우리기업들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예를 들
어 ‘2018 유엔 조달시장 기업진출 전략 세미

우리기업의 유엔 조달시장 진출 지원 확대
방안 논의 (2018-12-21)

나 및 상담회’개최, 2018.10.22.자 보도자료
참고), 우리기업의 우수한 상품 및 서비스의
홍보 및 시연 기회를 제공

쉍 외교부는 12.21(금) 연간 20조원을 상회하는
유엔조달 시장에 우리기업의 진출 지원 확대

◦ 아울러, ‘유엔 조달시장 진출 가이드북’을 발
간하여 기업들에 배포할 예정이다.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관 부처･청 및 기관이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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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뺷2019 국제정세전망뺸
(2018-12-27)

◦ 2019년 동아시아에서도 자국 우선주의 현상
이 강화되면서 주요 국가, 특히 미국과 중국
간 지정학적 갈등과 경쟁의 지속 및 심화 가

쉍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가 12.27

능성

(목) 발간한 뺷2019 국제정세전망뺸은 △2019

- 양국 간 경합과 갈등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

국제정치･경제 개관, △한반도 정세, △동북아

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으

정세, △주요 지역 정세, △글로벌 이슈와 거버

로 대표되는 지정학/지경학 전략(geostrategy)

넌스 등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의

적 경쟁으로 연결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 특히 중동 및 유럽에서의 관여를 축소시키려

※ 1989년 이래 발간되어온 뺷2019 국제정세전

는 미국 트럼프 정부는 아시아 전략에 최우선

망뺸은 각 분야별로 국립외교원 담당 연구진

순위를 부여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중국

의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국립외교

의 대응이 주목되는바, 현재로서는 치열한 다

원의 공식 입장은 아님.

툼 양상 속에서도 결코 한 쪽의 붕괴까지는 목
표하지 않는 ‘투이불파(投而不破)’ 국면 예상

1. 국제질서: 자국 우선주의 및 권위주의의 확산과
지정학적 경쟁 심화
◦ 2019년 국제정세는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

- 미･중 간 구조적 경쟁 국면에서 동아시아 국
가들은 다양한 양자 관계 설정 등 치열한 헤
징 전략 등을 통한 자구적 외교 모색 전망

부상과 맞물려 ▲자국 중심주의 강화, ▲민족
주의 표출, ▲권위주의(authoritarianism) 확산
등의 추세로 인해 자유주의 기반이 약화(침식)
될 가능성

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의 분수령에서
협상 동력 지속
◦ 권력 엘리트 내부의 정치적 안정화를 달성한

- 다자무대에서의 협력이나 국제 규범 준수의

북한 체제는 2019년 본격적으로 민심을 다루

동력이 약화되고, 국가별 각자도생의 경쟁

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도시 및 인프

추세가 점증하면서 예측 가능한 질서보다는

라 건설 등 대규모 역점 사업의 지속 개발로

불가측성의 혼란이 확산될 전망

인한 자원 배분 문제가 도전 요인으로 부상

◦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침식 기조가 확산되는 가

- 주민들은 개발의 과실을 원하나 과거 방식의

운데, 인종･종교･종파･종족 등 다양한 정체성에

체제 관성이 작동하고 있으므로, 획기적인

기반한 집단주의인 소위 ‘부족정치(tribalism)’

비핵화 조치 및 이를 통한 제재 해제가 수반

현상과 이의 대응책 양상인 ‘배타적 포퓰리
즘’ 확산 가능성

되기 전까지는 혁신적 경제 체질 변화 난망
◦ 2019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상급 노력이

- 난민, 테러, 전염병, 자연재해 등 공동의 문제

계속되는 가운데 북･미 간에도 비핵화와 상응

를 국제 공조와 협력으로 대응하기보다, 국

조치를 두고 일시적 숨 고르기 및 줄다리기

경을 차단하고 격벽을 치는 고립주의 현상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나, 남･북･미 모두

연결

협상의 동기와 의지를 갖고 있으므로 비핵화
협상의 동력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

2. 동아시아: 미･중 경쟁 틈새에서 자구(自救)적
외교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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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전망이나, 선형적 발전 양태를 보이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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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경쟁의 관성으로 인해 비선형적인 모습
을 나타낼 가능성
- 상황 전개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의 국제 다
자무대 등장 가능성도 불배제

13만건 (발급수수료는 건당 0.5 USD수준)
◦ 또한, △ 재외공관 민원 처리 진행현황에 대한
알림서비스, △ 기본증명서 등 주요 행정문서
에 대해 다국어*로 번역된 민원서식 제공, △
국가별 재외국민 맞춤형 민원 처리 정보 안내

쉍 뺷2019 국제정세전망뺸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

등 해외 민원서비스 정보를 새로 구축된 영사

연구소 홈페이지(발간자료 – 국제정세전망)에

민원 포탈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민원인

게재된다.

의 편의를 높일 예정
*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
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8개 외국어)

2019년 해외 영사서비스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8-12-31)

2. 외교부는 2018년중 뺷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
로 하는 재외공관 공증발급체계 구축뺸사업을

1. 외교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계획

추진한 결과, 내년 4월부터는 주일본대사관 및

으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Government

주LA총영사관이 공증한 금융위임장을 국내

for overseas Koreans) 구축을 추진해 왔으며,

은행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

올해 1단계 사업 수행의 결과, 내년 3월부터는

다. 향후 시행 재외공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새로 구축된 영사민원 포탈을 통해 해외 체류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국민이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 재외공관이 발급한 공증 위임장의 진위여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에 대해 민원인-은행-재외공관 등 관계자간

신청･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확인절차를 단순화하고 안전한 금융

*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 국정과제 ｢10-3.

활동을 위한 인프라 마련

재외공관 민원행정 및 영사서비스 혁신｣이행
을 위해 ’18~’20년간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지

3. 해외체류 우리국민에 대한 24시간 양질의 재외

원사업 예산으로 외교부가 추진하며, 주요내

국민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

용으로 △영사민원 포털, △재외공관 민원행

인 6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정, △재외공관 업무 인프라 개선 등이 있음.

러시아어, 프랑스어) 영사콜센터 통역서비스를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즉시 국내 민원포털 서

내년부터는 동남아 지역을 여행하는 우리국민

비스와 동일하게 재외국민등록부 등본과 해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베트남어를 추가할 계획

외이주신고 확인서 인쇄 가능

이며, 지속적으로 해당지역 서비스 언어를 확

◦ 기존에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을 경

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 지불하였던 서류 발급 수수료가 온라인 발
급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수수료 전액이 면제
◦ 이에 따라, 재외공관 방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다수 재외국민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

제6회 해오 외교관상 수상자 선발
(2019-01-02)

로 예상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건수 : 연간 약

쉍 ｢제6회 해오외교관상｣시상식이 1.3(목) 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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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주최로 김민녕 해오재단 이사장

을 발휘하는 직원들을 발굴하여 지속 시상해

및 故김동조 前 장관 가족, 전직 대사 및 수상

나갈 계획이다.

자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 해오외교관상은 故김동조 前외무장관(제16
대) 가족들이 설립한 해오재단이 2013년부
터 매년 국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소임을 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방한 (2019-01-04)

한 외교관에게 수여하는 상
쉍 오헤아 킨타나(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
쉍 올해 해오외교관상 수상자는 어려운 근무 여
건 속에서도 국민을 위한 외교를 현장에서 적
극적으로 실천한 △김세원 재외동포과장, △

특별보고관이 1.7(월)-1.11(금)간 방한할 예정
이다.
※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004년 유엔 인권위

임희순 하갓냐출장소장, △정동익 주가나대사

원회 결의(2004/13)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북

관 1등서기관 겸 영사, △오종민 주라오스대사

한인권 상황을 조사･연구하여 유엔 총회 및

관 2등서기관이 선정되었다.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

◦ 김세원 재외동포과장은 국내 체류 동포나 미

- 오헤아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문타폰(Mun-

국내 시민권 미취득 한인 입양인처럼 소외되

tarbhon) 특별보고관 및 다루스만(Darusman)

었던 동포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수립･추진하

특별보고관에 이어 3번째 특별보고관

는 등 선제적으로 재외동포정책을 발굴하는
데 크게 기여
◦ 임희순 하갓냐출장소장은 지난 10월 사이판

쉍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금번 방한 기간중 △ 외교
부, 통일부 등 정부 부처 인사와의 면담 △ 탈북

태풍 피해시, 우리 군 수송기 파견 지원 및 우

민 및 시민사회 면담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리 동포 800여명을 괌으로 긴급 수송하는 등

◦ 외교부 인사로는 이태호 2차관을 1.7(월) 예

사이판 현장에서 해외 체류 중인 우리 국민
보호에 큰 공을 세움
◦ 정동익 주가나대사관 1등서기관 겸 영사는 가
나 선박 피랍(’18.3월)당시 현지에서 우리 국

방 예정
◦ 특별보고관은 이번 방한 결과에 대한 기자회
견을 1.11(금) 15:00,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개
최 예정

민의 안전한 석방을 위해 청해부대 활동 후방
지원및 문무대왕함 가나 입항 위한 행정 업무
를 적극 지원

쉍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2016.8월 임무를 개시한
이후 금번이 다섯 번째 방한으로, 금번 방한은

◦ 오종민 주라오스대사관 2등서기관은 지난 7

금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 예정인 보고

월 SK 라오스 댐 사고 발생시 피해 상황 전파,

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동향 파악 등 재난 사고 수습에 앞장선 바 있
으며 열악한 상황 속에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
히 이행
쉍 외교부는 앞으로도 해오재단과 함께 외교관으
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국익을 위해 희생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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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 前유엔대사 UN ESCAP 저명인사
자문그룹 위원 임명 (2019-01-07)
1.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 ESCAP)

| 외교부 소식 모음 |

는 오준 前유엔대사(현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이사장)를 ESCAP 저명인사 자문그룹* 위원으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정･공포 (2019-01-15)

로 임명하였다.
* Eminent Persons Advisory Group for repositioning of ESCAP

쉍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
한 국가의 영사조력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

※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and

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체류 및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방문을 도모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ESCAP)는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영사조력법(“영사조력법”)｣이 1월 15일 공포

직속 지역경제위원회중 하나로 아태지역 경

되었다. 동 제정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2년

제･사회 분야 개발 및 협력을 위한 중심적

이 경과한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

역할 수행

이다.

◦ 이에 따라 오준 前대사는 2019.1.8.-9 간 태국

※ 동 법안은 작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콕에서 개최되는 제1차 자문회의에 참석할

통과되었는데, 이에 앞서 국회 외교통상통일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석현, 설훈, 김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재외국민보호 관련 3개 법안을

2. 동 자문그룹은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이행을
위한 ESCAP 프로그램과의 연계 방안, 사무국
의 역할 재정립, 회원국과의 협력 제고 방안 등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12월 7일 가결한
바 있음.
※ 영사조력법(총 4개 장 및 23개 조항)의 주요

에 대해 신임 알리샤바나 ESCAP 사무총장

내용(붙임 참조)

(2018.11.1.취임)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형사절차, 범죄피해, 사망 등 6개 유형별 재
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의 내용, 외교부장

◦ 자문그룹은 아시아지역 국제기구 출신 고위
직인사 7인*으로 구성되며, 2019년 1년간 활

관 소속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 및 재외
국민보호기본계획 수립 등 규정

동하게 된다.
* Supachai Panitchpakdi(태국, 前UNCTAD사

쉍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 보호 강화는

무총장), Rashid Alimov(타지키스탄, 前유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서, 외교

엔대사), Vijay Nambiar(인도, 前유엔대사),

부는 국가별로 상이한 영사조력 환경 등이 법

Noeleen Heyzer(싱가포르, 前ESCAP사무총

안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 동 법안

장), Andie Fong Toy(피지, 前PIF사무차장),

심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였다.

Anis Chowdhury(방글라데시, ESCAP 前
국장)

쉍 이번 법 제정을 통해 헌법상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로 규정됨

3. 오준 前유엔대사의 ESCAP 저명인사 자문그룹

에 따라 해외에서 사건･사고에 처한 우리 국

참여로 개발 등 국제사회 주요 의제에 대한 우

민은 법률에 근거한,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리의 기여를 높이고 한-ESCAP 협력 강화에도

영사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된다.
*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www.mofa.go.kr

173

| 외교부 소식 모음 |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

기구로 정부위원 17명, 민간위원 7명 등 총

다”고 규정

25명으로 구성

◦ 특히 형사절차 등 사건･사고 유형별로 국가가

※ 참석 : △(민간위원, 5명) 함미자, 이재완, 안

제공해야 하는 영사조력의 내용이 규정됨으

양호, 권혁주, 양진옥

로써 영사조력의 범위가 구체화되고 관련 법

△(정부･기관장, 12명) 외교부･행안부･농식

적 의무가 명확해짐에 따라 영사조력에 대한

품부･복지부･여가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

국민들의 예측가능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

부･교육부･과기정통부･문체부 차관, 수출입

된다.

