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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4분기 발효된 양자간 조약

I. 2019년도 2/4 분기 신규 발효조약
목록

정부 간의 2019년∼2020년 대외경제협력기
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 2019년도 4-6월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양자
조약 중 발효된 조약은 다음과 같음.

간의 2018∼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에 관한 기본약정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

-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공화국 정부간의 투

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종료

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방위비분담특별협정)

II. 조약별 개관

-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대외경제
협력기금차관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간의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대한민국 협력연락사
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
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부탄왕국 정부 간의 한국해
외봉사단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경제협력
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문화와 인문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
국 정부 간의 문화, 예술, 교육, 청소년 및 체
육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방위비분담
특별협정)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9년 3월 8일 서울에서
서명
- 발효일: 2019년 4월 5일 (조약 제2412호)
- 관보게재일: 2018년 4월 11일
• 주요내용
-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
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지원분은 인건비 분
담, 군수비용 분담 및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건
설 항목으로 구성됨

◦ 고시류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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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체결 동향

2.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
금 차관에 관한 협정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9년 1월 31일 서울에서
서명
- 발효일: 2019년 5월 1일 (조약 제2413호)
- 관보게재일: 2019년 5월 9일
• 주요내용
- 대한민국 정부는 체약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
라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조지아 정부 또
는 그 지정기관에 차관을 공여함
- 조지아 정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국
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하며,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얻을 수 있
도록 지원함
3.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간의 국제
연합식량농업기구 대한민국협력연락사무소 설립
에 관한 협정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9년 3월 18일 로마에서
서명
- 발효일: 2019년 5월 9일 (조약 제2414호)
- 관보게재일: 2019년 5월 17일
• 주요내용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대한민국협력연락사무소
는 기아 퇴치, 농업생산성 향상, 농산어촌 지역
사회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 내 협력 강화를
통하여 세계 식량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대한민국협력연락사무소를 통하여 행위하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는 법인격과 법적 능력
을 가지며, 계약 체결, 동산 및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법적 소송절차 개시 능력을 가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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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9년 4월 17일 아시가바
트에서 서명
- 발효일: 2019년 5월 17일 (조약 제2415호)
- 관보게재일: 2019년 5월 20일
• 주요내용
-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공무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국민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사증 없이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
간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함
5. 대한민국 정부와 부탄왕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
단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 일반사항
- 각서교환일자 및 장소: 2019년 2월 27일 /
2019년 4월 1일 다카/팀푸에서 교환
- 발효일: 2019년 5월 1일 (조약 제2416호)
- 관보게재일: 2019년 5월 20일
• 주요내용
- 대한민국 정부는 부탄왕국에 해외봉사단을 파
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예산의 범
위에서 해외봉사단에 국제여비, 월 생계비, 물
자 및 의료보급품을 지급함
- 부탄왕국 정부는 해외봉사단이 임무를 수행하
는 동안 해외봉사단의 안전 및 보호를 보장하
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함
6.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
한 협정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9년 3월 11일 서울에서

▶▶▶ 2019년 2/4분기 발효된 양자간 조약

서명
- 발효일: 2019년 5월 24일 (조약 제2417호)

- 발효일: 2019년 6월 15일 (조약 제2419호)
- 관보게재일: 2019년 6월 20일

- 관보게재일: 2019년 5월 29일
• 주요내용
• 주요내용

- 당사자들은 상대국 문화에 대한 보다 나은 이

- 당사자는 국내 법령과 국제법상의 규칙과 원

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적 및 지적 교류를

칙에 따라 양국의 경제 협력을 증진하고 발전

증진하고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와 관련

시키며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함

된 공통 관심 사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협력함

- 당사자는 투자, 무역, 관광 및 그 밖의 양국의

- 당사자들은 대학, 연구소 및 교육 기관 간 직

상호 관심 분야에서 공동사업의 추진 가능성

접적인 협력을 장려하며, 학위 등의 상호 인정

을 모색하고 상호 간 인적 교류를 장려하는 등

을 위한 방법과 조건을 검토함

양자 협력을 증진함
7.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문화와
인문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9년 4월 17일 아시가바

III. 고시류 조약
1.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19년∼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트에서 서명
- 발효일: 2019년 5월 17일 (조약 제2418호)
- 관보게재일: 2019년 6월 5일

- 서명일자 및 장소: 2019년 4월 16일 아디스아
바바에서 서명
- 발효일: 2019년 4월 16일 (고시 제916호)

• 주요내용

- 관보게재일: 2019년 5월 1일

- 당사자는 문화, 예술, 언론, 관광, 교육 및 체육 분
야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상호 협력을 증진함
- 당사자는 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
를 설립하고,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경우 양국의 관련된 정
부 부처가 마련한 이행계획을 검토하고 승인
할 수 있도록 함
8.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
부 간의 문화, 예술, 교육, 청소년 및 체육 분야 협력
에 관한 협정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7년 11월 29일 서울에
서 서명

2.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2018~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
본약정
- 서명일자 및 장소: 2019년 4월 24일 이슬라마
바드에서 서명
- 발효일: 2019년 4월 24일 (고시 제917호)
- 관보게재일: 2019년 5월 15일
3.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종료
- 발효일: 2019년 6월 4일 (고시 제919호)
- 관보게재일: 2019년 6월 5일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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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회의 참관기

헤이그국제사법회의 ‘민사･상사 사건의 외국판결
승인･집행 협약’ 채택
김 현 (조약과 외무행정관)

I. 회의 개요

으로 외교부, 법무부, 성균관대, 대전지법, 인천지
법, 울산지법 등에서 참석하였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는 각 나라에서 적용
하는 국제사법의 점진적인 통일을 추구하는 정부

II. 핵심 내용

간 국제기구로서, 아동 보호, 가족과 혼인, 기업 분
쟁 등 개인의 삶과 기업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

협약의 핵심은 국제 상거래와 민사사건의 분쟁

는 협약을 성안하고 확산하는 업무를 주요 축으로

해결수단인 ‘판결(judgment)’을 국제적으로 유통

한다. 오늘날 국가 간 인적 교류와 상거래가 크게

(circulation)하는 것에 관한 통일된 국제규범을 마

증가함에 따라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역할도 확

련한 것이다. 이는 체약국의 판결이 다른 체약국

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에서 판결 본안에 대한 추가심리 없이 승인 또는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2019년 6월 18일~7월 2

집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서, 협약은 그러한 승인･

일간 헤이그 평화궁에서 제22차 외교회의를 열고

집행의 주요 요건으로서 피고인의 본원국(State of

｢민사 또는 상사 사건의 외국판결 승인과 집행에

origin) 거주 등을 제시하고, 궐석재판, 기망에 의한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재판 등 승인･집행이 거절되는 사유도 규정한다.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Civil or

회원국들은 다년에 걸친 논의에도 지적재산권,

Commercial Matters; 이하 외국판결 승인･집행 협약)

공정거래(반독점 또는 경쟁) 등 경제적 득실이 걸

을 채택하였다. 외국판결 승인･집행 협약은 1992

린 민감한 조항에 대하여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

년 논의가 시작되어 그간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데, 이러한 쟁점 조항들은 협약이 성안될 수 있도

주력사업으로 추진되어온 사업으로, 이번 협약 채

록 하자는 취지에서 최종 회의에서 삭제하거나, 협

택은 국제사법의 발전 과정에서 큰 획을 그은 것으

약의 적용 범위에서 전면 배제, 또는 일정한 예외

로 평가된다.

를 두고 배제하는 방향으로 합의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크리스토프 베르나스코니 사무

나아가, 협약은 각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가입을

총장(스위스 출신), 데이비드 고다르드 HCCH 특

촉진하는 차원에서 체약국에 여러 재량권을 부여

별위원회 의장(뉴질랜드 변호사; 회의 의장 수임),

하고 있다. 특정 조항에 대하여 적용을 배제하는

HCCH 회원국 83개국(EU 포함) 및 옵서버 대표단

선언(declaration)을 할 수 있고, 특정 국가에 대하

등 총 2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우리 정부 대표단

여 협약 관계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

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9, Vol.18, No.3 (통권 제54호)

>> 

III. 상세 내용

 

   

• 군사활동, 법집행활동

군사활동과 법 집행활동도 협약 적용 배제 대상
  





  

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이스라엘과 함께 군사활동
과 법 집행활동을 협약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하는

협약은 조세, 관세, 행정 사건을 제외한 민사 및
상사 사건에 적용되고, 체약국의 판결은 다른 체약

안을 제시하였고, 이번 회의에서 총의를 얻어 최종
문안에 반영되었다.