은행장, 국제협력단 이사장

◦ 또한, 여행경보, 무자력자에 대한 긴급지원,

◦ 이날 회의에서는 각 기관의 올해 국제개발협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

력(ODA) 사업을 담은 ①｢’19년 국제개발협

송금 등 기존 재외국민보호제도의 법적 근거

력 종합시행계획｣을 포함해 ②｢’19년 국제개

가 마련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

발협력 통합평가계획｣, ③｢국제개발협력분야

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의 3개 안

◦ 향후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 재외국민보
호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재외

건이 심의･의결됐습니다.
◈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국민보호체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쉍 ’19년 총 ODA 규모는 3조 2,003억원으로, ’18
년 3조 482억원 대비 1,521억원이 증가(약 5%)

쉍 외교부는 영사조력법 시행 유예기간(2년) 동

했으며, 총 41개 기관에서 1,404개 사업* (‘18

안 실효적 이행에 필요한 △시행령(대통령령)

년, 1,312개 대비 약 7% 증가)을 시행하기로

등 하위법령 입법 및 관련 지침 정비, △관계

확정했습니다.

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인력 및 예산 등 관련

* 대표 사업 : △인도적 지원 긴급구호(외교부,

기반 확충, △법령 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

818억원) △월드프렌즈 봉사단 파견사업

및 영사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 관

(KOICA, 614억원) △개도국 식량원조 사업

심 대학들과의 교육 분야 협력 체계 구축을 비

(농식품부, 460억원)

롯한 재외공관 담당 영사의 역량 강화 등을 추
진해 나갈 계획이다.

** 신규사업 : 총 506개 사업, 4,284억원(△이
집트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전동차 구매사업
(556억원), △몽골 대기오염개선프로그램 차
관(324.5억원) 등)

올해 국제개발협력(ODA) 확정 예산, 총
3조 2,003억원 (2019-01-15)

쉍 금년 시행계획에서는 글로벌 가치에 부합하면
서도 우리나라 대외정책과의 정합성을 제고하

쉍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15일(화) 14시 정부서
울청사에서 제3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
재했습니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국제개
발협력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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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ODA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지원 등 국제
적 노력에 동참하고, 인도적 지원(1,432억원,
’18년 대비 41억원 증가)을 더욱 강화할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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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새로운 종합적 ODA 추진 로드맵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을 마련해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신남

- 부처별 사업 규모에 따라 평가과제 수에 차

방･신북방 정책* 및 일자리 정책** 등 핵심정

등을 두어 소규모 평가기관의 부담을 완화할

책을 지원하기 위한 ODA 사업을 더욱 확대

계획입니다.

하기로 했습니다.

◈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

* 신남방･신북방 지역 대상 사업 규모 : 총

십 기본정책

7,550억원
** △국제기구초급전문가･다자협력전문가 파

쉍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준

견(’18년, 68.7억원→’19년, 86.5억원)

비한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너십 기본정책’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18년, 1,292억원→’19년, 1,556억원)

◦ 이 기본정책은 개발도상국의 누구도 소외되
지 않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을

쉍 특히, 올해에는 ODA 종합전략 강화, 유･무상

도모하기 위해,

연계 활성화, 무상원조 분절화 해소 등을 위

-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달성해야 할 목

해 추진체계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

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상호 협

입니다.

력의 원칙과 이행방안을 담고 있는 규범적

◦ 아울러, 국민들과 시민사회의 동의와 지지를

틀이자 정책문서*입니다.

기반으로 한 ODA를 추진하기 위해 시민사회

*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

DAC)도 2017년 동료검토시 시민사회의 다

기로 하였습니다.

양한 역할을 인정하는 규범적 틀을 마련함

* ODA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 공개 항목

으로써 시민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명확히

확대(’18년, 29개 → ’19년, 31개)

하고 심화할 것을 권고

** 민간의 혁신사업을 활용한 ODA 사업 확대
(’18년, 694억원 → ’19년, 726억원)
◈ ’19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

쉍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정책문서
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한 것
은 위원회 출범 이래 첫 사례이자, 새로운 시도

쉍 정부는 ODA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평가하고
자 ’19년 통합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입니다.
◦ 시민사회에서는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 우선, 국가별 평가*, 중점협력국**전략(CPS)

총 137개 회원단체) 및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

평가 등 범정부적 과제에 대한 평가의 실효성

포럼(KOFID, 총 24개 회원단체)을 중심으로,

을 높이고,

- 13개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

* 베트남(신남방정책 핵심국가이자 최대 수
원국) ODA 사업 종합평가
** 수원국 경제･사회, 거버넌스 및 외교･경협
등을 고려하여 지정(현재 24개국)
◦ 핵심대외정책 관련 사업, 국회･감사원 등의
지적 사업 등 적시성 있는 과제에 대한 평가에

여 정부와의 협의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 정부가 시민사회를 정부의 지원 대상이 아닌
독립적인 개발협력 주체로 인정하고 시민사회
와의 협력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함으로써 우
리 개발협력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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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

◦ 금년도 다보스 포럼은 1.22-1.25간 ‘지구화

은 정부의 개발협력에 대한 우리 국민의 참여

4.0: 4차 산업혁명시대 글로벌 아키텍쳐(Global

와 지지를 확보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Architecture) 형성’이라는 주제로 총 400여개

합니다.

공개･비공개 세션에 약 3,000여명의 인사들
이 참석하여 4차 산업혁명의 파급효과와 대응

쉍 앞으로 정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이번 기본정

방안, 지정학, 디지털･기술, 사이버안보 등 다

책에 포함된 이행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

양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

고, 주요 개발협력 정책에 정부-시민사회 파트

※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다보

너십 발전 방안을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스 포럼은 전 세계 정계, 경제계, 언론계, 학
계 지도자들간 범세계적 이슈, 정치･사회적
도전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회의

｢한･중 해양경계획정 국장급 회담｣ 개최
(2019-01-16)

-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교수(현 WEF
회장)가 1971년 유럽의 기업인을 초청, 유
럽 경제문제를 논의한 데서 출발해 매년

1. 한･중 양국간 해양경계획정 국장급 회담이 1.17.

각국 정상 및 각료급을 포함, 정치･경제･

(목)-1.18.(금)간 중국 샤먼에서 개최된다.

학계･언론계,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 등 2-3

※ 수석대표 : (한) 배종인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천여명의 주요 인사가 참가하는 국제적인

(중) 왕샤오두(王晓渡, Wang Xiaodu) 외교
부 황해업무대사

행사로 발전
※ 금번 다보스 포럼에는 아베 일본 총리, 메르

※ 우리측 대표단에는 외교부 외에도 해양수산

켈 독일 총리 등 각국 및 국제기구 정상급

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경찰청･한국해양과

인사 100여명 등 정부대표와 1,700여명의

학기술원 등 관계기관 참석 예정

기업인 및 1,000여명에 달하는 기타 언론,
학계, 시민단체 인사 참석

2. 이번 회담은 작년 7월 경주에서 개최된 제4차
국장급 회담에 이어 개최되는 제5차 회담으로,

2. 강 장관은 1.23(수) BØrge Brende WEF 이사장

양국간 해양경계획정 추진 관련 제반 사항에

사회로 진행되는 ｢지정학적 전망｣회의에 일본

대해 심도 있는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외무대신, 캐나다 외교장관, 싱가포르 재무장관
등과 함께 토론자로 참석해 2019 세계경제와
산업에 영향을 미칠 지정학 이슈에 대해 의견

강경화 외교부장관 2019년 다보스 포럼
참석 (2019-01-21)

을 제시할 예정이다.
3. 다음날인 1.24(목)에 강 장관은 비공개로 진행

1.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세계경제포럼(World Eco-

되는 세계경제지도자 오찬회의와 정상급 등 핵

nomic Forum, WEF)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심 정부인사를 초청한 만찬회의에 참석하여 글

회장의 초청으로 2019.1.23(수)-25(금)간 스위

로벌 거버넌스의 미래, 기후변화 등 주요 현안

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WEF의 연차 총회인

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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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 장관은 1.25(금) 한반도 문제 관련 비공개
회의에 패널로 참석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

먼지 협력을 포함한 환경 협력 강화 방안에 대
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적 평화 구축을 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 우리 측은 공동위에는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

추진방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

경과학외교국장이, 국장회의에는 황석태 환

고, 참석자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계획

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고,

이다.

중국 측은 미세먼지를 담당하는 궈 징(Guo
Jing) 생태환경부 국제합작사 사장이 수석대

5. 아울러, 강 장관은 1.23(수) 다보스 포럼에 참석

표로 참석했다.

하는 기업인, 언론, 학계 등 주요 인사와 국제기

※ 공동위는 양국이 1993년 체결한 ｢한･중 환

구 대표 등을 초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경협력 협정｣에 따라 1994년부터 연례 개

주제로 네트워킹 만찬을 개최할 예정이다.

최(한 외교부 ↔ 중 생태환경부)

◦ 동 만찬에서 강 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 국장회의는 제18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과 혁신친화적 국

(TEMM, 16.8월) 계기 체결한 ｢한･중 환경

제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에

협력 강화 의향서｣에 따라 2016년부터 개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간 의견 교환과 네트워

최(한 환경부 ↔ 중 생태환경부)

킹의 시간을 가질 예정
[공동위 및 국장회의 주요 결과]
6. 강 장관은 이번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하여 일
본, 에티오피아, 캐나다, 브라질, 이라크와 양자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2. 이번 공동위 및 국장회의에서 양측은 각자의
최근 국내 환경정책을 소개하고, 양국 공동관
심사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및 황사 ▲수

7. 강경화 장관의 이번 다보스 포럼 참석은 우리

질오염 예방 및 관리 ▲환경산업과 기술 ▲해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양오염 대응 ▲지역 및 글로벌 차원 환경협력

위한 외교적 노력에 대해 글로벌 여론 주도층

강화방안(NEASPEC, TEMM 등)에 대해서 협

인사를 대상으로 설명하여, 국제사회의 지지

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의 폭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 한･중 양국은 ▲환경오염의 건강영향 연구 ▲
환경기술･산업협력 등 7개 기존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우리측이 새롭게 제
안한 ▲대기질 예보 정보 및 예보 기술 교류

한중간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 구축
등 미세먼지 대응･협력 확대 추진
(2019-01-24)

공동연구 등 3개 신규사업에 착수하기로 합의

1.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

* ▲황해 해양환경 공동조사 ▲환경오염의 건

위)와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이하 국장회

강영향 연구 ▲환경기술･산업협력 ▲농촌지

의)가 각각 1월 23일 및 1월 22일 서울 중구

역 환경협력 ▲한중 철강 등 환경기술시범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어, 양국 간 미세

센터 ▲생물다양성협약(CBD) 전략계획 실

▲한중 광산 지역 토양오염 관리 공동연구사
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한중간 환경정책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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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을 위한 경험 교류 ▲한중 해양쓰레기 공
동 모니터링 연구

◦ 특히 미세먼지 발생과 이동경로 규명을 위해
2017년 5월에 시작한 청천 프로젝트*의 범위
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미세먼지 관련]

* 청천 프로젝트 : 지상과 항공관측을 중심으
로 중국 북부지역 주요도시의 대기오염 물

3. 특히, 우리측은 최근 재난 수준의 고농도 미세
먼지 발생 등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불

질 특성을 파악하고 오염 원인을 규명하는
한중 공동조사 연구사업

안이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 삶의

◦ 이러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작년

질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를 국민이

6월에 중국 베이징에 개소한 ‘한･중 환경협력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감해 나가기 위해

센터’가 구심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양국

한･중 양국이 함께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점

환경담당 부처가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을 강조하였다.
◦ 이에 대해, 중국측은 국내정책을 통해 2013년

5. 한편, 다자적 차원에서는 작년 10월 출범한 동

이래 주요지역 대기 질이 40% 이상 개선되는

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EACAP*)이 대기오

등 중국 내 생태환경 전반의 질이 뚜렷이 개선

염 관련 과학과 정책이 결합한 협력체로 발전

되었다고 설명하고, 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미

해 나갈 수 있도록 한중 양국이 지속 협력해

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국 정부와 국민이 인내

나갈 것이다.

심을 갖고 중국과 협력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EACAP) : 동북
아환경협력계획(NEASPEC) 틀 안에서, ▲대

4. 이와 관련, 양측은 양국의 미세먼지를 실질적으

기오염 관련 정보 파악 ▲공동 연구 활동 수

로 저감해 나가기 위해, ▲공동위 계기 미세먼

행 ▲정책 제언 및 과학 기반 정책 협의 추진

지 관련 별도 전문가 분과(세션) 창설 ▲대기

◦ 또한, ‘동북아 장거리 대기오염물질(LTP) 연

질 예보 정보 및 예보 기술 교류 프로그램(미세

구 요약보고서’가 올해 하반기 일본에서 열리

먼지 조기경보체계) 착수 ▲한중 공동 연구 사

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계기로 발간될 수

업(청천(晴天) 프로젝트)의 범위 확대 및 ▲지

있도록 한중 양국 및 한중일 3국간 긴밀한 협

방정부간 미세먼지 교류협력 확대 지원에 합의

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했다.
[기타 사항]

◦ 대기 질 예보 정보 및 예보 기술 교류 프로그
램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보다 빠르고 정
확한 예보를 통해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6. 양측 대표단은 1월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에

우리 환경부가 조기경보체계 공동 구축을 제

위치한 기상청을 방문하여, 우리 기상 및 대기

안하여 합의한 것이다.

질 예보 시스템을 시찰하고, 관련 협력방안을

- 구체적인 협력 내용 및 일정 등은 다음 달부

모색할 예정이다.

터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논의결과를 금년 하반기에 개최되는 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21) 계기에 양
국 장관 만남에서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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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기 공동위는 올해 하반기 중국에서 개최하기
로 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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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 2019년 다보스 포럼 참석
결과 (2019-01-24)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설명
하였다.
◦ 이번 만찬은 신성철 KAIST 총장, 장대환 매

1. ‘다보스 포럼(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경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황창규 KT 회

Forum, WEF) 연차 총회)’에 참석 중인 강경화

장 등 우리 기업인, Michael Møller UN 제네

외교부 장관은 1.23(수) 오후 브렌데(Brende)

바사무소(UNOG) 소장, David Beasley 세계

WEF 이사장 사회 하에 진행된 공개회의 ‘지정

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을 포함한 국제기구

학적 전망’에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대표 등이 참석,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우리
기업에게 국제기구와의 의견교환 및 네트워

2. 세계정세와 글로벌 현안에 대한 토론형식의 이

킹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

번 회의에는 고노 다로 일본 외무대신, 크리스
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장관, 헹 스위 킷 싱
가포르 재무부장관, 데이비드 거건 하버드 케
네디스쿨 공공리더십 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석

그리스-마케도니아간 국명분쟁 해결에 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2019-01-28)

하였으며, 강 장관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설명하였다.

쉍 한국 정부는 그리스와 마케도니아(FYROM*)

◦ 강 장관은 가장 큰 바다인 태평양과 가장 큰

간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국명 관련 분쟁이

대륙인 유라시아의 가교에 자리 잡은 한반도

상호존중과 타협의 정신 속에서 평화적으로

의 지정학적 잠재력이 분단으로 인해 제약이

해결된 것을 환영하고 축하의 뜻을 전한다.

있었음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 마케도니아는 1991년 독립 이후 고대 마케도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설명

니아 왕국의 계승자임을 주장하며 “마케도니

◦ 또한, 지난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

아” 국명 사용을 반대하는 그리스와 국명을

적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올해 2차 북미정상회

둘러싸고 오랫동안 분쟁을 벌여 왔으며, 2018.

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실현되는 과정

6.17. 양측은 ‘북마케도니아 공화국 (Republic

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성과가 나오게

of North Macedonia)’으로 국명을 정하는 합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의문에 서명

◦ 강 장관은 아울러 우리 정부는 견고한 한미동

- 1.25(금) 그리스 의회에서 동 합의안에 대

맹, 주변국과의 긴밀한 공조, 완전한 비핵화에

한 비준이 이루어짐으로써 그리스와 마케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기반으로 대

도니아 모두 국내절차 완료, 그리스측이 마

화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케도니아측에 통보하면 효력 발생

의지도 강조

- 마케도니아는 1.11(금) 국내절차 기완료
* 마케도니아는 1993년 유엔 가입시 구유고슬

3. 또한 강 장관은 1.23.(수) 저녁 ‘평화와 번영의

라비아 마케도니아 공화국(FYROM, Former

한반도’를 주제로 우리 기업인, 국제기구 대표,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국명 사용

언론인 등 50여명의 참석자들을 초청하여 만찬
을 주최하였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쉍 한국 정부는 역사적인 국명 문제 해결이 양국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과 혁신 친화적 국제경제

관계의 호혜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발칸 지역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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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럽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

및 수시 간담회 개최, △ 국제기구 인사센터

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국제기구 공석 공고 및 △
방문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 JPO 선발 절차 : △ (외교부) 파견대상 국제

세계 속 우리 청년, 국제기구로 가는 첫걸음
(2019-01-31)

기구 및 직위 선정, △ (외교부)선발시험 시
행계획 공고(6주), △ (국제기구) 1차 서류
심사, △ (외교부) 한국어 면접을 통해 서류

쉍 강정식 다자외교조정관은 1. 31.(목), 2019년

심사 합격자 승인, △ (국제기구) 2차 면접

파견 예정인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Junior

또는 필기시험을 통해 최종합격자 결정, △

Professional Officer) 최종합격자에게 합격증

(외교부) 합격자 발표

을 수여하였다.
※ JPO는 우리 정부의 경비 부담 하에 유엔 등
국제기구에 파견하여 최대 2년간 국제기구
정규직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근무하도록 지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의 타결
(2019-02-10)

원하는 제도
- 이번 선발시 WMO, ICJ, IOM, UNCITRAL,

쉍 한･미 양국은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UNEP, WIPO, OPCW, IFAD, UNESCO,

체결을 위한 협의를 마쳤으며 양측 수석대표

WFP, UNICEF, OECD, 유엔사무국 DPPA,

가 2019.2.10.(일) 문안에 가서명하였음.

IRENA, UNDP, WHO, OHCHR에 350여
명 지원, 17명 최종 선발

※ 수석대표: (한측) 장원삼 방위비분담협상 대
표(외교부), (미측) 티모시 베츠(Timothy Betts)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국무부)

쉍 강 조정관은 참석자들의 합격을 축하하고, 국
제기구 진출의 꿈을 이루는 발판으로서 JPO

※ 현행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2014-2018)
은 2018.12.31.부로 종료

근무 경험이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하면서, JPO
로서 책임감 있게 임무를 수행해줄 것을 당부
하였다.

쉍 한･미 양국은 동맹으로서 상호 존중과 신뢰의
정신 하에, 10차례의 공식 회의 및 다양한 외

◦ 합격자들은 파견 절차와 준비사항을 안내받

교 채널을 통한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고 사전교육을 마친 후, 각자 근무지로 파견될

｢특별협정｣ 및 ｢이행약정｣문안에 합의하였으

예정이다.

며, 동 과정에서 상호 윈-윈(win-win)하는 결
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쉍 정부는 1996년부터 총 178명(금번 파견인원
포함)의 JPO를 유엔사무국 등 국제기구에 파

◦ 2019년도 총액은 1조 389억원, 유효기간은 1
년으로 합의하였음.

견해 왔으며, 지금까지 파견 기간이 종료된 143
명의 JPO 중 114명이 국제기구에 채용됨으로
써 80%의 채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 올해도 15명의 JPO가 선발될 예정이며, 외교
부는 이와 관련하여 △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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쉍 한편, 한･미 양국은 협의 과정에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하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의 중요
성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을 재확
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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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미국은 확고한 대한방위공약과 함께 주
한미군 규모에 있어 어떠한 변화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음.

가능 토록 함으로써, 현물지원 체제를 강화하
였음.
◦ ▴군수지원 미집행 지원분의 자동 이월을 제
한하고 ▴군사건설과 군수지원 분야 사업 선

쉍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제공

정 및 집행시 우리측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방

하고 동맹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 국회와

위비분담금 집행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양측이 수용 가능한 합

를 도모하였음.

리적인 수준에서 분담금이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 한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규정을 본문에 삽입
하고 인건비 지원 비율 상한선(75% 이하)을

◦ 미측은 우리의 동맹기여도를 높이 평가하면

철폐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인건비 분담 확대

서도 우리의 위상과 경제력에 상응하는 대폭

를 도모하는 등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권익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주한미군의 한

보호에도 노력하였음.

반도 방위 기여도 ▴우리의 재정 부담 능력

◦ 상시 협의체인 제도개선 합동실무단(Working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Group)을 구성하여, 현재의 방위비분담 제도

여 2019년도 국방예산 증가율(8.2%)을 반영

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한 수준에서 합의하였음.

한미가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음.

※ 제2차~제8차 협정시 전년 대비 첫 해 인상률

※ 제도개선 상세 내용은 별첨 참조

- 제2차(94년) : 18.2%, 제3차(96년) : 10%,
제4차(99년) : 8.0%, 제5차(02년) : 25.7%,

쉍 이번 협의에서 한･미 양국은 과거와 달리 ｢특

제6차(05년) : -8.9%, 제7차(07년) : 6.6%,

별협정｣ 뿐만 아니라 집행 세부 사항을 담은

제8차(09년) : 2.5%, 제9차(14년) : 5.8%

｢이행약정｣ 문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

◦ 나아가 정부는 SMA의 취지와 목적이 주한미

의하였으며, 정부는 국회와 국민에 대한 투명

군의 주둔경비 분담에 있다는 점에서, 미측의

성 제고 차원에서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작전지원(operational support) 항목 신설 요구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를 철회토록 하였음.
◦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차기 협정 적기 미

쉍 한･미 양국은 협정 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결시 발생 가능한 협정 공백 상황에 대비하

각자 협정 발효에 필요한 각자 국내 절차를 조

여 양측이 합의할 경우 협정을 연장 적용할

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노력해 나가

수 있도록 하였음.

기로 양해하였음.

쉍 정부는 그간 SMA 집행 과정에서 노정된 문제
점을 시정하고 집행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미있는 제도개선을 이끌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유엔인구기금
(UNFPA) 총재 면담 (2019-02-13)

어 내었음.
◦ 군사건설 분야에서 ▴예외적 현금지원을 철

쉍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은 2.13(수) 방한중인

폐하고 ▴설계･감리비 현금지원 비율(군사건

｢나탈리아 카넴(Natalia Kanem)｣ 유엔인구기

설 배정액의 12%)을 집행 실적에 따라 축소

금(UNFPA) 총재와 면담을 갖고, UNFPA 한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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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무소 개소 및 한-UNFPA 협력 강화 방안

화 이니셔티브(Action with Women and Peace)’

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추진에 있어서도 UNFPA와 협력중인 바, 이러

※ 유엔인구기금(UNFPA: UN Population Fund)

한 협력관계 등을 통해 분쟁하 여성의 삶의 질

- ▴여성과 청소년들의 성생식 보건 증진, ▴산

제고, 역량강화 및 여성의 권리 증진에 기여할

모 사망 예방, ▴성기반 폭력 방지 및 조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여성 할례 등 유해한 관습 폐지, ▴인구･가

※ 외교부 ‘여성과 평화 이니셔티브’ : 분쟁하

족계획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1966년 설

성폭력 대응을 포함한 여성･평화･안보 의제

립된 유엔 기금

관련 국제적 기여 확대 및 논의의 장 제공을
목표로, 2018.6월 출범한 이니셔티브

쉍 이 차관은 UNFPA가 성생식보건 향상, 가족계
획 지원 등 지속가능개발(SDG) 목표 달성을 위

쉍 올해 UNFPA 한국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이루

해 노력해온 점을 평가하고, 한국이 UNFPA 집

어진 금번 면담은 한-UNFPA간 지속적 협력

행이사회 의장국을 수임하고 있는 올해 UNFPA

의지를 재확인하고, UNFPA 인도적 지원 활동

한국사무소 개소를 통해 한-UNFPA간 협력이

등 향후 협력 관계 심화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로 평가된다.

※ UNFPA 한국사무소 개소식 개최(2.13, 15:0016:30, 연세대 백양누리홀) : 외교부(다자외
교조정관),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유
엔기구 등 참석

한국, 책임 있는 남극조약의 파수꾼 임무
수행 (2019-02-15)

※ 우리나라는 2019-21년 UNFPA 집행이사국
수임(2019년 의장국)

쉍 우리나라는 2월 17일부터 3월 4일까지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와 공동으로 남극지역 내

쉍 카넴 총재는 UNFPA는 창설 50주년을 맞이하

과학기지 및 인근 시설들의 운영현황을 점검

는 특별한 해에 한국사무소를 개소하게 되어

하는 국제공동사찰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7월

뜻깊다고 하면서, 특히 한국이 1970년대 이후

초 개최예정인 남극조약당사국회의(ATCM)에

보건, 가족계획,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한 성장

서 보고할 예정이다.

과 여성의 권익 신장에 있어 개도국들에게 모

◦ 남극에서의 사찰(Inspection)이란 남극조약

범사례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고, 동 분야에서

(Antarctic Treaty) 제7조에 따라, 남극조약의

양측간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목적인 ‘남극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연구의

하였다.