국에서 판결 본안에 대한 추가심리 없이 승인･집
행되어야 한다. 또한, 판결은 본원국(State of origin)
에서 효력이 있고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만 다른
체약국에서 승인･집행될 수 있다.

• 반독점(경쟁) 사안

반독점 사안은 협약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되,
가격 지정, 입찰 담합, 생산 제한 및 쿼터 설정, 시
장 분할 행위로서 본원국에서 실시되고 본원국 시

       

장에 대하여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는 예외로 하였
다. 즉, 본원국 영역 내에서 발생하고 효력이 미치

• 지식재산권

는 반독점 사안은 협약이 적용될 수 있다.

그간 회원국들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우리

우리나라는 반독점 사건을 배제한 2005년 헤이

나라의 특허청과 같은 행정청 또는 준사법기관의

그 재판관할합의협약(The Hague Choice of Court

판단을 승인･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긴

Convention)과의 일관성, 각국의 경제정책 존중,

논쟁을 벌였고, 지식재산권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

이 분야의 조약 선례 없음 등을 근거로 반독점 사

할지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안의 완전 배제를 주장하였으나, 미국, EU, 일본

달렸다. 그 결과 이번 최종 회의에서는 △외국의

등이 일정한 범위 내 반독점 적용을 제시하였고,

지식재산권 관련 판결의 승인･집행은 사실상 외국

중국이 이에 합의함으로써 상기 절충안이 도출되

지식재산권법을 역외 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고 총의를 얻어 통과되었다.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지식재산권 부여(등록) 및
분쟁 해결 과정에서 헤게모니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지식재산권 분야 외국판결 승인･집
행 협약의 전례가 드물어 세부규정에 대해 합의하
기 어려운 점 등 여러 난제가 있음을 감안하여, 지
식재산권 사안 자체를 협약에서 전면 배제하기로
합의하였다.
• 명예 훼손과 사생활 침해

• 국가 채무 조정

아르헨티나의 제안에 따라, 국가의 일방적 조치
에 따른 국가 채무 조정 사안도 협약 적용 범위에
서 배제된다.


!" #$ %& '( )

부동산 물권(rights in rem)에 관한 판결은 동 부

명예 훼손과 함께 사생활 침해(프라이버시) 사

동산이 소재한 국가에 전속관할이 부여된다. 우리

안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협

민사소송법 및 국제사법의 해석상 부동산 물권에

약 적용 범위에서 배제하자는 논의가 지속되어 왔

관한 소의 전속관할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다소 불

다. 계약상의 사생활 침해는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

분명하나, 부동산 물권의 전속관할을 인정하는 국

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전면 배제하

제적 추세에 따라 동 전속관할을 인정하는 국제사

기로 합의하였다.

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국제사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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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회의 참관기

법 개정안 제10조 제1항 제3호).
 *+,- ./･01 23 4 5

5 @A B 'C 
외국판결 승인･집행 협약이 다른 국제사법 협약
과 충돌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동 협약 이전에 체

체약국이 외국판결을 승인･거절할 수 있는 사유

결된 협약 뿐 아니라 이후에 체결된 협약도 동 협

로서 △궐석재판 △기망에 의한 재판 △자국의 공

약에 우선한다. 협약의 기준 시점은 다자조약의 관

서(public policy)에 반하는 경우 △이미 자국 법원

행에 따라 ‘발효(entry into force)’가 아닌 ‘체결

에서 같은 당사자 간 소송이 제기되어 상이한 판결

(conclusion)’로 하였다.

이 내려진 경우가 규정되었다.
D EF D
6 78 9 
협약의 발효를 위해 두 국가의 비준서 기탁이
차별 금지 원칙에 따라, 법원은 외국판결의 집
행을 요청한 당사자에게 외국 국적이거나 비거주

필요하며, 발효일은 두 번째 국가의 비준서 기탁
후 12개월이 지난 다음 달 첫째 날이다.

자라는 이유만으로 담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

? GH I  'C

/ ?

소와 영업소를 두지 않은 경우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민사소송법과 상충한다는 지

협약 초안에는 없었으나, 최종 회의에서 회원국

적도 있으나, 동 협약 조항에 대한 적용 배제 선언

들은 주권 존중 차원에서 양자 간 협약관계를 부인

이 가능하며, 향후 국내법의 해석을 변경할 수 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체약국은 신규 가입국에 대

고 개정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많다.

하여 양자 간 협약 관계를 거부할 수 있으며(신규
가입국의 비준서 기탁 후 12개월 내), 신규 가입국

)   ': ,- ;<   => ?

도 기존 체약국에 대하여 동 기간 내에 양자 협약
관계를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협약 관계를 거부

협약은 원칙적으로 판결의 당사자가 국가(정부,

하는 통보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정부 기관, 그 밖에 국가를 대행하는 자연인을 포

동 조항의 제안국인 미국, 일본 등은 당초 ‘at

함)라는 이유만으로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

any time’ 문구를 추가하여 기존 체약국 간에도

나(제2조 제4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민･상사

‘언제든지’ 협약 관계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

분쟁 관련, △국가와 국가를 대행하는 개인 △정부

나, 우리나라, EU 등은 △이러한 문구가 조약상

기관과 정부기관을 대행하는 개인이 당사자인 판

선례가 없다는 점 △법적 확실성 저해 △협약의

결에 대하여 체약국의 협약 적용을 배제하는 선언

정치적 이용 가능성 등을 근거로 반대 의견을 표명

을 허용한다.

하여, 상기 절충안으로 합의되었다.

국유기업도 협약의 적용 범위에서 배제하는 선
언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중국, 러시아, 중남미 등
을 중심으로 제기되었으나, 제19조는 ‘자연인’이

IV. 관찰 및 평가

라고 규정하여 국유기업에 대한 선언은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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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22차 외교회의는 2007년 ‘아동양육 및

>> 

 

   

기타 가족부양의 국제적 청구에 관한 헤이그협약’

부과하는 동 협약의 특성상 각 회원국의 가입 여부

을 채택한 제21차 외교회의 이후 12년 만에 개최

는 아직 불투명하며, 가입 시 특정 조항에 대한 적

되어 외국판결 승인･집행 협약의 최종의정서를 채

용 배제를 선언하거나 양자 간 협약관계를 전면

택함으로써,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물론 국제사

부인할 수 있어 협약의 실익이 축소될 가능성도

법의 발전 과정에서 기념비적 성과물을 마련한 것

있다.

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특별위원회 협약 초안의 성

또한 국제 상거래와 민사사건 판결의 국제적 유

안 과정(2016-18)부터 우리 법제와의 조화 가능성,

통에 대한 통일된 규범을 마련함으로써 국경 간

국제사법의 발전 방향 등을 염두에 두고 적극 의견

인적 교류를 촉진하고 무역･투자를 증진할 수 있

을 개진하며 성안에 기여하였다. 향후 협약 가입을

을 것으로도 전망된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홍콩

검토하게 되면 국내법과의 조화 여부, 경제적 득

지역사무소는 9월 중 협약의 이해와 보급을 위한

실, 국제 사법 공조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면서 관

아시아 지역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에 통일된 규범을

계부처, 법원, 학계 및 변호사협회 등과 면밀한 협
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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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SUP 국제모의재판 국제전 참가기

2019 Philip C. Jessup International Law
Moot Court Competition 국제전을 다녀와서
김선후, 이준석, 이형미, 주나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기)

I. 개관

비서면과 유사한 형식인데, 목차, 관할권 진술(Statement of Jurisdiction), 제기된 문제 요약(Questions

저자들은 2019년 4월 1일부터 6일까지 워싱턴

Presented), 사실관계의 진술(Statement of Facts),

D.C.에서 열린 2019 Philip C. Jessup International

변론 요약(Summary of Pleadings), 변론(Pleadings),

Law Moot Court Competition(이하 “Jessup 대회”)

결론 및 청구취지(Conclusion/Prayer for Relief)로

의 국제전(White & Case International Rounds)에

구성된다.

참석하여 전 세계 각국에서 예선을 거쳐 국제전에

저자들은 2018년 9월에 문제가 나온 직후 각자

진출한 123개 팀과 국제법과 구두변론 실력을 겨

문제를 읽고 분석한 후, 모여서 쟁점을 정리하고

뤘다. Jessup 대회는 국제사법재판소(ICJ)를 모델

향후 진행 방향을 결정했다. 이번 문제에서 제시된

로 한, 올해로 60년째를 맞는 세계 최대 규모의 모

청구취지는 각 국가 책임, 국제환경법, 국제인권

의재판 대회로서 올해는 100개가 넘는 국가에서

법, 이익공유와 관련된 것으로, 특히 축적된 판례

680여 개의 학교가 출전했다.