자유’ 달성을 위해 남극조약 협의당사국이 다

◦ 아울러 카넴 총재는 UNFPA 한국사무소가 저

른 체약당사국의 기지와 선박 및 항공기 등

출산, 고령화 관련 국제 프로그램 개발 및 전

다른 국가의 남극 시설을 방문, 조약 준수여부

문성 제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하고, 향후 한

를 확인하는 절차임

국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하

※ 남극조약당사국회의(ATCM) : Antarctic Treaty

였다.

Consultative Meeting
※ 남극조약 협의당사국(Antarctic Treaty Con-

쉍 이 차관은 지난해 출범한 ‘여성과 함께하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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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 건설 등 실질적인 과학조사를 수행함

디셉시온(Decepcion) 기지 등 18개소를 사찰

으로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에
서 지위를 인정받은 국가로, ATCM의 의사

쉍 배종인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은 “이번 공동사

결정에 참여하고 ATCM을 개최할 자격을

찰 참여는 우리나라가 남극조약 협의당사국들

가짐

로부터 모범적인 회원국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한-칠레 국장급 남극정

쉍 남극조약 사찰(Inspection)은 모든 남극 협의

책대화 등그간 남극분야에서 꾸준히 다져온

당사국들의 권한이며 책임이지만, 그동안 사

한-칠레 양국 간 협력이 이번 공동사찰 참여에

찰을 위한 역량을 갖춘 일부 국가들만이 사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였다.

을 실시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를 감안하
여, 지난 2016년 제39차 ATCM에서 협의당사

쉍 한편, 최준욱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그

국들의 자원과 역량을 호혜적이고 상호보완적

동안 우리나라는 남극조약 사찰 개선방안 논

으로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국가들이 사찰에

의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적 사찰 모델이 필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사찰활동 참

요함을 역설해 왔다. 그 결과 남극사찰활동을

여를 통해 책임있는 남극활동 국가로서 위상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기 간 연락

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반이 구성되어 우리나라, 네덜란드, 미국이 공
동의장을 맡아 1년간 운영하며 제도개선을 위

쉍 이번 남극 국제 공동사찰을 통해 남극조약 사

한 권고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국제 공동

찰의 운영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 습득

사찰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게 된 것은 이러한

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기반으로 추

노력에 따른 결실로서 그 의미가 크다.

후 남극 사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 회기간 연락반(Inter-sessional Contact Group)

논의 등에 적극 참여하여 남극조약협의당사국

: 정례 국제회의의 주요 의제에 대하여 양 회

회의(ATCM) 내 책임있는 회원국으로서의 역

기 중간기간에 총회의 위임을 받은 업무를

할 강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처리하는 임시조직
쉍 남극조약 사찰은 남극과학과 환경보전에 대한
전문성과 더불어 남극조약과 환경규범에 대한
이해, 그리고 현장의 기반시설 운영에 대한 지
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남극 사찰

강경화 외교장관 제55차 뮌헨안보회의
사이버안보 라운드테이블 참석
(2019-02-16)

참여는 ‘92년 말 당시 한국해양연구소(현 한국

쉍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뮌헨안보회의(Munich

해양과학기술원) 장순근 책임연구원이 영국 주

Security Conference) 볼프강 이싱어(Wolfgang

관 국제 공동사찰에 초청된 이후 26년 만에 처

Ischinger) 의장의 초청으로 제55차 뮌헨안보

음이다.

회의(2.15-17, 뮌헨)에 참석하기 위해 2.14.(목)

※ 92년 공동사찰 당시, 영국･이탈리아･한국 등

-15(금)간 뮌헨을 방문하였다.

총 3개국 5인의 국제 공동사찰단이 영국 쇄

※ 뮌헨안보회의는 1963년 창설된 범세계적･지

빙선을 활용, 남극세종과학기지, 아르헨티나

역적 안보문제를 논의하는 유럽 최대 규모의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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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 국제안보회의로, “안보 분야의 다보스

(외교안보 고위대표), UN(정무평화구축국 사

포럼”으로 평가

무차장)과 연쇄 양자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의

- 제55차 뮌헨안보회의에는 앙겔라 메르켈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외

독일 총리,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포

교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였다.

함, 28개국 정상/정부수반, 52개국 외교장
관, 12개 국제기구 주요인사 등 참석
쉍 강 장관은 2.15(금) 오전 사이버안보를 주제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억, 화해 그리고 평화 (2019-02-19)

개최된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실시하였다.
◦ 동 라운드테이블은 날로 심각해지는 사이버

쉍 외교부는 올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전 세계 740만 재외동포

안보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 정부 인사뿐 아니

들과 함께 △재외공관 개최 100주년 기념행사

라 학계, 민간 기업 등이 참여하여 사이버 위

및 축하리셉션, △한중 우호 카라반, △우토로

협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등을 논의

평화기념관 건립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하였다.
※ 2019 뮌헨안보회의 ‘사이버안보 라운드테

◦ 외교부는 이번 100주년을 국민과 동포가 함
께 ‘온 겨레의 축제’로 기념하면서, 3･1운동의

이블’ (2.15. 9:30-11:00)

정신과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되새기고 동북

- 주제 : 사이버공간의 지정학적 함의

아와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

- 참석자 : Malcom Turnbull 前 호주 총리,

시켜 나갈 예정이다.

Andrea Lee Thompson 미국 국무부 군축･

※ 상기 외교부의 3개 기념사업은 대통령 소속

국제안보 차관, Izumi Nakamitsu 유엔군

｢3･1운동및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100주년

축고위대표, Katrin Suder 前 독일 국방차

기념사업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중점사업’

관 등

에 해당

◦ 강 장관은 최근 악성 사이버활동이 국가안보
에 중대한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지적하

쉍 먼저, 외교부는 세계 각지에서의 만세운동을

며,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파트

통해 3･1운동의 시작과 확산, 임정 수립, 독립

너십 강화, △신뢰구축조치 마련, △사이버 역

에 이르는 원동력을 제공했던 ‘재외동포사회’

량강화 사업 확대 등이 긴요함을 강조하였다.

와 함께 ｢재외공관 개최 100주년 기념행사 및

◦ 특히 강 장관은 개방되고 안전한 사이버공간
구축을 위해 사이버공간에 적용되는 국제규

축하 리셉션｣을 실시한다.
※ 49개 공관 64개 사업 추진 예정

범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 독립운동의 요람이었던 세계 각지에서 재외

이를 위해 한국이 유엔 등에서의 관련 논의에

공관과 재외동포사회가 함께 축하 리셉션을

적극 참여하여 규범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

개최하며,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전문가 강

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의, 학술세미나, 사진전, 영상물 상영, 책자 발
간 등을 통해 3･1운동과 임정수립의 의미를

쉍 한편, 강 장관은 이번 뮌헨안보회의 참석 계기
일본, 러시아, 이란, 프랑스 외교장관 및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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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는 시간도 갖는다.
◦ 재외공관 기념행사에는 재외동포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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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각 주재국 국민과 주요 인사, 현지･외국인

게 추진될 수 있도록 외교부 100주년 기념사

독립유공자 등 다양한 인사를 초청하고 주재

업이 미래 한국 외교에 갖는 함의를 고찰해

국 언론 홍보 등을 통해 3･1운동의 역사와 가

본다.

치를 나눔으로써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세계

* △ 3･1운동과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서울

평화를 위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

대학교 한인섭 교수), △ 100주년 기념사업

기로 삼을 예정이다.

과 동북아 국제관계(연세대학교 손열 교수),
△ 100주년 기념사업과 향후 한국외교의 지

쉍 오는 7월에는 각계각층 청년대표(100명)로 구

평(연세대학교 박명림 교수)

성된 ｢한중 우호 카라반｣이 중국내 임정 소재
지(5개)를 열차로 순회방문하면서 한중 양국

쉍 외교부의 3･1운동 및 임정수립 100주년 기념

국민간 다양한 소통교류행사를 진행하며, 올

사업이 온 국민과 재외동포가 함께 만든 100

해부터 3개년 사업으로 일본 내 ｢우토로 평화

년의 역사를 기억하는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기념관 건립｣도 추진한다.

3･1운동 및 임시정부의 정신을 바탕으로 평화

◦ ｢한중 우호 카라반｣은 역사적 추념과 함께, 미
래지향적 동북아 평화협력의 메시지를 발신

와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
대하고 있다.

하고, 특히 세계시민 평화교육의 장으로서 국
민참여형 공공외교로 추진할 예정이다.
◦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 사업은 일제 군 비
행장 건설에 동원되었던 조선인 노동자들의
거주지 강제 철거 위기를 한･일 양국의 노력
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극복했던 역사를 보
전하고, 한･일 우호와 평화･인권의 가치를 계
승하려는 사업이다.

강경화 장관, 제40차 유엔 인권이사회 및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회기 참석
(2019-02-21)
1. 강경화 장관은 ｢제40차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및 ｢제네바 군축회의(CD: Conference on Disarmament)｣ 고위급회기 참석을

쉍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독립을 뛰

위해 2.23(토)-25(월)간 제네바를 방문할 예정

어넘어 동양과 세계 평화를 바라보았던 3･1운

이다.

동의 정신을 이웃 국가 국민들 및 세계 시민과

※ 금번 고위급회기에는 각국 정상･장관급 등

공유하고, 화해와 공존의 미래지향적 동북아

약 90여명의 고위인사 참석 예정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신뢰･유대감을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2. 강 장관은 2.25(월) 오후 인권이사회 고위급회
기 기조연설을 통해 전 세계 인권상황, 특히 취

쉍 한편, 외교부는 2019.2.19.(화) 국민외교센터

약계층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에서 ｢3･1운동 및 임정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신기술과 인권 등 새

과 향후 한국외교의 지평｣ 세미나를 실시한다.

로운 도전과제와 일본군 위안부 등 분쟁하 성

◦ 동 세미나에서는 외교부 소관 100주년 기념

폭력 문제,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과 북한인권

사업 전반을 소개하고, 전문가 발제* 및 질의

문제 등 인권 관련 관심사항에 대해 언급할 예

응답을 통해, 각 세부 사업들이 보다 내실 있

정이다.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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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울러, 강 장관은 2.25(월) 오전 다자 군축협
상기구인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회기 연설을

사･조치 종결 및 관세 경감을 위한 활동을 하
고 있습니다.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

◦ 2018년 중에 있었던 성과로는 △호주 철근 반

착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설명하고 향후 진전

우회덤핑 조사 종료, △터키 고순도테레프탈

에 기대를 표명하는 한편, 변화하는 국제 안보

산(PTA) 반덤핑 조사 종결, △말레이시아 석

환경 하에서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의 중요성

도강판에 대한 반덤핑 규제 종료, △인도 에폭

및 이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언급할 예정

시레진 반덤핑 조사 종료 등이 있습니다.

이다.
< 2018 수입규제대책반 주요활동 >
4. 금번 제네바 방문 계기 강 장관은 ｢미첼 바첼렛
(Michelle Bachelet)｣ 유엔 인권최고대표 등 국

쉍 수입규제대책반(반장 : 양자경제외교국 심의

제기구 대표 및 참석국 주요 외교장관과도 면

관) 및 현지 공관 공청회 참석 및 현지 조사당

담하고,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국 면담 32회 등

예정이다.

쉍 정부답변서･입장서･서한 송부 49건 등
쉍 우리 관련 업계와의 대책회의 및 간담회 27회
이상 실시

외교부, ｢알기 쉬운 미국의 수입규제｣ 발간
(2019-02-21)

※ 對한국 수입규제조치 총 건수 : 158('14) →
177('15)→ 184('16) → 189('17) → 193(‘18)

쉍 외교부는 우리 수출 기업의 수입규제대응 역
량 강화를 위해 미국의 수입규제 제도에 대한
설명과 조사 대응 방안을 수록한 ｢알기 쉬운

강경화 외교장관, 제40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 (2019-02-25)

미국의 수입규제｣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 미국은 우리 수출품에 대해 가장 많은 수입규

1. ｢제40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 참석

제를 하는 국가로 2018년 말 기준 38건의 수

중인 강경화 외교장관은 2.25(월) 오후(현지 시

입규제조치를 조사 또는 부과중이며, 최근 수

간) 기조연설을 통해,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의

입규제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 상황에 우려를 표

※ 2018년 말 기준 미국의 수입규제는 반덤핑

하고, 특히 여성, 아동, 난민 등 취약계층에 대

28건, 상계관세 8건, 세이프가드 2건

한 특별한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가 전 세계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제

쉍 ｢알기 쉬운 미국의 수입규제｣는 외교부 홈페
이지(www.mofa.go.kr 보도자료 또는 국제경

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임을 천명
하였습니다.

제동향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 강 장관은 신기술이 우리의 삶에 대대적인 변화
쉍 외교부는 수입규제대책반 및 재외공관 소재

를 가져오고 있지만 인권에 대한 함의는 불분

현지대응반을 중심으로 정부 서한 발송, 조사

명하며, 이에 대해 낙관과 불안이 공존하고 있

당국 면담, 조사 공청회 참석 등 수입규제 조

다고 하고, 신기술이 인권과 인간존엄의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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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오는 방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져 한반도 비핵화와 항

해 심도있는 연구와 건설적이고 포용적인 대화

구적 평화구축의 길을 열었으며, 이틀 후에는

를 포함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하

을 강조하면서, 동 분야에서의 의미있는 진전을

고, 핵무기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한 여정

위해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 협력

은 막 시작되었으며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지속적 관심과 의지, 인내와 지혜가 필요하지
만 그 보상은 북한 인권상황이 개선되고 한민

3. 강 장관은 작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데니스

족 모두가 전쟁에 대한 두려움 없이 번영된 삶

무퀘게 박사와 나디아 무라드 같은 용기있는

을 추구할 수 있는 평화로운 공존이 될 것임을

활동가들의 영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강조하였습니다.

분쟁지역에서 성폭력이 지속되고 있음에 우려

◦ 또한 강 장관은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된 것은

를 표하고, 이들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전쟁의

기쁘지만, 남은 생존자들이 고령임을 감안할

수단으로서의 성폭력 철폐와 생존자 지원의 필

때 이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가

요성을 국제사회에 상기시켜 주었다고 하였습

작년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니다.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상설면회소 개설

◦ 강 장관은 지난 1월 세상을 떠난 김복동 할머

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니를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평생

◦ 아울러, 강 장관은 북한이 금년 1월 장애인권

의 고통을 치유받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나고

리협약 이행에 관한 첫 국가보고서를 제출하

있음은 매우 슬프고 좌절스러운 일이라고 하

는 등 여러 유엔 인권협약기구와 협력하고 있

면서, 우리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음에 주목하고, 북한이 금년 5월로 예정된 보

이전의 노력에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결여되

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국제사회와의 대

어 있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피해자 중심적 접

화와 협력의 기회로 활용하기를 희망한다고

근을 공약한 바 있다고 하고, 이러한 노력의

하였습니다.

일환으로 작년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
셔티브를 출범시켜, 로힝야 난민 등 분쟁하 여

5. 강 장관은 우리나라가 인권이사회 창설 이래

성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국제기구 사업들을

4차례 이사국을 수임하는 등 이사회 활동에 건

지원하는 동시에, 금년중 동 이니셔티브의 첫

설적으로 동참해 왔다고 하고, 인권이사회의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여성, 평화, 안보” 의제

인권, 인도주의 위기 대응 노력에 대한 기여를

관련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적

더욱 강화하고 개도국들의 역량강화를 지원하

인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을 소개하였습니다.

기 위해 2020-2022년 임기 인권이사회 이사국
에 입후보하였다고 하면서 우리 입후보에 대한

4. 강 장관은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시작된 남북간

각국의 지지를 당부하였습니다.

대화의 여정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첫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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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제법률국 국제법 소통
❚ 기간 : 2018. 12. 1. ~ 2019. 2. 28. ❚

- 자세한 내용 및 기타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 [외교정책 > 조약･국제법 > 국제법 소통] 게시판 참조
O 제3차 국제법 타운홀 미팅 개최 결과 (2018-12-03)
O 2018년 국제법 모의재판/논문경시대회 시상식 개최 (2018-12-10)
O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Associate Archivist(P-2) 공석 공고 (2018-12-20)
O 한-베트남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회의 개최 (2019-01-23)
O 국제법위원회(ILC) 제55차 국제법 세미나 참가자 모집 (2019-01-24)
O 국제형사재판소(ICC) 제17차 당사국총회 결과 (2019-01-29)
O 국제해양법재단(IFLOS) 하계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2019-02-13)
O EAS 해양안보와 국제법 세미나 참석 결과 (2019-02-22)
O 유엔분쟁법원(UNDT) 비상임재판관 공석 4석 공모 (2019-02-22)
O 차고스 군도 관련 ICJ 권고적 의견 발표 (2019-02-27)
O 국제사법재판소(ICJ) 사무처장(Registrar) 직위 공모 (2019-02-28)

제3차 국제법 타운홀 미팅 개최 결과
(2018-12-03)

국제법 타운홀 미팅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동 대학 법과대학 학생분들 포함 약 100여명의 참
석자들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난 12월 4일 홍익대학교 홍문관에서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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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외교부 국제법률국 심의관의 “외교와 국

장중인 강경화 장관을 대신하여 국제법률국 배

제법”에 대한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독도 관련 현

종인 국장이 수상자들에게 격려사를 전하면서, 고

황 소개가 있은 후 “외교부에서 변호사로 일하기”

도의 외교적 사안의 해법을 모색하는데 있어 국

라는 주제로 변호사이자 외교관으로서의 역할과

제법의 역할이 중요하며 국제법 분야 전문인력

경험을 공유하는 미니특강이 이어졌습니다.

양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 함을 강조
하였습니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석자들로부터 국제

금년도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에서는 이중

법의 실제 적용사례, 독도영유권, 국제기구 및 외

국적자의 수사 및 처벌을 주제로 열띤 변론 끝에

교부 입부 경로, 외교부 근무의 장단점 등에 대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팀(천영환, 황옥초)이 최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우수상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강연
준, 고동해, 노지은, 박산)이 우수상을 수상하였

외교부 국제법률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

습니다. 모의재판경연대회 최우수변론상은 고려

제법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여 국제법에 관심있는

대학교 일반대학원 천영환 학생에게 돌아갔습니

학생과 시민 여러분들과의 오프라인 소통을 확대

다. 국제법 논문경시대회에서는 4.27 판문점 선

해 나가겠습니다.

언의 국제법적 성격 관련 논문을 제출한 서울대
학교 김대연 학생이 최우수상을, 역시 동일한 주
제의 논문을 제출한 한국외국어대학교 김동규 학

2018년 국제법 모의재판/논문경시대회
시상식 개최 (2018-12-10)

생이 우수상을, 환경문제의 국제법적 대응 관련
논문을 제출한 연세대학교 이신형 학생과 서강
대학교 홍혜원 학생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하였

2018년 제10회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 및 제

습니다.

18회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시상식이 지난 2018

외교부는 국제법 연구층의 저변확대 및 국제법

년 12월 7일 외교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해외 출

에 대한 관심 제고를 목적으로 실시된 양대회를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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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향후 국제법 학계와의 협력하에 다양한
관련 행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교부 블로그의 관련 내용을 링크합니다.
(http://blog.naver.com/mofakr)

한-베트남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회의 개최
(2019-01-23)
지난 1월 15-16일 베트남 하노이 외교부 청사
에서 한-베트남 외교부 국제법률국장회의가 개최
되었습니다. 양국에서는 배종인 외교부 국제법률
국장과 LE Thi Tuyet Mai 베트남 외교부 국제법･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Associate
Archivist(P-2) 공석 공고 (2018-12-20)

조약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였습니다.
금번 회의는 한-베트남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함부르크 소재)는

에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로서, 국제법 제반 현안

Associate Archivist(P-2)의 공석을 공고하였습니

에 대한 양국의 의견을 교환하는 동시에 양국간

다(첨부 문서 참고).

국제법 분야에서의 협력 사안을 발굴하는 유익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원 요건은 △기록보관･정보관리 전공(Advanced
University degree in the fields of archives and

금번 회의에서는 △양국 조약 체결 현황 점검

information management), △관련 국제 업무 경력

및 이행관리, △유엔 6위원회 및 국제법위원회

2년 이상, △ 컴퓨터 사용 능력 필수, △ 영어 및

(ILC) 의제(국내적･국제적 법치주의 증진, 국가공

불어 구사(이 중 한 개 언어에 능통) 등 입니다.

무원의 외국형사관할권 면제 등), △해양법 관련 제
반 사안, △유엔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관

관심있는 지원자는 2019년 1월 31일까지 ITLOS

련 현안, △국제재판기구 관련 사안, △국제법 역량

지원서 양식(P11, ITLOS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

강화 및 양국간 국제법 협력 등의 의제에 대해 양국

능)을 첨부된 안내문에 따라 우편 또는 이메일로

의 경험을 공유하고 및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ITLOS 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국은 앞으로도 학계, 국제기구 등 다양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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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통해 교류를 확대해나가며, 양국간 국제법

개최되었습니다. ICC는 가장 중대한 국제 범죄(집

분야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
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유일한 상설 국
제형사재판소입니다. 당사국총회는 ICC의 운영

국제법위원회(ILC) 제55차 국제법 세미나
참가자 모집 (2019-01-24)

감독, 인사, 예산, 로마규정(Rome Statu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및 관련규칙 제･개
정을 논의･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ICC를

국제법위원회(ILC: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는 금년 7월 8일부터 2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예정인 제55차 국제법 세미나(International
Law Seminar)의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첨
부 문서 참고).
모집 대상은 국제법 분야 전공자(대학원), 학자,
공무원, 변호사이며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가능 연령: 24-38세(2019.1.1. 기준)
-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 2개 이상 언어 능통자
- 모집인원: 25명
세미나 참석은 무료이며, 기타 경비는 원칙적으
로 참가자 부담입니다.
참가자는 △ILC 전체회의(Plenary meetings) 참
관, △ILC 위원, UN 또는 전문기구 직원 및 국제
법학자 초청 강의 참석, △ILC 의제 관련 보고서
작성 등의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관심있는 지원자는 2019년 4월 8일까지 홈페이
지(http://www.ilsgeneva.ch)를 통해 지원하시기 바
랍니다.

설립한 로마규정 123개 당사국 대표 등이 참여하
여 연1회 개최됩니다.
이번 당사국총회는 권오곤 당사국총회 의장 취
임(2017.12.14. 3년 임기) 후 개최된 첫 번째 당사
국총회였습니다. 권 의장은 개막 기조연설에서 ICC
가 지난 20년간 국제형사정의를 위해 중요한 역할
을 해왔음을 확인하고, 앞으로 로마규정이 보편성
(Universality)를 갖기 위하여 당사국을 늘리고, 당
사국간에 보다 적극적 협력(Cooperation)이 이루
어져야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성범죄
관련 패널 토론 등의 부대행사를 지원하는 등 의
장을 배출한 국가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
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당사국총회는 로마규정 채택 20주
년에 개최되었다는 의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20
년간의 성과로 국제사회에 가해자가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신호를 보내며, 불처벌(impunity)을 선
도한 점, 법에 의한 지배(rule of law)의 발전 및
인권 향상에 기여한 점, 형사처벌에 있어 피해자
중심의 접근(victim centered approach)을 통해 피
해자들의 희망이 된 점 등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향후 과제로 로마규정의 보
편성(Universality) 증진, 당사자들의 실질적 협력

국제형사재판소(ICC) 제17차 당사국총회
결과 (2019-01-29)

(Cooperation) 증진 및 ICC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총회 결과 및 기타 관련 문서는 ICC 당사

국제형사재판소(ICC) 제17차 당사국총회가 2018
년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국총회 홈페이지(http://asp.icc-cpi.int)에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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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재단(IFLOS) 하계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2019-02-13)

EAS 16개 회원국 대표단 80여명은 동아시아
해양안보의 주요 위협요인, 현행 법･정책의 문제
점, 국제사회 또는 역내 국가들의 노력 및 성공사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국제해양법재단
(IFLOS :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the Law of

례, EAS 회원국간 협력 제고방안 등을 논의하였
습니다.

the Sea) 주관 하에 아래와 같이 제13차 하계 아카
데미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적
극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안보는 해양에서의 군사, 국가안보 위협
등 전통적 범주뿐만 아니라 해적, 무장 강도,
테러리즘, 밀수, 해양오염, 불법어업 등 비군

※ IFLOS는 △유엔해양법협약 및 관련 국제법
해석, 국제해사법 연구, △해양법 관련 개도

사적･초국가적 안보위협을 아우르는 광범위
한 개념

국 역량강화, △ITLOS의 분쟁 해결 관련 역
할 홍보 등을 위해 2003년 설립되어 2007년
부터 하계 아카데미 운영중

※ EAS 회원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10개국(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
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

◦ 분야 / 주제 : 해양법 및 해사법 / Promoting

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3(한국, 중국, 일

Ocean Governance and Peaceful Settlement of

본)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더한 16개국

Disputes
◦ 기간 / 장소 : 19.7.21.-8.16.(4주) / 독일 함부
르크
◦ 강사 : ITLOS 재판관, 해양법 및 해사분야 교
수, 관련분야 전문가
◦ 대상 :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정부 대표,
변호사 등 (약 40명 선발)
◦ 신청기한 : 19.4.20.(토)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이행 확보, ▲초국경적 범죄 소탕, ▲해양환경보
호,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문제 등의
의제가 심층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참가국들은
위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아시아 해양안
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협 요인을 공유하는 한
편 UNCLOS 등 기존 법규범의 준수와 이행, 국내
법의 정비, 법집행기관간 신속한 공조가 필요하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IFLOS 홈페이지를 참조하

는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시기 바랍니다.
의제별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AS 해양안보와 국제법 세미나 참석 결과
(2019-02-22)

1. UNCLOS 이행 확보
참석국들은 해역별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규

지난 2월 11-13일 외교부는 말레이시아와 호주

정하고 있는 UNCLOS의 이행 확보는 해양안보문

의 공동주최로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동아시

제의 출발점이 된다는데 동의하였으며, 1982년 이

아정상회의(EAS) 해양안보와 국제법 세미나’에

협약의 채택 당시 이해당사국간 합의 도모를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규정된 부분에 대한 당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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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및 관행의 차이 노정은 UNCLOS의 완전한

※ UNCLOS 제110조는 임검권을 행사할 합리

이행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적 근거(해적행위, 노예무역, 무허가방송, 무

이와 관련 EAS 차원에서 이 협약의 일관된 해석

국적선 등)가 있는 경우 당사국이 공해상의

및 관행 도모를 위한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국 선박을 임검할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호주 대표단은 해양경계획정 분쟁해결 사

3. 해양환경보호

례로 호주-동티모르간 경계획정 관련 UNCLOS에
따른 조정 경과를 소개하였습니다.