나 학술적 논의가 적은 전통지식의 활용 및 이익공

한국을 대표하여 Jessup 대회 국제전에 참가할

유에 관한 네 번째 청구취지가 까다로웠다. 이처럼

수 있었던 기회는 저자들에게 큰 영광이었다. 2018

Jessup 대회는 매해 1~2개씩 당대에 화두로 떠오

년 9월 중순 Jessup 문제(Compromis)가 공개된 이

른 새로운 쟁점을 출제하기로 유명한데, 이는 기존

후 팀원들과 함께 각 12,000 단어에 달하는 제소･

논의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법학적 사고를 기르

피소 측 서면을 작성하고, 2019년 2월 8일에 개최

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주장의 법적 근거

된 국내전을 거쳐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전에

를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각국의 입법례, 판결례를

참가하기까지 힘든 순간들이 많았지만, 돌이켜보

확인해 나가며 국제관습법의 의미에 대해 고민할

면 그만큼 보람된 시간들이었다. 그 여정을 간략하

수 있었다.

게 소개하고자 한다.

이렇게 작성한 준비서면은 국제전에서 최종 순
위를 결정하는 점수의 1/3에 반영되고, 국제전에
서 준비서면상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구두변론 결

II. 서면 작성 과정

과와 무관하게 준비서면만으로 수상이 가능하다
는 점에서 중요하다. 저자들은 제소･피소 별로 각

Jessup 대회의 첫 관문은 제소･피소 측 준비서면

2개의 청구취지를 주필자로 작성하였으며, 저녁에

작성이다. 이 준비서면은 실제 ICJ에 제출하는 준

만나 각자 작성한 부분을 나머지 팀원들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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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고 팀원들이 지적한 문제점을 반영해 수정

III. 구두변론 준비 과정

해 나가는 형식으로 서면 작성을 진행하였다. 쟁점
별, 제소･피소 별로 만나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도

준비서면을 작성한 이후 Jessup 대회의 두 번째

틈틈이 가졌고, 모든 팀원의 합의가 필요한 쟁점의

관문인 구두변론을 준비했다. 구두변론은 크게 국

경우 네 명의 팀원이 반나절을 할애해 하나의 쟁점

내전과 국제전으로 나뉘는데, 국내전에서 소정의

을 살펴보기도 했다. 예를 들어, 국가책임의 경우

성과 이상을 거두어야만 국제전에 참가할 수 있다.

국가책임초안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일반적 보호

Jessup 대회 내부 규정으로는 국내전에 참가한 8

의무(obligation to protect) 중 어떠한 근거에 기초

개 팀 당 국제전에 1개의 팀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여 사기업의 행위와 국가 책임을 연결 지을지

되어 있는데, 2019년 2월에 열린 한국 국내전에는

문제되었는데 모두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모두

총 2개의 팀이 참여하였으므로 한국에서는 우승팀

함께 이 쟁점을 살펴본 적이 있다.

만 국제전에 참가할 수 있었다.

서면 작성 과정에서 팀원들 간 소통이 원활히

Jessup 대회의 구두변론 형식은 국내전과 국제

이루어진 점은 이후 구두변론을 준비할 때 도움이

전이 같은데, 제소측 변론, 피소측 변론, 제소측 반

되었다. Jessup 대회 웹페이지에 공개된 지난 대회

론, 피소측 재반론으로 구성된다. 각 측에 할당된

의 우수 서면들은 좋은 참고가 되었고, 이를 살펴

시간은 총 45분인데, 보통은 반론･재반론에 2~3분

보며 준비서면에는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하

정도의 시간만을 배당하므로 변론은 약 40분 정도

거나 긴 문장을 사용하기보다는 짧은 문장들을 쌓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한 변론자는 강단에서 약

아서 간결하고 탄탄한 논리를 만들어야겠다고 다

21분~22분 정도 동안 구두변론을 진행한다. 긴 시

짐했다. 각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데에 약 200개의

간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변론 과정 중간에

각주를 달았는데, 준비서면에 각주의 내용을 정확

재판관의 질문도 허용되므로 연습을 진행하면서

하고 함축적으로 담기 위해 오히려 참고자료를 여

20여 분의 시간은 모든 청구취지와 필수적인 쟁점

러 번 읽어야 했다는 점이 가장 힘들었다.

만을 다루기에도 부족한 시간임을 느낄 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가장 아쉬운 점은 서면을 완성한 후

체감상 준비서면 내용의 약 25% 정도만이 주된

충분히 퇴고를 할 시간을 거치지 못한 것이었다.

스크립트에 담기고, 그 과정에서 각 청구취지 별로

학기 중에 대강의 얼개를 잡아두었지만 법학전문

가장 강력한 법리와 논거를 골라내어야 한다.

대학원에서의 학업 과정으로 인해 주된 서면 작성

발표할 내용은 각 청구취지 별로 중요도에 따라

작업은 학기가 끝난 후 약 3주 동안 이루어 졌다.

정렬하여 두었고, 실제 변론 과정에서는 시간에 따

매일 약 10시간 이상 서면을 작성하였지만, 기한

라 중요도 순위가 낮은 내용은 넘어갔고 재판관의

이 촉박했던 관계로 서면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며

표정을 살피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에 시

수정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각 서

간을 많이 할애했다. 또, 참조한 모든 조문･판례･

면 전체적으로 모순은 없는지 확인하고, 오탈자를

논문 등을 문단까지 표시, 출처를 암기하여 두고

수정하고 형식을 다듬는 과정이 부족했고, 이후에

그 중 인용한 판례(특히 ICJ의 판례는 대회에서 조

는 어려운 쟁점에 너무 오래 머물기보다는 전체를

약 문언 다음으로 가장 권위 있게 다뤄졌다)의 사

조금 더 빠르게 완성하고,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실관계 및 주요 법리, 중요 문구 또한 암기했다.

일부 쟁점들을 다시 돌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서면을 제출한 2월 초순부터 국제전이 개최된

이 들었다.

4월 초순까지 팀원들끼리 약 50회 이상의 팀 단위
연습을 진행했는데, 그때마다 한 팀원이 다른 팀원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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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재판관이 되어 한 질문을 모두 기록해두었고,

나 관련 법리의 숙지 측면에서는 저자들의 팀이

그밖에 느낀 점을 적어두었다. 때론 녹음･녹화를

우수한 부분도 있었으나, 이를 구두변론에서 효과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기도 했다. 각 팀원은 자신이

적,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측면에 있어서는 미국팀

받은 질문들에 대한 모범 답안을 준비하고, 여러

이 확연히 능숙했다. 양국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피드백을 반영하여 다음 연습을 준비해왔다. 이런

과정의 중점과 관련이 있는 결과였던 것 같아서

과정을 반복하면서 저자들 모두 내용 면에서나 변

흥미로웠다.

론 스타일 면에서나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다.
     

IV. 국제전 개괄

4월 3일 오후 2시에 러시아 Higher School of
Economics 팀을 상대로 제소측의 입장에서 변론

저자들은 Jessup 대회 국내전에서 우승하여 국

하였다. 러시아 팀에서는 2명의 코치가 방청석에

제전에 참가할 기회를 얻었다. 2승 2패로 대회를

서 응원하였다. 이번 경기는 첫 번째 경기보다는

마감하기까지 총 4번의 경기에 참가하였는데, 각

더 가벼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고, 재판관들도 서

경기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소회를 밝혀보고자

로의 질문에 반응을 하기도 하면서 역동적으로 재

한다.

판에 임하였다. 변론을 마친 후 받은 피드백 중에
서 재판관 질문에 대답을 한 후 최대한 빨리 변론

    

의 내용으로 돌아가라는 조언이 기억에 남았다. 첫
경기 후에는 질문에 대해 여유를 가지고 재판장이

2019년 4월 2일 오전 11시30분에 미국 Arizona

만족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피드백을 받았기 때

State University 팀을 상대로 피소측의 입장에서

문이다. 국제전을 준비하면서 코치로부터 재판관

변론하였다. 미국 팀에는 3명의 코치가 방청석에

의 성향에 따라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참관하였는데, 저자들의 팀에서도 지도교수님께서

들었는데, 그러한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직접

방청석에서 응원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다. 첫 번

적으로 경험한 순간이었다. 결과적으로 해당 구두

째 경기인 관계로 질문이 덜할 것이라는 저자들의

변론은 러시아의 승리로 끝이 났다. 저자들이 인용

예상과는 달리 문제와 관련된 세부사항이나 변론

한 자료의 허점을 짚어 내는 꼼꼼함과 설득력 있는

의 논리에 대해 세부적이고 심도 있는 질문이 이어

논리 전개가 돋보이는 팀이었다.