참가국들은 UNCLOS 해양환경 관련 조항들이
대체로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는데

※ 2016년 4월11일 동티모르는 호주와 티모르

동의하였으며,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새롭게 부

해 경계획정을 위해 UNCLOS 제5부속서 및

각되는 문제에 대응하여야 할 과제가 있음을 지적

제298조에 따라 동 사안을 강제 조정 절차에

하였습니다.

회부하였습니다. 양국은 2년간 조정절차를
진행하였고 2018년 3월6일 뉴욕에서 호주-동

또한 참가국들은 해양환경보호문제는 식량, 자

티모르 해양경계획정 조약을 체결하여 분쟁

원 고갈 등과 관련하여 안보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을 해결하였습니다. 상기 조약은 UNCLOS의

볼 수 있지만 해양환경 보호 조치가 다른 국가의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된 최초의 조약입

항행권이나 군사 활동을 제약하는 경우 전통적 안

니다.

보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
는데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2. 초국경적 범죄 소탕
4.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초국경적 범죄에는 해적, 무장 강도, 테러리즘,
밀수, 인신매매 등이 포함됩니다. 참가국들은 공

IUU어업은 역내 식량안보, 어업과정에서 인권

해상 외국 선박 국적 식별의 어려움 및 임검권

침해 등 측면에서 해양안보 위협 요인입니다. 참

(right to visit) 제한 등으로 초국경적 범죄 예방을

가국들은 UNCLOS와 공해어족자원관리협정에

위한 법집행이 제약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

IUU 대응을 위한 국가간 협력 의무 등을 규정하

서 범죄혐의 선박･개인에 관한 신속한 정보교환

고 있으나 어선의 국적 변경, 기국의 법집행 의지

및 범죄인 이송 등에 관한 국가간 공조를 증진해

부족 등이 효과적 법 집행을 저해하고 있음을 지

야한다는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국의 책임 있는 법
집행, 법집행기관간 통제･감시 공조체제 확립, 역

이와 관련하여 말레이시아 해군은 역내 초국
경범죄 소탕을 위한 공조 사례로 말라카해협 순

내 어족관리 행동계획 이행 방안 등이 제시되었습
니다.

찰(MSP), 술루해(Sulu Sea) 관련 말레이시아･인
도네시아･필리핀간 협조(TCA) 등을 소개하였습
니다.

※ 불법(Illegal)어업은 지역수산기구내에서 관
련 협정상 의무를 위반하는 어업; 비보고
(Unreported)어업은 협약상 보고사항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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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지 않거나 허위보고하는 어업; 비규제

전문가들의 지원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Unregulated)어업은 협정의 규제를 받지 않
는 비회원국의 어업활동을 의미합니다.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유엔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원서 양식을 영어 또는 불어로 작성하여 이메일

세미나 프로그램은 본 게시물에 별도로 첨부합

을 통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31일
오후 11:59까지, 미국동부시간 기준)

니다.

※ 지원양식은

유엔분쟁법원(UNDT) 비상임재판관 공석
4석 공모 (2019-02-22)

http://www.un.org/en/internaljustice/overvie
w/judicial-vacancies.shtml에 게시
※ 지원서는 이메일

유엔 사무국은 현재 유엔분쟁법원(UNDT)의 비
상임(half-time)재판관 4석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internaljusticecouncil-application@un.org)
로 기한 내 송부

※ 유엔분쟁법원(UNDT: United Nations Dispute
Tribunal)은 유엔과 그 직원간 노사 분쟁을
다루기 위해 2009년 마련된 유엔의 내부적

차고스 군도 관련 ICJ 권고적 의견 발표
(2019-02-27)

행정소송 시스템. 법원은 뉴욕, 제네바, 나이
로비에 소재하며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어 있음(full-time judge 3명, half-time judge

는 지난 2월 25일 차고스 군도 관련 권고적 의견

6명).

(Advisory Opinion)을 발표하였습니다.

비상임재판관은 1년 중 6개월까지 근무하며(사

※ 사건명: Legal Consequences of the Separation

건수에 따라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또는 근

of the Chagos Archipelago from Mauritius

무하지 않을 수도 있음), UNDT에 근무하지 않는

in 1965(Request for Advisory Opinion)

동안에는 법률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상세
사항은 본 게시물 별첨자료 참조)

금번 권고적 의견의 요지는 모리셔스의 탈식민
지화 과정이 적법하게 완료되지 않았고, 차고스

자격 요건으로는 △고도의 도덕성을 갖추며, △
행정법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분야(노동법, 민사소

군도에 대한 영국의 관할을 최대한 신속하게 종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송 등)에서 10년 이상의 법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법조 경력을 갖추고, △영어 또는 불어를 유창하
게 구사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 권고적 의견은 유엔 총회가 2017년 6월 차고
스 군도 문제에 대하여 ICJ에 권고적 의견 부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유엔 사무국은 이번 재판관 공모와 관련하
여 성별균형 및 지역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 및 아시아태평양, 남미, 아프리카 지역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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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ICJ 홈페이지의 관련 내용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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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 사무처장(Registrar)
직위 공모 (2019-02-28)

및 행정사항 등을 총괄
자격 요건으로는 △최소 15년 이상의 국제법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국제공법 및 국제분쟁해결) 분야 경력을 갖추고,

는 현재 사무처장(Registrar) 직위를 공모하고 있

△ 법학석사 이상의 학위(국제공법 전공)를 보유

습니다.

하며, △영어 및 불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것 등이
요구됩니다.

사무처장의 임기는 7년이며 ICJ 재판관에 의하
여 추천된 후보자 중 투표에 의하여 선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공지 및 ICJ 홈페이지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사무처
(Registry)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어학 능력 및 법
률･경영･외교 분야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별첨 : 공석 공지(Vacancy Announcement for
the Post of Registrar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사무처장은 ICJ의 재판 관련 절차, 대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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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는 ‘국제평화와 안보’(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와 관련한 학술 도서 및
논문을 소개합니다.

○ 주요 논문
Apostolidis, C., “Le souverain, la regle, l'exeption”,
Revue ge´n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117 (2013), No. 4, pp. 795-831.

○ 최신 도서

Carswell, A.J., “Unblocking the UN Security Council

Ángeles Cano Linares, M. de los, Orígenes y

: the Uniting for Peace Resolution”, Journal of

fundamentos prácticos del mantenimiento de la

conflict and security law, 18 (2013), No. 3, pp.

paz en Naciones Unidas: las posiciones durante
el período de la Guerra Fría, Madrid, Dykinson,
2011.

453-480.
Corso, N., “À propos de l'applicabilité du droit de
l'occupation militaire aux forces des Nations

Bellamy, A.J. and Paul D. Williams, Providing

Unies”, Schweizerische Zeitschrift fur internationales

Peacekeepers : the Politics, Challenges, and Future

und europaisches Recht, 23 (2013), No. 4, pp.

of United Nations Peacekeeping Contributions,

609-638.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Daillier, P., “Les opérations multinationales con-

Gaese, L.-M., Zwangsmaßnahmen des Sicherheitsrates

sécutives à des conflits armés en vue du réta-

bei völkerrechtskonformem Staatenverhalten?,

blissement de la paix”, 314 Recueil des cours,

Hamburg : Kovač, 2013.

The Hagu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Hehir, A., N. Kuhrt and A. Mumford (eds.),

Law, 2005, pp. 233-431.

International Law, Security and Ethics: Policy

Feldman, D., “The Role of Constitutional Principles

Challenges in the Post-9/11 World, New York,

in Protect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Routledge, 2011.

through International, Supranational and National

Mangala, J. (ed.), New Security Threats and Crises

Legal Institutions”, in C. Geiringer and D.R.

in Africa: Region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Knight (eds.), Seeing the World Whole: Essays

New York, NY, Palgrave Macmillan, 2010.

in Honour of Sir Kenneth Keith, Wellington,

Nasu, H., International Law on Peacekeeping: a
Study of Article 40 of the UN Charter, Leiden,
Nijhoff, 2009.
Peou, S., Peace and Security in the Asia-Pacific:
Theory and Practice, Santa Barbara, CA, Praeger
Security International, 2010.
Tshiyembe, M., Le droit de la sécurité internationale,
Paris, l'Harmattan, 2010.
Winther, D., Regional Maintenance of Peace and
Security under International Law : the Distorted
Mirrors, London, Routledge, 2014.

Victoria University Press, 2008, pp. 17-47.
Khan, R., “United Nations Peace-Keeping in Internal
Conflicts: Problems and Perspectives”, Max
Planck Yearbook of United Nations Law, 4
(2000), pp. 543-581.
Hampson, F.O., “The Evolution of Security in a
Globalizing World”, in G. Finizio and E. Gallo
(eds.) Democracy at the United Nations : UN
Reform in the Age of Globalisation, Bruxelles,
Lang, 2013, pp. 217-229.
Schmalenbach, K., “Der Schutz der Zivilbevölkerung
durch UN-Friedensmissionen und die Rechtsfolgen
bei Mandatsversagen”, Archiv des Volkerrechts,
51 (2013), No.2, pp. 1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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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학술지 및 연속간행물

Benner, T., S. Mergenthaler and P. Rothmann, The

International Peacekeeping

New World of UN Peace Operations: Learning

Journal of Conflict & Security Law

to Build Peace?, Oxford, Oxford University

Journal of International Peacekeeping

Press, 2011.

Vierteljahreszeitschrift für Sicherheit und Frieden

Isely, E.R. (ed.), United Nations Peacekeeping in

(S+F)

the 21st Century, New York, NY, Nova Science
Publishers, 2011.

○ 문서

Kawamura, N., Y. Murakami and S. Chiba (eds.),

Juma, M. (ed.), Compendium of Key Documents

Building New Pathways to Peace, Seattle, WA,

relating to Peace and Security in Africa, Pretoria,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11.

Pretoria University Law Press, 2006.

Martel, G., Twentieth-Century War and Conflict: A

Weijers, H. (ed.), North Atlantic Treaty Organisation:

Concise Encyclopedia, Chichester, Wiley Blackwell,

60th Anniversary : Selected Basic Documents

2015.

and Background Materials, Nijmegen, Wolf

Orakhelashvili, A., Collective Security, Oxford, Oxford

Legal Publishers, 2009.

University Pres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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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https://www.jus.uio.no/english/research/areas/h
r-conflicts/news/2019/protecting-community-inter

○ Chatham House Conference: Security and
Prosperity in the Asia-Pacific: The Role of
International Law’
The International Law Programme at Chatham

ests-under-international.html를 참조.
○ Legal Resilience in an Era of Hybrid Threats
Conference

House is hosting the conference, ‘Security and Pro-

The Exeter Centre for International Law invites

sperity in the Asia-Pacific: The Role of International

you to a conference on “Legal Resilience in an Era

Law’ at Chatham House on 27 March 2019 from

of Hybrid Threats” on 8 – 10 April 2019 at the

10.00 – 17.30. The rapid growth in the Asia-Pacific’s

University of Exeter. The aim of the event is to

economic and political power has significant impli-

explore the legal challenges presented by lawfare,

cations for global governance. Asia-Pacific countries

hybrid threats and gray zone conflict and to develop

such as Japan, India and China – and regional bodies

the notion of legal resilience as a framework for

such as ASEAN – are increasingly informing, influ-

countering these challenges more effectively. Con-

encing and seeking to shape international standards

firmed speakers include Professor Jutta Brunnée

and norms. This conference will bring together

(Toronto), Brigadier General (ret) Richard Gross,

international law and policy experts to explore the

Professor Melissa de Zwart (Adelaide), Marlene

political and legal dynamics affecting economic

Mazel (Israel, Ministry of Justice), Professor Geoffrey

relations, security challenges and maritime governance

Corn (South Texas), Professor Charlie Dunlap (Duke).

in the region.

The event is held in collaboration with the European

보다 자세한 내용은

Centre of Excellence for Countering Hybrid Threats,

https://www.chathamhouse.org/event/security-a

the Geneva Centre for Security Policy and the Lieber

nd-prosperity-asia-pacific-role-international-law
를 참조.

Institute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Academy.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legalresilience.co.uk/를 참조.

○ Call for Papers: Protecting Community Interests
under International Law – Challenges and
Prospects for the 21st Century

○ ASIL Roundtable on New Perspectives in
International Legal Theory

The Norwegian Centre for Human Rights (NCHR)

The ASIL International Legal Theory Interest

is organizing a one-day conference, taking place in

Group will use its business meeting at the ASIL

Oslo on Monday, 3 June 2019. This conference aims

Annual Meeting (27, 30 March 2019) to hold a

at providing insights on the role and function of

roundtable on “New Perspectives in International

international law in a framework of increased global

Legal Theory.” The roundtable will provide an

governance by focusing on how ‘community interests’

opportunity for three scholars to present and receive

are articulated and protected and global public goods are

feedback on unpublished papers addressing topics

provided. The deadline for the submission of abstracts

related to international legal theory. Other Interest

and scholarship applications is 15 March 2019.

Group members will be invited to read the selected

보다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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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brant discussion. Scholars wishing to participate

Santiago, on 1 – 3 July 2019. This will be the sixth

should submit a one-page abstract to the Interest

Annual Conference of ICON·S, following the five

Group’s chair, Evan Criddle (ejcriddle@wm.edu),

Annual Conferences which have been overwhelmingly

by 25 February 2019. With the abstract submission,

successful. ICON·S now invites panel and paper

applicants should include their contact information,

submissions for the 2019 Annual Conference on

professional title, institutional affiliation, and number

“Public Law in Times of Change?”. All submissions

of years teaching in the academy. Preference will be

must be made through the ICON·S website by 9

given to scholars who have been teaching at an

March 2019.

academic institution in the United States for seven

보다 자세한 내용은

years or fewer, but all submissions are welcome.

https://www.icon-society.org/2019-conference/

Successful applicants must commit to deliver their

call_2019/를 참조.

draft paper for circulation to the Interest Group no
later than 10 March 2019.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sil.org/annualmeeting를 참조.

○ Association of Human Rights Institutions
Annual Research Conference on Human Rights.
On 6–7 September 2019 the Center for Human
Rights of the University of Potsdam, Germany, will

○ 2019 Chilean Conference on Antarctic Law
The 2019 Chilean Conference on Antarctic Law

host the annual research conference on human rights

will be held on 28 March 2019. This will be the first

Institutions (AHRI), consisting of more than 60

time that such an academic meeting is organized in

research institutions in the field. On the occasion of

Chile. Prof Julia Jabour (Australia) and Prof Akiho

the 70th anniversary of the Geneva Conventions of

Shibata (Japan) will be two of the keynote speakers.

1949, it will focus o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conference will be inaugurated by the Rector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the Universidad de Chile, Prof Dr. Ennio Vivaldi

humanitarian law. The Call for Papers for the con-

(who has been an Antarctic researcher and a member

ference entitled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of SCAR for several years), and the Chilean Antarctic

Humanitarian Law: Challenges Ahead”, inviting

Directorat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s well as

presentations not only covering legal perspectives,

scholars from different Chilean universities, have

can be found here:

confirmed their participation. Two panels will be
run specifically for early-career researchers.

organized by the Association of Human Rights

https://www.uni-potsdam.de/de/ahri2019/thema
2/call-for-papers.html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derecho.uchile.cl/agenda/151451/jo
rnadas-chilenas-de-derecho-antartico를 참조.

○ Leicester Law School Conference: Migrants’
Rights at a Crossroads
Leicester Law School is holding a conference on

○ ICON-S 2019 Annual Conference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Public Law is pleased

22 March entitled “Migrants’ Rights at a Crossroads:

to announce that its 2019 Annual Conference will be

on Migration and the SDGs 2030 to forge a new path

held at the Pontifical Catholic University of Chile in

for the protection of migrants’ rights”. Generously

Seizing the Moment (um) of the UN Global Co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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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ed by the Modern Law Review, the con-

at the Irish Centre for Human Rights at the National

ference brings together experts from international

University of Ireland Galway. This is the premier

institutions and academia to discuss the prospects

summer school specialising on the International

for migrants’ rights protection in light of the UN

Criminal Court, in which delegates participate in a

Global Compact on Migration and the SDGs 2030.

series of intensive lectures by leading academics and

보다 자세한 내용은

professionals working at the Court. The organisers

https://shop.le.ac.uk/product-catalogue/events-a

are pleased to announce that a number of scholarships

t-leicester/leicester-law-school/migrants-rights-at-

are available, covering both the registration fee and

a-crossroads를 참조.

accommodation. The closing date for scholarship
applications is 1 March 2019. Registration for the

<국제학술아카데미>

ICC Summer School will open in late February with
an early bird registration fee of €400 is available for

○ International Cultural Heritage Law Summer
School 2019
The summer school, from 17 – 28 June 2019, is
organized by the Art-Law Centre and the UNESCO
Chair in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Protection of

delegates who register before 1 April 2019. The
closing date for registrations is 1 June 2019.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conference.ie/Conferences/index.asp?Con
ference=591를 참조.

Cultural Heritage of the University of Geneva, in
of Law. The summer school aims to develop the

○ Summer School on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

students’ awareness and general understanding of

The Chair for European Law, Public International

the main substantive themes of international cultural

Law and Public Law (University of Leipzig) is

heritage law, namely: the trade in cultural objects;

pleased to announce its first edition of the Summer

the restitution of stolen or looted artworks; the

School on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which will be held at the University of Leipzig,

conflict; the protection of the built heritage from

Germany, from 1–7 September 2019. It welcomes

natural and human-induced disasters; the safeguarding

students and professionals from all over the world to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of the diversity

analyse and discuss with scholars, practitioners and

of cultural expressions.

the judiciary alike current developments and recent

collaboration with the University of Miami School

보다 자세한 내용은

judicial decisions in order to impart a profound

https://www.unige.ch/genevasummerschools/in

knowledge 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under

dex.php?cID=202를 참조.

the application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Particular focus will be put on

○ 20th Summer School o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procedural and practice-oriented questions.
보다 자세한 내용은

The 20th Summer School on the International

https://europarecht.jura.uni-leipzig.de/downloa

Criminal Court takes place from 24 – 28 June 2019

d/0/0/1864042771/6bbbcae7318cce70436394c7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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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f0741fe9dfe/fileadmin/europarecht.jura.uni-lei

Criminal Court,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pzig.de/uploads/bilder/Announcement_Summer_S

Special Rapporteurs of United Nations, members of

chool.pdf를 참조.

the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experts from prominent NGO’s and professors from

○ iCourts Summer School, PhD Summer School.
iCourts–Centre of Excellence for International
Courts, University of Copenhagen and PluriCourts
will host their 7th PhD Summer School 17 – 21 June

all over the world.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wcl.american.edu/impact/initiative
s-programs/hracademy/를 참조.

2019. The PhD Summer School is a high-level
Summer School for PhD students working on inter-

<국제법 관련 강의 및 기타 안내>

national courts in their social and political context.
Are you willing to present your work and to share
your intellectual curiosity with others this is the
place for you? You will exchange and confront the

○ Call for Papers: The Legitimacy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and Arbitration in Protecting
Human Rights

thoughts of your thesis with people from around the

LEGINVEST and PluriCourts, in collaboration

world with different backgrounds, while being guided

with Monash University and the Minerva Center for

by expert researchers and professors. Deadline for

Human Rights at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application is 1 February 2019.

are organizing an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보다 자세한 내용은

legitimacy and increasingly important role for inter-

https://jura.ku.dk/icourts/calendar/2019/summer

national investment law and arbitration in the pro-

-school-2019/를 참조.

tec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4–5 September
2019 in Oslo). This workshop/symposium invites

○ Call for Applications – 2019 Program of
Advanced Studies on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papers from a wide array of perspectives and disciplines, focusing on the questions of synergetic linkages
between investment law and human rights law and

The Academy on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how that can be achieved. Comparative, empirical

Law is happy to announce its call for applications to

and cross-disciplinary work is especially welcome.

the 2019 Program of Advanced Studies on Human

Deadline for submitting an abstract is 1 March 2019.

Rights and Humanitarian Law, taking place from

보다 자세한 내용은

May 28 – June 14. This annual Program offers 18

https://www.jus.uio.no/pluricourts/english/proje

courses in English and Spanish, lectured by over 40

cts/leginvest/news/2019.01.17.-cfp-hr-and-invest

scholars of relevance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ment.pdf를 참조.

and Humanitarian Law, and gathers more than 125
participants from over 25 different countries and

○ Frankfurt Investment Law Workshop 2019:

with different levels of professional experience.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in the Age of

Academy on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Digitalization’

provides through this Program the unique opportunity

For many years, the annual Frankfurt Investment

to learn and interact with judges of the International

Law Workshop has been a forum to discuss funda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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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op, held on 8–9 March 2019, addresses the

○ Call for Applications: Manchester International
Law Centre

challenge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and sub-

The Manchester International Law Centre (MILC)

stantive investment protection face in light of in-

is holding its first Emerging Scholars Workshop

creasing digitalization.

on 25 June 2019 in Manchester. The aim of the

보다 자세한 내용은

Workshop is to bring together a carefully selected

https://www.jura.uni-frankfurt.de/75932307/FI

group of eight doctoral students. During the workshop,

mental challenges to investment law. This year’s

LW_2019_Program.pdf를 참조.

the participants will receive tailored feedback on
their research project through closed roundtable

○ International Workshop on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Relation to Armed
Conflict―Beyond the ILC”

discussions with Jean d’Aspremont, Iain Scobbie
and John Haskell. In addition to the roundtable
discussions, the event will also include sessions on

On 7–8 March 2019, an international workshop

publishing in international law and how to prepare

on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Relation

for a job interview and compose postdoc applications.

to Armed Conflict – Beyond the ILC” will be held at

Applicants are expected to be at an advanced stage

the Faculty of Law of the University of Hamburg,

of their PhD studies and must be focusing their

Germany. Several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Law

doctoral research on a question related to international

Commission as well as scholars and practitioners

law, international legal practice, and/or international

will give presentations. A Call for Engaged Listeners

legal theory.

has been published (Deadline: 30 January 2019,

보다 자세한 내용은

submit your application to Anne Dienelt: anne.dienelt

https://www.law.manchester.ac.uk/milc/connect

@uni-hamburg.de). The purpose of this workshop

/events/를 참조.

is to review the work of the ILC on this topic in order
to assess and address issues that have not dealt with
yet. Since 2011, the ILC has dealt with the topic

○ Call for Papers: EUI Doctoral Forum on
International Law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Relation to

The Law Department of the European University

Armed Conflicts”. So far, it has adopted 18 draft

Institute (EUI) is is hosting an intensive one-day

principles which address questions of environmental

Doctoral Forum on international law, taking place in

protection in the three phases of armed conflict:

Florence on 10 June 2019, and sponsored by the

before, during and after. The Commission intends to

Europ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The Forum

bring the work on the topic to conclusion in a first

allows PhD candidates to present their research and

reading in 2019.

receive feedback from peers and EUI faculty members.

보다 자세한 내용은

Scholarships to contribute to travel expenses are

https://www.jura.uni-hamburg.de/die-fakultaet/

available.

aktuelle-meldungen/veranstaltungen/veranstaltung

보다 자세한 내용은

suebersicht.html?event=25906를 참조.

https://www.eui.eu/events/detail?eventid=1579
48를 참조.

20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9, Vol.18, No.1 (통권 제52호)

| 유엔 국제법 시청각 도서관 강의시리즈 |

유엔국제법시청각도서관(Audiovisual Library
of International Law)의 ｢강의시리즈｣(the Lecture

 $%&

'  ()*+,-*%.