졌고, 양 팀 모두 시간이 부족해 필수적 쟁점도 모
두 다루지 못할 정도였다. 특히 변론 과정에서 인

     

용한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은 팔레스타
인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이 인용에 대해 “국제법

4월 4일 오전 9시에 이집트 Ain Shams University

상에서 팔레스타인의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는

팀을 상대로 피소측의 입장에서 변론하였다. 이집

질문을 던지는 등 재판관들의 평소 관심 분야와

트 팀에서는 코치뿐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련하여서도 심도 있는 질문이 이어졌다.

방청석에 앉아 응원했고, 대회가 이미 3일차에 이

결과적으로 해당 구두변론은 무승부로 끝이 났

르면서 긴장이 풀렸는지 전반적으로 편안한 분위

으나, 서면 점수가 미국팀에 비해 부족했기 때문에

기에서 경기가 이어졌다. 많은 인원이 코치 및 리

해당 경기는 미국팀의 승리로 끝이 났다. 사실관계

서치를 위해 참가한 것을 보며, 이 팀 또한 실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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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할 것이라는 걱정을 했다. 그러나 정작 변론을

경쟁자가 아닌 함께 법률가로 성장할 친구로부터

시작하니, 전에 만났던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서는

선물을 받은 것 같아 뜻깊었다.

실력이 많이 부족한 느낌을 받았다. 영어 실력은

결과적으로 본 구두변론은 저자들 팀의 승리로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제법의 지식, 질문에 대처하

끝났고, 이로써 저자들은 2승 2패로 대회를 마감

는 순발력 등도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한편으로는

하여 123개 팀 중 32개 팀이 진출한 국제전 본선

이러한 팀별 실력이 각 국가가 얼마나 국제법의

에는 진출하지 못했다. 아쉬움이 남지만, 법학전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

대학원 체제에 돌입한 이후의 성적으로서는 2~3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였다. 미국과 러시아는 국제

번째에 해당하는 성적을 얻었다는 점, 결과를 떠나

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팀원들과 돈독해지고 국제법의 가능성을 확인하

가운데도 항상 그러한 행위를 국제법적으로 정당

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

화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국가인 만큼, 국제법 교육
및 연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러한 노력이
대회에서의 실력에 반영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

V. 소회

다. 우리나라도 국제법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
하면 장차 대회에서도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

Jessup 대회에 대한 표현 중 ‘희망의 이벤트’라

을 것으로 기대된다. Round 3는 결과적으로 저자

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 Jessup 대회 국제전 오리

들 팀의 승리로 끝이 났다.

엔테이션에서 각 국 대표팀을 소개하며 각 팀원들
이 국기를 들고 입장했는데, 역대 최초로 Jessup

     

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나 비자 발급 등의 문제로
참석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던 국가들이 입장하

4월 4일 오후 3시에 카타르 Hamad Bin Khalifa

면 참가자 전원이 다 같이 환호해주는 모습은 감동

University 팀을 상대로 제소측의 입장에서 변론하

적이었다. 대회 진행 중에는 참가 팀의 국가를 재

였다. 마지막 경기가 되니 저자들, 상대팀, 재판관

판관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하여 오로지 국제법과

모두 사안과 관련 법리, 쟁점에 대해 익숙해졌고,

구두변론 실력으로만 승패가 결정되었는데, 국제

수준 높은 경기를 할 수 있었다. 재판관들의 질문

정치학적 고려와 무관하게 국제법이 다퉈지는 모

의 수준이 보다 깊었을 뿐 아니라 저자들도 스스로

습을 보며 국제법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족할 만한 변론을 해낼 수 있었다. 특히 두 번째

서로 다른 문화나 정치체제를 가진 국가 출신의

경기 때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못한, 청구취지

참가자들도 모두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비

간 모순에 대한 질문을 네 번째 경기 때도 재판관

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는데, 법학

이 그대로 하여 좋은 답변을 할 수 있었던 점이

적 사고(legal mind)란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

기억에 남는다. 이날의 피드백 중에서는, Jessup

아니며 이로 인해 국제법이 생겨날 수 있었다는

대회를 수년째 심사해오면서 점점 참가자들의 수

생각이 들었다.

준이 높아지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낀다는 미국

한편,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 들어서며 교내 학

변호사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 세계를 둘러싼

업 부담이 가중되면서 Jessup 대회에 대한 관심이

다양한 갈등 상황이 펼쳐지는 가운데에 국제법에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무엇보다 4월 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 있다. 마

치러지는 국제전이 통상 법학전문대학원 중간고

지막에 카타르 팀은 본국의 기념품을 선물했는데,

사 1주일~2주일 사이에 이뤄진다는 점이 대회 참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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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저자들은 국제전에 참가

서 50여개의 학교가 참여했다. Jessup 대회에 대

하면서 본 대회가 얼마나 영예로운 대회인지 실감

한 관심이 증가할수록 국내전에서 많이 배우고 국

했고 각국의 미래 법률가에게 한국이란 나라를 각

제전 참가팀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한국

인시킬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한 것 같아 아

에서도 Jessup 대회에 대한 참가와 참가 팀에 대

쉬움이 들었다. Jessup 대회 참가국은 매해 늘어

한 제반 비용 및 코칭 등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

나고 있고, 특히 중국은 국제법 전반에 대한 국가

기를 바란다.

차원의 관심도가 늘어나면서 올해에만 국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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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및 연구보고서

국제법상 시제법 이론과 국제법사 연구의
필요성에 관한 소고
정 동 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국제법연구센터 연구원)

I. 서론
조약이나 국제관습법과 같이 일단 체결되거나
성립되면 그 규범내용이 개정,폐기 또는 대체되기
전에는 고정되는 법과는 달리, 법의 토대가 되는

II. 국제법상 시제법 문제
1. 국제법상 시제법 개념의 대두 배경, 적용
범위 및 기능

현실은 항상 유동적인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변화

1) 시제법 개념의 대두 배경

하기 때문에, 법과 현실간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Treaty of Westphalia)

라 필연적으로 괴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의 체결 이후 민족국가의 출현과 정치적 주권의

법의 해석을 통해 이러한 간극을 일시적으로 메울

확립은 신권정치체제의 점진적 와해와 유럽제국

수는 있지만, 이는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해결책에

의 비기독교 문명권과의 접촉을 통해 국제관계 및

불과할 뿐이다. 시제법의 문제는 ‘규범의 시간적

국제법의 보편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적용가능성(temporal application of a norm)’과 관

‘국제법의 보편화(universalization of international

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법 외에도 민법, 형법, 헌

law)’ 관련, 법적 기준(legal standards)이 보편화

법, 행정법, 국제사법 등 거의 모든 법의 분야에서

될수록 법적 안정성(legal stability)과 법적 신축성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법의 주체라는 측면에서

(legal flexibility)간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문제가

국가 뿐 아니라 개인, 법인, 국제기구 등도 시제법

중요해진 것이다. 법적 확실성의 한 형태로서 법

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를 국제법 차원에 국한하

적 안정성은 ‘법의 지배(rule of law)’의 한 요소로

여 살펴본다면, 국제분쟁의 당사자간에 과거의 행

서 법의 지배와 ‘인치(rule of men)’간의 차이점은

위, 상황 또는 조약의 규정 내용에 대한 이견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몽테스키외 등 고전적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된 행위 당시의 국제규범과

철학자들에 의해 강조되어 온 바 있다. 그러나, 법

현 시점의 국제규범 중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여

은 인간이 만든 제도적 장치로서 아무리 안정성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를 국

과 객관성을 기한다고 하더라도 역사적인 발전과

제법상 ‘시제법의 문제(intertemporal problems)‘라

때로는 혁명적 변화라는 흐름에 저항할 수 없는

고 정의할 수 있다.1)

것이다.2) 과거에 금과옥조처럼 여겨지던 절대적

1) Anthony D’Amato, “International Law, Intertemporal Problems”
in: R.Bernhardt,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Amsterdam: Elsevier, 1999), Vol.II. pp.1234-1236
2) Markus Kotzur, “Intertemporal Law”, in Max Planck Encyclopedia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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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론이 오늘날 상대적 주권론으로 변화되었으

네덜란드간 일련의 조약에 의해 확인되었음으로

며, 국제강행규범의 출현과 국제형사법상 형벌불

동 섬은 미국령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네덜란

소급 원칙의 배제, 책임으로서의 주권론에 기초한

드측은 1677년 동인도회사와 원주민간의 협정이

보호책임 법리 등은 국제법의 적용에 있어 시제법

래 자국이 200여년간 평온하게 동 섬에 대한 주권

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일련의 사례들이라고 할 수

을 행사하여 왔으며, 그간 스페인을 비롯한 어떠

있다.

한 국가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동 섬이 자국령이라고 주장하였다.

2) 시제법의 적용 범위 및 기능
시제법은 법의 일반원칙(R.Y Jennings), 이론
(W.Friedmann), 시제 국제법(G.Schwarzenberger)
등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는 바, 이하에
서는 법의 일반원칙으로서의 실체법(substantive
law), 조약해석의 원칙, 시제법과 국제강행규범을
중심으로 시제법의 적용범위 및 기능을 살펴보기
로 한다.3)
(1) 법의 일반원칙으로서의 실체법(substantive law)
국제법 분야에서 시제법의 문제는 영토분쟁에
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국가가 여타
국제법 주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랜 지속성을 지
니고 있을 뿐 아니라, 영토의 권원(title to territory)
역시 상당수가 과거에 체결된 조약이나 합의에 기
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법에서 시제법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게 된 계기는 1928년 상설중재
재판소에 회부된 네덜란드와 미국간 팔마스 섬
(Palmas 섬, 네덜란드 명칭은 Miangas섬) 영유권
사건이었다. 팔마스 섬은 필리핀 민다나오 섬과
인도네시아 사이에 위치한 소도로서 1906년 필리
핀을 통치하던 미국 관리가 이 섬을 방문하였을
때 자국령이라고 생각했던 팔마스 섬에 네덜란드
국기가 게양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본국에 보
고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였다. 미국은 스페인이
16세기에 발견(discovery)을 통하여 영유권을 취
득하였으며 이는 파리조약에 의해 미국으로 할양
되었고, 스페인의 영유권은 17세기 이래 스페인과
of Public International Law, p.2. (http://opil.ouplaw.com)
3) 이와 같은 구분은 Kotzur의 예시를 참고하였다(ibid.,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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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ber 재판관은 동 사건 판결에서 권리의 창설
(creation of rights)과 권리의 존속(existence of
rights)을 구분하여, 설령 16세기 무렵 스페인이
팔마스 섬을 발견하여 권원이 성립되었다고 하더
라도, 스페인의 권원이 유지되려면 국제법 발전에
따른 선점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19세기의 국제법에 따르면 발견은 불완전한 권원
(inchoate title)에 불과하므로, 선점을 통한 권원
확립에는 실효적 지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어
서 17세기 이래 네덜란드가 팔마스섬에 대하여 지
속적이고 평화적이며 배타적인 주권행사를 공개
적으로 하였으며, 스페인측의 어떠한 권리 행사로
없었던 사실에 비추어 네덜란드의 권원이 우선한
다고 보았다. 동 판결에서 Huber재판관은 “법적
인 사실은 그 당시의 법(law contemporary with it)
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분쟁이 발생
하거나 해결되는 시점에 유효한 법에 의해 평가되
어서는 아니된다.”(이른바 시제법 제1원칙)라고 하
면서, 이어서 “일련의 연속되는 기간에 유효하였
던 상이한 법체계 속에서 어떠한 법을 특정한 사
건에 적용해야 하는지의 문제(이른바 시제법의 문
제)에 관하여는 권리의 창설과 권리의 존속을 구
별해야 한다. 권리창설적 행위를 권리 발생시의
법에 복속시키는 원칙은 권리의 존속, 즉 권리의
지속적인 발현이 법의 진화(evolution of law)에
의해 요구되는 조건에 따를 것을 필요로 한다”라
고 판시하였다.4) (이른바 시제법 제2원칙)5) 19세
4) Islands of Palmas Case(Netherlands/USA),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Vol.II. p.845.
5) 박배근, “국제법상 시제법의 이론과 실제”, 대한국제법학회
논총 제53권 제1호(2008.4) p.15. 박배근 교수는 개별학자의

국제법상 시제법 이론과 국제법사 연구의 필요성에 관한 소고

기 말에 체계화된 고전적 국제법에 따르면 영토취

주의 시대의 법적 논리를 현재의 탈식민 시대에도

득의 방법에는 할양, 병합, 정복, 선점, 시효, 첨부

당시의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수용하라는 요구에

의 6가지 권원이 있는 바, 팔마스 섬 영유권 판결

다름 없다. 영토 취득에 관한 전통적 국제법이론

에서는 이 중 선점과 시효가 아닌 ‘지속적이고 평

은 그것을 만들어 낸 시대적 요구의 반영이다. 무

온한 주권의 행사’라고 하는 방식이 이를테면 슈

주지 선점론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론은 근본적으

퍼권원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6) 또한, 원

로 비유럽지역을 무주지로 전제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 국제법상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서구열강의 식민지 획득을 위한 규범을 마련하기

체결한 협정의 조약으로서의 성격도 부인하였다

위해 형성되었다. 이는 비유럽지역에서의 유럽세

는 점에서 동 판결 역시 근대 국제법의 한계를 벗

력간 충돌을 방지하고, 대외적 팽창의 결과에 대

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 상호 존중을 표시하는 것이 1차적 목적이었

한편, 일단 창설된 권리도 그 이후 법의 변화에

다.8) 그러나, 오늘날은 전세계적으로 주권국가체

따른 요건을 만족시켜야 존속할 수 있다는 Huber

제가 확립되어 더 이상 무주지를 발견하기 어렵

재판관의 시제법 제2원칙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

다. 따라서 영토분쟁을 다루는 국제재판소도 특정

한다는 이유로 당대의 저명한 국제법학자였던

방법(mode)에 의해 권원이 취득되었다는 결론을

Fitzmaurice, Jessup 등을 중심으로 하여 시제법

삼가고, 대신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국가활동의

제1원칙과 모순되며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상대적 가치를 교량하여 어느 편이 국가의 권한을

법리라는 거센 비판과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

좀 더 장기적이고 실효적으로 행사한 증거를 제출

러나, 후술하겠지만, 국제법 역시 국제사회의 변

했느냐에 따라 판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9)

화를 무시할 수 없으며,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한
법 운영은 오히려 법적 안정성의 확보에 도움이

(2) 조약해석의 원칙

되는 바, 예컨대 조약법에서의 사정변경 원칙(조

시제법이 적용되는 영역이 오랜 시간에 걸쳐 전

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이하 비엔나협약 제53

개되는 역사적 문제로서 영토의 취득과 상실, 경

조)이나 새로운 강행규범의 출현(동 협약 제62조)

계획정, 주권면제 방식의 변화 등 국제법의 장소

이 과거의 국가간 합의를 무효화 할 수 있는 것처

적 측면에서 주로 쟁점이 되어 왔다면, 오랜 시간

럼, 행위시 법의 기계적인 적용은 가능하지 않고

에 걸쳐 작성되어 적용되는 조약의 해석에 있어서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로 거슬러

도 시간의 경과에 따른 국제법의 발전과 조약의

올라갈수록 국제법이 유럽 중심적으로 운영되어

해석을 어떠한 방식으로 다뤄야 할 것인지가 문제

왔음을 감안할 때, 시제법의

적용7)이란

과거 제국

주장을 ‘이론’, 일정한 법체계에 내재하는 원리이거나 개별
적인 법규의 근저에 존재하는 법적 문제에 적용되는 경우
에는 ‘원칙’, 특정의 개별적인 법적 문제에 적용되는 경우에
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확정된 법규범이라는 의미에서 ‘규
칙’으로 구분하면서, 시제법을 이 중 어떤 말과 결합하여
사용할지는 시제법에 관한 이해의 초점과 그 것이 사용되
는 맥락에 달린 문제로 보았다. 후술하겠지만 지금까지의
국가실행과 국제판례에 비추어 볼 때, 시제법 제1원칙은
‘원칙’, 시제법 제2원칙은 ‘규칙’에 가깝다고 보여지나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모두 원칙으로 통일하였다.
6) 스기하라 다카네･사카이 히로노부 편, “국제법 기본판례
50” (박덕영･오미영 역, 박영사, 2014), p.54.
7) 이하 논문에서 시제법이라고 할 경우에는 시제법 제1원칙

로 대두된다.