 /  01 2 '  

Series)는 다양한 지역, 법체계, 문화 및 특정 법 분야
를 대표하는 학자와 실무가들의 강의를 제공하며,

• Derechos humanos e internet: Estándares internacionales

거의 모든 국제법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강의 및 관련 자료는 강사의 개인 의견이 포함될 수

by Mr. Eduardo Bertoni (Director de la Agencia

있으며, 유엔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강의시리

de Acceso a la Información Pública, Argentina /

즈｣의 모든 강의는 유엔 국제법 시청각 도서관홈페이

Profesor en la Universidad de Buenos Aires y la

지(http://legal.un.org/avl/intro/welcome_avl.html)

Universidad de Nueva York)

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호에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 사이
에 새롭게 발표된 강의를 소개합니다.
 



by Ms. Elizabeth Salmón (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and Executive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Pontifical Catholic
University of Peru Chairperson of the United Nations

• Lex Ferenda in International Law
by Mr. Ki-Gab Park (Professor, School of Law,
Korea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 Member,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Law
by Mr. Michael Scharf (Dean and Professor of
Law Director of the Frederick K. Cox International
Law Center/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School
of Law)

 789

2 2 

• Antártica ante el Derecho Internacional
by Ms. María Teresa Infante Caffi (Professor

 34:;'   <   =
<   =

@9

>?:;

2 "



• La Organización de los Estados Americanos:
Algunos Temas Actuales
by Mr. Jean Michel Arrighi (Secretary for Legal

#

 

• Inmunidad del Estado y Derechos Humanos
by Mr. Carlos Espósito (Catedrático de Derecho
Internacional Público, Universidad Autónoma de
Madrid)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University of Chile

• Accelerated Formation of Customary International

 !"

1 6 2 / 
• Sistema Interamericano de Derechos Humanos

  

 

'  34*5'   

Affair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A+ABCD

   0

1 2 0 ABB




 

 E 2 

• La Corte Penal Internacional a Veinte Años de su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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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ción: Consolidación o Decadencia?
by Ms. Silvia Fernández de Gurmendi (Former

 F  0 G BHIC




  @E 2 JE

Presid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Obligations and Rights Erga Omnes in the case A+ABCD

   0

1 2 0 AB




 

  

law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by Ms. Patrícia Galvão Teles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 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Autonomous University of Lisbon /

• Interpreting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by Ms. Leila Nadya Sadat (James Carr Professor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and Director Whitney
R. Harris World Law Institute,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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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ior Legal Consultant at the Department of Legal
Affairs, Portugu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국제법 관련 유엔 향후 일정표 |

이번 호에는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유엔의 주요 일정과 향후 지속 또는 개최 예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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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
• Commission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Fifty-second session, New York, 1-5 April.
•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Legal Subcommittee, Fifty-eighth session, Vienna, 1-12
April.
• Committee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Thirtieth
session, Geneva, 1-12 Apr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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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xth session, Geneva, 1-5 April.
• UNCITRAL, Working Group III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Reform), Thirty-seventh session, New
York, 1-5 April.
• United Nations Voluntary Fund for Victims of Torture, Board of Trustees, Forty-ninth session, Geneva, 1-5
April.
• UPU, Postal Operations Council, Bern, 1-5 April.
• UNESCO, Executive Board, 206th session, Paris, 3-17 April.
• Committee on the Exercise of the Inalienable Rights of the Palestinian People, United Nations Forum on the
Question of Palestine, New York, 4 April.
• Ad Hoc Committee of the Human Rights Council on the Elaboration of Complementary Standards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Eleventh session,
Geneva, 8-18 April.
• Committee of Experts on Public Administration, Eighteenth session, New York, 8-12 April.
•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Sixteenth session, Geneva, 8-18 April.
•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re-sessional working group, Eleventh session,
Geneva, 8-11 April.
• Disarmament Commission, Annual session, New York, 8-29 April.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Youth forum, New York, 8-9 April.
• FAO, Council, 161st session, Rome, 8-12 April.
•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to consider the role of verification in advancing nuclear disarmament, Third
session, Geneva, 8-12 April.
• UNCITRAL, Working Group IV (Electronic Commerce), Fifty-eighth session, New York, 8-12 April.
• UPU, Council of Administration, Bern, 8-12 April.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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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ittee for the United Nations Population Award, Second regular meeting, New York, 9 April.
• ECE, Sixty-eighth session, Geneva, 9-10 April.
• Regional Preparatory Meetings for the United Nations Congress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Africa Regional Preparatory Meeting for the Fourteenth United Nations Congress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Addis Ababa, 9-11 April.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Partnership forum, New York, 11 April.
• Annual meetings of the Boards of Governors of the World Bank Group and IMF, Spring meetings,
Washington D.C., 12-14 April.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Annual Economic and Social Council forum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follow-up including the special high-level meetings of the Council with the World Bank, IM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UNCTAD, New York, 15-18 April.
•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to review the operation and further development of the Register of
Conventional Arms, Second session, New York, 15-18 April.
• ICAO, Committee Phase, 217th session, Montreal, 15 April-3 May.
•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 Tenth session, New York, 15-18 April.
• Committee for Programme and Coordination, Organizational meeting, New York, 18 April.
• Permanent Forum on Indigenous Issues, Eighteenth session, New York, 22 April-3 May.
• Committee against Torture, Sixty sixth session, Geneva, 23 April-17 May.
• Committee of Expert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ax Matters, Eighteenth session, New York, 23-26
April.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Ninety-eighth session, Geneva, 23 April-10 May.
• Regional Preparatory Meetings for the United Nations Congress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European Regional Preparatory Meeting for the Fourteenth United Nations Congress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To be confirmed) Sounion, Greece, 23-25 April.
• Committee on Conferences, Organizational session (1 meeting), New York, 24 April.
•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Eighty-fourth session, Geneva, 24 April-3
May.
• Assembly of States Parties to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Budget and Finance
Committee, 32nd session, The Hague, 29 April-3 May.
• Committee on Information, Forty-first session, New York, 29 April-10 May.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Special meeting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to conside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ax matters, New York, 29 April.
• Human Rights Council, open-ended Working Group on the Right to Development, Twentieth session,
Geneva, 29 April-3 May.
• Independent Audit Advisory Committee, Forty-sixth session, New York, 29 April-1 May.
•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Seventy-first session, first part, Geneva, 29 April-7 June.
•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2020 Review Conference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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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Third session, New York, 29 April-10 May.
• United Nations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 First session, New York, 29 April-3 May.
• United Nations Staff Pension Committee (1 meeting), New York, April/May.
• United Nations System Chief Executives Board for Coordination, First regular session (to be confirmed),
Venue to be determined, April.

2019년 5월
• IFAD, Executive Board, 126th session, Rome, 2-3 May.
•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Thirty-third session, Geneva,
6-17 May.
• IAEA, Board of Governors, Programme and Budget Committee, Vienna, 6-10 May.
•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 125th session, Vienna, 6-17 May.
• United Nations Forum on Forests, Fourteenth session, New York, 6-10 May.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lection to fill vacancies in subsidiary bodies of the Council and related
bodies, New York, 7 May.
• Advisory Committee on Administrative and Budgetary Questions, Spring session, New York, 13 May-2
August.
• Advisory Committee on Administrative and Budgetary Questions, Spring session, New York, 13 May-2
August.
• Commission on Science and Technology for Development, Twenty-second session, Geneva, 13-17 May.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Eighty-first session, Geneva, 13-31 May.
• Conference on Disarmament, Second part, Geneva, 13 May-28 June.
•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118th session,
Geneva, 13-22 May.
•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Twenty-third session, Geneva, 13-17 May.
• Preparatory Commission for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Organization, Advisory Group,
Fifty-second session, Vienna, 13-17 May.
• UNCITRAL, Working Group VI (Judicial Sale of Ships), Thirty-fifth session, New York, 13-17 May.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Multi-stakeholder forum o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New York, 14-15 May.
• UNIDO, Programme and Budget Committee, Thirty-fifth session, Vienna, 14-16 May.
• Committee o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Resumed session, New York, 16-24 May.
•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Twenty-eighth session, Vienna, 20-24 May.
• 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to elaborate the content of an international regulatory
framework on the regulation, monitoring and oversight of the activities of private military and security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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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ies, First session, Geneva, 20-24 May.
• WHO, World Health Assembly, Seventy-second session, Geneva, 20-28 May.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perational activities for development segment, New York, 21-23 May.
• ICAO, Council Phase, 217th session, Montreal, 21 May-21 June.
• Conference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Implementation
Review Group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Tenth session, Vienna, 27-29 May.
• ESCAP, Seventy-fifth session, Bangkok, 27-31 May.
• Preparatory Commission for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Organization, Working Group
A and informal/expert meetings, Fifty-fifth session, Vienna, 27-29 May.
• UN-Habitat, Assembly, First session, Nairobi, 27-31 May.
• UNCITRAL, Working Group V (Insolvency Law), Fifty-fifth session, New York, 28-31 May.
• Conference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Asset Recovery, Thirteenth meeting, Vienna, 29-30 May.
• WHO, Executive Board, 145th session, Geneva, 29-30 May.
• Executive Board of UNDP/ UNFPA/UNOPS, Annual session, New York, 30 May-7 June.
• Conference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open-ended
intergovernmental expert meetings to enhance international cooperation, Eighth session, Vienna, 31 May.
• Executive Boards of UNDP/UNFPA/UNOPS, UNICEF, WFP and UN-Women, Joint meeting of the
Executive Boards, New York, 31 May.
• General Assembly, Fifth Committee, Second part of the resumed session (4 weeks), New York, May.
• Investments Committee, 241st meeting, New York, May.
• Special Committee on the Situation with regar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Declaration on the Granting
of Independence to Colonial Countries and Peoples, Regional seminar to review the situation in
Non-Self-Governing Territories under the Third International Decade for the Eradication of Colonialism (3
days), Venue to be determined, May.

2019년 6월
• Committee for Programme and Coordination, Fifty-ninth session, New York, 3-28 June.
• Committee on Contributions, Seventy-ninth session, New York, 3-21 June.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pre-sessional working group, Eighty-third session, Geneva, 3-7 June.
• Open-ended Working Group on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 Organizational session, New York, 3-4 June.
• Committee o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Resumed session, New York, 4 June.
• WMO, World Meteorological Congress, Geneva, 5-14 June.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Management segment, New York, 6-7 June.
• IAEA, Board of Governors, Vienna, 10-14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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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 General Conference, 108th session, Geneva, 10-21 June.
• ITU, Council, 2019 session, Geneva, 10-20 June.
• Open-ended Informal Consultative Process on Oceans and the Law of the Sea, New York, 10-14 June.
• States parties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Ninth meeting, New York, 10 June.
• United Nations Joint Staff Pension Board, Committee of Actuaries, Geneva, 10-12 June.
• 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Sixty-sixth session, Vienna, 10-14
June.
• WFP, Executive Board, Annual session, Rome, 10-14 June.
• Conference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welfth
session, New York, 11-13 June.
•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the issue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law and in practice,
Twenty-fifth session, Geneva, 11-14 June.
• UNICEF, Executive Board, Annual session, New York, 11-14 June.
•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Sixty-second session, Vienna, 12-21 June.
• UNWTO, Executive Council, 110th session, Baku, 16-18 June.
• Committee against Torture, Subcommittee on Prevention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hirty-eighth session, Geneva, 17-21 June.
•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to review the operation and further development of the Register of
Conventional Arms, Third session, Geneva, 17-21 June.
•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Situations, Twenty-fourth session, Geneva, 17-21 June.
• Meetings of the special rapporteurs, special representatives, independent experts and chairs of the working
group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Twenty-sixth session, Geneva, 17-21 June.
• Preparatory Commission for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Organization, Fifty-second
session, Vienna, 17-18 June.
• Special Committee on the Situation with regar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Declaration on the Granting
of Independence to Colonial Countries and Peoples, Resumed session, New York, 17-28 June.
• States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wenty-ninth meeting, New York,
17-19 June.
• UNFCCC, meetings of subsidiary bodie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Forty-ninth
session, Bonn, Germany, 17-28 June.
• WMO, Executive Council, Seventy-first session, Geneva, 17-19 June.
• UN-Women, Executive Board, Annual session, New York, 18-20 June.
• UNEP,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146th meeting, Nairobi, 18 June.
• States parties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Twenty-eighth meeting, New York, 21 June.
• FAO, Conference, Forty-first session, Rome, 22-29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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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 Governing Body and its committees, 336th session, Geneva, 22 June.
• Ad Hoc Committee of the General Assembly for the Announcement of Voluntary Contributions to the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 New York, 24 June.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Humanitarian affairs segment, Geneva, 24-26 June.
• Human Rights Committee, pre-sessional Working Group on Communications, 126th session, Geneva,
24-28 June.
• Human Rights Council, Forty-first session, Geneva, 24 June-12 July
• Meeting of the Chairs of the human rights treaty bodies, Thirty-first session, New York, 24-28 June.
• UNCTAD, Trade and Development Board, Sixty-sixth session, Geneva, 24 June-5 July
• States parties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Fifth meeting, New York, 25 June.
• Advisory Board on Disarmament Matters, Seventy-second session, New York, 26-28 June.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orking Group on Communications
under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Forty-fourth session, Geneva, 26-28 June.
• Committee on the Exercise of the Inalienable Rights of the Palestinian Peopl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Question of Jerusalem, Geneva, 27-28 June.
• High-level Committee on South-South Cooperation, Twentieth session, New York,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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