1)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에서의 논의결과
조약의 해석에는 다양한 시간적 요소가 작용하는
데, 조약의 체결 및 발효 시점 외에도 발효후의 사실

을 의미한다.
8) S.Sharma, Territorial Acquisition, Disputes and International
Law (Martinus Nijhoff, 1997) p.161.
9)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제 9판 (박영사, 2019) p.533.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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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및 국제법의 변화가 발생한 시점 등이 문제가

하는 원칙으로서 ‘시제법 규칙의 구현(emanation

된다.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f intertemporal rule)’이라고도 볼 수 있다. 외견

이하 ILC)는 Waldoc 보고관의 초안을 기초로 시

상 객관적으로 보일는지 모르나 동시대성의 원칙

제법을 조약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하였으

은 조약 초안자들의 당초 의도(original intent)를

나 법의 발전이 조약 문언에 포함된 법적 용어의

명확하게 파악하기 곤란하며, 그 의도 자체가 시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하

간의 변화에 무관하게 불변의 기준이라고 입증하

여 접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동 초안을 삭제

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갖는

한 후 비엔나 협약 제31조 3항 (c)의 현행 규정(문

다.12) 유럽인권재판소가 ‘타이러 사건(Tyrer case)’

맥과 함께 다음의 것이 참작되어야 한다....당사국

에서 판시하였듯이 조약은 ‘살아 있는 문서(a living

들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계규칙

instrument)’로서 그 해석은 급변하는 정치적, 경

(any relevant rules of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제적, 사회적 및 기술적 상황에 적응해 나가야 하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parties), 즉 ‘시간적

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법협회(Institute de Droit

요소(temporal element)’를 고려하는 것을 신의칙

International)가 1975년 결의에서 강조한 것처럼

(in good faith)에 따르도록 하며, 법의 발전을 조

‘발전과 안정의 두 가지 요건(dual requirement of

약상 문헌에 반영할지 여부는 당사국들의 의사를

development and stability)’을 어떻게 균형을 맞추

해석함으로서만 가능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

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조약 해석에 있어 시

였다.10)

또한, ILC는 2006년 보고서에서 “국제법

제법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시간적

은 ‘동적 법체계(dynamic legal system)’로서 비엔

요소와 변화된 상황이 조약의 해석에 어느 정도

나협약 제31조 3항 (c)의 적용시 해석자가 조약 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시제법 적용의 관건인

결당시 유효한 국제법 규칙을 적용할 수도 있고,

바, 이러한 가능성으로서 첫째, 해석대상이 되는

또한 ‘추후 법의 변화(subsequent changes in the

조약이 변화의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는 경우(예컨

law)’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특히 조약

대 인권협약이나 환경협약이 예견하고 있는 발전

규정의 의미가 법의 발전이 국제관습법이나 법의

적 해석(evolutive interpretation), 둘째, 조약의 효

일반원칙으로 발전되는 ‘추후의 발전(subsequent

과적 해석(effective interpretation), 즉 조약의 대

developments)’에 의해 영향받는 경우에는 동 규

상과 목적을 달성하고 완전성을 추구하기 위한 접

라고 부기하

근방식을 취하는 경우13)를 들 수 있다. 조약의 대

였는 바, 이는 시제법이 역동적인 법체계로서 국

상과 목적은 국제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데,

제법에 작동하는 모습, 즉 시제법 제2원칙의 조약

이 경우 조약의 대상과 목적은 특정 시점에 존재

법상 적용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는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조약을 해석하는 주

정의 의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1)

체가 해석시 고려해야 하는 한 요소라고 볼 수 있

2) 조약해석의 기준으로서 시제법
조약의 해석에 있어서 ‘동시대성의 원칙(principle
of contemporaneity)’은 조약체결 당시 그 문언이
어떻게 정의되고 이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해석
10)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66, vol.II.
p.222, para.16.
11) ILC Report 2006, p.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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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Markus Kotzur, supra note 2, p.4.
13) ILC는 조약에 의해 적절한 효과를 부여하는 해석과 그렇지
않은 해석이 동시에 가능할 경우에는, 신의 성실과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효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비엔
나 협약 주석(Commentary)에서 설명하고 있다.(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66, vol.II, p.219,
para.6) 만일 효과적 해석이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분쟁
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발전적
해석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국제법상 시제법 이론과 국제법사 연구의 필요성에 관한 소고

다. 또한, 조약의 대상과 목적은 조약 체결시점 뿐

규정하였다. 주권국가의 동의를 국제법의 기초로

아니라, 조약의 해석과 적용 시점에서도 고려되어

한 국제법 질서 속에서 국가간의 자유로운 합의를

야

한다.14)

제한하는 강행규범의 도입은 일종의 헌법적인 최

발전적 해석과 효과적 해석을 결합한 방식으로

상위규범의 창설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

서 대표적인 판결로는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서 국제법의 발전을 의미한다. 그러나, 조약의 무

Court of Arbitration, 이하 PCA)의 ‘Iron Rhine

효사유로서의 강행규범 위반을 원용하려는 주장

Railway 사건’을 들 수 있다. 네덜란드를 거쳐 라

은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

인강 유역을 연결하는 철도인 Iron Rhine을 제2차

라는 법의 대원칙을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세계대전 이후 재가동 하는 과정에서, 1839년 영

충분한 증거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수락되어야 한

토분할조약 제XII조상 ‘새로운 도로’ 또는 ‘새로

다.16) 비엔나협약은 일반적 다자조약으로서는 최

운 수로’라는 문언이 포함될 당시에는 예견할 수

초로 강행규범 위반을 조약의 무효사유로 규정하

없었던 현대 사회에서의 전기시설, 철로설계 및

였으나, 이후 강행규범은 조약법 이외의 분야에서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문제가 발생한 바, PCA는

더 많이 원용되었다. 특히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

ICJ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반한 국가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강행규범은

의 판례들을 언급하면서 ‘개념적이고 일반적인 용

주권면제의 법리로 방패를 삼는 국가에 대한 공격

어(conceptual and generic terms)’들은 고정된 것

수단으로 자주 주장되었다,17)

이 아니라 발전적이며, 현대의 발전된 법에 따라

강행규범은 시제법의 엄격한 적용에 있어 심대

해석되어야 한다고 국가들이 의도했음을 ‘의제

한 장애요인인 바, 강행규범은 이탈을 허용하지

(presumption)’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PCA

않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합의는 처음부터 무효이

는 동 사건의 핵심은 일반적 용어의 문제가 아니

며, 조약의 일부가 강행규범에 저촉되어도 조약

라 기술의 발달도 인하여 발전적 해석이 필요한

전체가 무효화된다.(비엔나협약 제44조 5항) 다

경우라고 하면서,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따라 조

만, 체결시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후일 새로운

약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발전적 해석이 시제법

강행규범의 출현으로 추후에 무효가 된 조약은 장

규칙의 엄격한 적용에 비하여 선호된다(evolutive

래를 향하여만 종료된다(동 협약 제64조). 즉 소급

interpretation, which would ensure an application

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후속 강행규범에 의한

of the treaty that would be effective in terms of

무효화는 사실상 조약의 종료에 해당된다.

its object and purpose, will be preferred to a strict

ICJ의 서남아프리카 사건(1966년)과 제노사이

application of the intertemporal rule.)라고 판시하

드 협약의 적용 사건(2007년) 및 여타 국제재판소

였다.15)

의 국제인권협약 위반 관련 판례 등에서 볼 수 있
듯이 강행규범에 관한 한, ‘오늘날의 법과 정의의

(3) 국제강행규범과 시제법과의 관계

개념(present concept of law and justice)’이 시제

비엔나협약은 제53조에서 조약이 일반 국제법의

법의 중요한 목적인 ‘법적 권원의 안정(stability of

강행규범(jus cogens)과 충돌하는 경우 무효라고

a legal title)’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한 가치를
부여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18)

14) Ulf Linderfalk, On the Interpretation of Treaties (Springer,
2007), pp.210-211.
15) Arbitration Regarding the Iron Rhine (“Ijzeren Rijn”) Railway
(Belgium v. The Netherlands),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Award of the Arbitral Tribunal, 24 May 2005, para.79-80.

16) 정인섭, supra note 9, p.363.
17) ibid., p.365.
18) Markus Kotzur, supra note 2, p.6.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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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제법 이론 및 국제판례 관련 국제법
학계의 견해
상기에서 살펴본 시제법 제1원칙은 동시대성의
원칙에 따른 법적 안정성에 그 초점을 두고 있으
며, 국제법학계와 국제재판소 판례의 다수를 형성
한다. 시제법 제2원칙은 시제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국제법의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시제법의 확장(extention of the intertemporal law)
으로도 볼 수 있는 바, 아래에서는 시제법의 이론
및 국제판례에 관한 국제법 학계의 대표적인 견해
를 살펴보기로 한다.19) 다만, 시제법 문제 관련 국
내학자의 견해와 주요 국제판례의 분석은 지면 관
계상 본 논문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기회가 되
면 후속 논문에서 이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1) 시제법을 국제법의 일반원칙중 하나인
법률불소급 원칙의 적용으로 보는 견해

재한 경우에도 Johore Sultan의 역사적 권원이 인
정된 ICJ의 판례를 그 예시로 언급하였다.21)
두 번째의 경우, Malcolm Show는 에게해 대륙
붕 사건(그리스의 1931년도 유보는 동 유보가 작
성되었을 당시의 법이 아닌 오늘날의 법에 의해
해석되어야 하며, 그리스의 영토적 지위에 그 당
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해양법의 발전에 따라
성립된 대륙붕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시)을 예로
들면서, 시제법의 예외가 어느 범위까지 확장되어
야 하는지의 문제는 매우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
를 효과적 지배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 하나
로 보아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하
였다.22) Jennings와 Watts는 동시대성의 원칙에
따른 조약해석이 일반적이나, 어떠한 측면에서는
조약의 채택이후 법의 발전과 유리될 수 없다고
하면서, 새로 출현한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의
무효나 조약에 포함된 문언의 개념이 정적(static)
이 아닌 진화적(evolutionary)인 경우를 그 예로

동 견해는 첫째, 시제법 적용의 일관된 유지를

들고 있다. 그러나 Jennings와 Watts는 설령 특정

주장하는 입장(Fitzmaurice, Jessup, Ian Brownlie

상황에서 시제법의 적용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검

등), 둘째, 시제법 원칙을 적용하되 추후 국제법의

토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시제법은 적어도 적

발전에 따라 시제법의 확장 가능성을 소극적으로

절한 조약해석의 출발점이 된다고 부언하였다.23)

수용하는 입장(Malcolm Show, Jennings and Watts,

시제법의 이론에 관한 한, 필자가 생각하기에 가

R. Higgins 등)으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의 경우

장 균형 있고 합리적인 시각을 갖추었다고 보이는

Jessup은 시제법의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새로운

Higgins는 시제법에 관한 고전적 논문24)에서 시

규칙에 따라 매번 영토권원을 재취득하라는 요구

제법의 문제에 관한 국제법협회의 결의에서도 언

로서, 이는 국제사회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므로 수

급한 바와 같이, 조약의 해석에 있어서 설령 조약

한편, Ian

의 대상과 목적을 참조한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Brownlie는 Fitzmarice의 전통적 시제법 개념을

관건’(controlling key)은 당사자의 의사라고 강조

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20)

인용하면서 원칙적으로 행위시의 법을 적용해야
하나, 시제법은 진공 속에서 작동하는 원칙이 아
니라고 하면서, 페드라 브랑카 영유권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기관의 실효적 지배가 거의 부
19) 이하의 분류는 오병선, “국제법상 시제법 문제에 대한 이론
적 고찰”, 대한국제법학논총 제57권 제1호(2012.3) pp.64-72
를 참고하였음.
20) P. Jessup, “The Palmas Island Arbitration”, ASIL, Vol.22
(1928) p.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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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James Crawford, Brownlie’s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8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p.218-219.
22) Malcolm N.Show, International Law, 5th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430.
23) Robert Jennings and Arthur Watts (eds.), Oppenheim’s
th
International Law, 9 ed. (Longman,1992), Vol.I Peace, Parts
2 to 4, pp.1281-1282.
24) Rosalyn Higgins, “Time and the Law: Intertemporal Perspective on an Old Problem”, 46 Th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46, No.3 (July., 1997) pp.
50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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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따라서, 일반적 조항(general clauses)이나

성격을 지닌다고 결론지어27) Lauterpacht보다는

인권협약의 규정의 경우도 시제법 규칙의 무분별

시제법관련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 예외가 아니며, 보다 광범위한 원칙(즉,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반영된 당사자의 의도)의 적용이라
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Higgins
는 설령 ICJ의 서남아프리카 사건(1966년) 판결이
나 유럽인권재판소의 타이러(Tyrer)사건 판결(1979
년)에서 조약규정의 진화론적 성격이나 살아있는
문서로서의 국제인권규약을 언급했다고 하더라도
Huber 재판관이 판시한 시제법 규칙을 적절한 범
위(proper confines)를 넘어서 확장해서는 아니된
다고 강조하였다.25)

2) 시제법을 조약 체결시와 분쟁 발생시의 변화된
법 사이에 적용법을 선택하는 문제로 보는
견해
동 견해는 시제법의 두 가지 원칙을 병행하여 적
용하되 시제법의 확장 적용은 개별적 상황에 따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H. Lauterpacht,
T. O. Elias 등)을 취한다. Lauterpacht는 권리의
창설과 권리의 존속에 관한 Huber 재판관의 판시
가 다수의 국제법학자들이 기존에 가졌던 견해와
상이하며, 변화 및 안정이라는 요소간 관계에 있
어서 새로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면서, 동
판결이 국제관습법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국제판례에서 시제법이 적용된
사례는 드물다고 평가하였다.26) 한편, Elias는 권
리의 창설과 존속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시
제법은 동적 법체계이며, 시제법 원칙과 그 확장
적용은 후자가 전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이며 동시에 상호제한적
(both complementary and limitative of each other)’

25) Rosayn Higgins, “Some Observations on the Inter-Temporal
Rule in International Law”, in Jerzy Makarczyk (ed), Theory
of International Law at the Threshold of the 21st Century:
Essay in honour of Skubiszewski (Springer 1996), p.181
26) H.Lauterpacht, The Function of International Law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xford, Clarendon, 1933), p.284.

3) 시제법의 발전적 성격을 강조하는 견해
시제법의 확장 적용관련 매우 적극적 입장을 취
하고 있는 학자들 중 하나인 Y. Tanaka는 환경 관
련 협약의 경우 ‘동적 내용(mobile content)’을 포
함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며, 특히 국제환경
법의 해석상 ‘주의의무(obligationa of due diligence)’
개념은 그 특성상 ‘발전적 성격(evolutionary nature)’
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였다.28)

3. 국제법 분야에서의 시제법 관련 최근 논의
동향
1) 국제법위원회(ILC)에서의 논의 동향
ILC는 “조약의 해석 관련 추후합의 및 추후관행
에 관한 결론 초안(Draft conclusions on subsequent
agreement and subsequent practice in relations to
the interpretation of treaties)”을 2018.5.18. 제3064
차 회의에서 채택하였으며, 유엔 총회는 제73차 회
기(2018.12.20.)에서 결의 73/202로 동 결론 초안
을 채택한 바, 동 초안은 결론 8에서 “시간의 진화
를 가능케 하는 조약용어의 해석(Interpretationa
of treaty terms capable of evolving over time)”
제하에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및
제32조에 규정된 추후합의 및 추후관행은 조약의
체결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추정된 의사가 (조약
의) 용어에 시간의 진화를 가능케 하는 해석을 부
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라고 언급하였다.29)
27) T.O. Elias, “The Doctrine of Intertemporal Law”, 74 AJIL,
(1980), p.291.
28) Yoshifumi Tanaka, Reflections on Time Elements in the
International Law of Environment, ZaoeRV 73(2013), pp.
174-175.
29) A/73/10, para.51,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18, vol.II, Part Two.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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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후합의

가 작성한 실무지침서는 조약 당사국의 실행을

추후합의는 조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조

반영하는 한편, 당사국의 협약 해석에도 상당한

약 체결 이후 이루어진 당사국간의 합의를 말한

영향력을 행사한다.31) 추후관행은 경우에 따라서

다. 당사국은 기존 조약의 개정에도 합의할 수 있

단순한 조약 해석의 참작사유를 넘어서 새로운

으므로, 조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국제관습법으로 발전하여 조약을 변경시킬 수도

추후합의는 매우 중요한 참작요소 중 하나이다.

있다.32)

추후합의는 추후관행과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 조

ILC의 동 보고서는 2019년 가을 제74차 유엔 총

약 해석에 관련된 것으로서, 조약 당사국이 이를

회 제6위원회에서 각국의 제출의견(comments)을

통해 조약의 개정 또는 변경을 의도한다고는 추정

기초로 하여 토의될 예정인 바, 이를 계기로 조약

되지 않는다. 다만, 외교실무에서는 종종 오랜 시

의 해석에 있어 추후합의 및 추후관행이 미치는

간이 소요되고 성공 여부도 불확실한 조약의 개정

영향 및 발전적 해석론과 시제법과의 관계 등에

보다는 추후합의나 이와 유사한 다른 방식을 통해

관한 심도 있는 체계적 논의를 통해 앞으로 시제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방법을 선호

법 법리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는 경향이 있다.30)
(2) 추후관행

2) 네덜란드 국제법연감(Netherlands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특집호

추후관행은 조약 체결 이후 조약의 적용에 관한

국제법 분야에서 선도국가중 하나인 네덜란드는

행위(conduct)로서 해석에 관한 당사국의 합의를

Groningen 대학 Ambrust 교수와 Twente 대학 Wessel

표시하는 실행을 의미한다. 실행에는 작위 및 부

교수 공편으로 발간한 2014년도 국제법연감 특집에

작위 모두가 포함되며, 구체적으로 조약 해석에

서 ‘실용주의와 예측가능성: 국제법내에서의 시제

관한 공식적 성명, 분쟁과정에서의 발언, 국내 재

법(Pragmatism and Predictability: Temporariness

판소의 판결, 국내이행입법의 제정 등 다양한 내

in International Law)’이라는 제하에 H. Lauterpacht

용이 포함된다. 추후관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

를 인용, 시제법 문제를 ‘변화와 안정, 정의와 안

해 행위가 조약당사국에 귀속될 수 있어야 한다.

보간 투쟁(struggle between change and stability

추후관행은 그 것이 얼마나 지속적이고, 공통적이

and justice and security)’으로 특징짓고, 시제법

며 일관된 것인가에 의하여 그 가치와 중요성이

연구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된다. 추후관행이 조약 해석의 중요한 요소로

국제법 이론의 신축성 및 적응성 제고 필요성을

고려되는 현상은 국제재판소의 확립된 관례인데

강조하였다.33) 동 특집호에서는 시제법과 법의 지

이는 실제 실행을 통해 당사국들이 조약을 어떻게

배, 17세기에서 20세기간 시제법에 관한 국제법학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침을 얻을 수 있기 때

자들의 이론의 변천 과정,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문이다. 또한 비국가행위자의 실행도 비엔나협약

협약 해석 과정에서 시간적 요소의 함의 등 국제

상 추후관행에는 직접 해당되지 않으나, 조약 당

법상 시제법 문제에 관한 흥미로운 주제들을 다양

사국의 추후관행을 평가하는데 있어 관련성을 가

한 각도에서 다루고 있어 과거에 체결된 조약의

질 수 있다. 예컨대 난민지위협약과 관련하여 유
엔 난민최고대표(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30) Anthony Aust, Modern Treaty Law and Practice, 3r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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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정인섭, 조약법강의 (박영사, 2016), pp.181-183.
32) I. Sinclair,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2nd
ed.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4), p.138.
33) M.Ambrus and R.A. Wessel (eds.), Netherlands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2014,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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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법 적용 문제 등 관련, 우리나라 국제법 학계

초한 유럽 문명 중심주의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못하고 있다는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6)

된다.34)

2. 국제법사의 최근 연구 동향 및 ‘역사적
회귀(historical turn)’ 현상

III. 국제법사 연구의 현황 및 필요성

19세말 이래 지난 100여년간 상대적으로 저조

1. 국제법사 연구의 전통적 흐름

하였던 국제법사 연구는 1999년 캐나다 Dalhousie

1908년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저널(Jounal of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의 기고문에서 Lassa Oppenheim은 국제법사가

창간, 구미의 유수한 대학들(뉴욕대학, 하이델베

‘국제법의 제 분야에서 가장 경시되어 온 영역(the

르크대학, 캠브리지대학, 런던대학, 헬싱키대학,

most neglected province)’이라고 하면서, 언젠가

네덜란드의 Leyden･Tilburg･Utrecht 대학 등)에

‘국제법사의 대가(master-historian of international

서의 국제법사 강좌 개설, 국제법사 관련 국제회

law)’의 출현을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하였다.35)

의37) 등을 계기로, 21세기 초부터 다시 관심 영역

이와 같은 Oppenheim의 우려에 대해서는 Preiser,

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 Craven 교수는 이와 같은

Grewe와 같은 당대의 대가들도 마찬가지로 동조

현상을 국제법 분야에서의 역사적 회귀라고 지칭

하였다. 물론 Oppenheim의 이와 같은 언급 이후

하였다. 동 교수는 이러한 전환의 배경으로서 첫

국제법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저술이 전혀 없었

째, 냉전의 종식과 새로운 형태의 테러와의 전쟁

던 것은 아니다. 그 대표적 예로서 Nussbaum의 ‘국

등 당면한 현대의 딜레마를 이해하고자 하는 역사

대학 MacDonald 교수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법사

제법사(A History of the Law of Nations)’(1954),

적 성찰의 중요성 대두, 둘째, 최근 강대국의 일방

Verzijl의 ‘역사적 관점에서 본 국제법(International

적 외교정책 추구 결과 국제질서의 미래에 대한

Law in Historical Perspective)’(1979), Grewe의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른 국제법 현안의 해결을 위

‘국제법 역사에 있어서의 시대들(Epochen der

한 역사적 연구의 필요성 증대, 셋째, 국제법 분야

Voelkerrechtsgeshichte)’(1984), Koskenniemi의 ‘문

에서 새로운 연구나 혁신이 한계에 도달한 현 상

명의 부드러운 교화자: 1870년-1960년간 국제법

황에서 과거의 재해석을 통해 ‘창작활동의 공간

의 융성과 침체(The Gentle Civilizer of Nations:

(space for creative work)’을 마련하려는 시도 등

The Rise and Fall of International Law 1870-1960)’

을 예시하고 있다.38)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국제법사 분야에서는 아

한편, Lesaffer 교수는 국제법사 연구가 국내의

직까지 역사학계의 고전 중 하나인 E. H. Carr의
‘20년간의 위기(The Twenty Years’ Crisis)’와 같
은 반열의 명저를 찾아보기 어려운 바, 이는 아직
까지도 국제법사 연구의 주류가 법실증주의에 기
34) 조약 해석에 있어 시간적 요소의 적용 문제 관련, 탁월한
분석중 하나로 Richard K. Gardiner, Treaty Interpre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p.250-297 참조.
35) Lassa Oppenheim, “The Science of International Law: Its
Task and Method”, 2 AJIL (1908) P.313.

36) Mattew Craven, “Introduction: International Law and its
Histories”, in Mattew Craven, Malgosia Fitzmaurice and
Maria Vogiatzi (eds.) Time, History and International Law
(Martius Nijhoff Publishers, 2007), p.3.
37) Tilburg대학 주관 ‘Peace Treaties and International Law in
European History’(2001.3), Royal Flemish Academy of Belgium
for Science and Arts주관 ‘Sovereignty and the Law of
Nations’(2002.4), 독일 법사학자 대회(Deutscher Rechtshistoriker
Tag’(2004), 한･중･일 국제법학회 주관 ‘When East Meets
West: Asian Approaches to International Law’(2011.6) 등.
38) Mattew Craven, supra note 36, pp.4-5.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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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학자들보다 국제법학자들에 의해 더 많이 이

국제법사 연구에 관한 이론적 틀 및 방법론이 상

루어지고 있는 이유로서, 첫째, 국내법과 비교할 때

대적으로 발전되지 못한 현 상황에서, 국제법사

국제관습법과 국제판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연구자들이 국제관계이론이나 국제관계사의 관점

중요한 국제법사 분야에서는 이와 관련된 역사적

에서 특정 사건의 전망을 예측하거나, 해당 분야

연구가 필수적이며, 둘째, 이론적 탐구에 치중하는

의 특정 이론을 입증하기 위하여 역사적 사실을

경향이 있는 법사학자들과 비교할 때 국제법 학자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경향도 종종 볼 수 있는 바,

들과 실무자들의 경우, 국제법사의 연구 동기가 과

앞으로의 국제법사 연구는 국제법 이론사나 국제

거 사실에 대한 단순한 학문적 관심에서 출발하기

법 고전에 대한 계보사 보다는 국제법 연원으로서

보다는, 주로 국가들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외교

의 국가 실행 및 국제관습법의 형성 과정, 국제판

교섭과 국제 소송 등 급박한 외교 현안의 해결을

례의 역사적 배경 등에 관한 객관적 분석과 평가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

에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서, 국제법사 연구의 ‘학제적(interdisciplinary)’ 성
격을 감안하여 국제법학자들과 역사학자들간 긴
밀한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39)

3. 국제법사의 바람직한 연구 방향
1) 국가실행 및 국제관습법에 대한 국제법사적
접근
지금까지의 국제법사 연구는 국제법사 연구방
법론이나 국제법 이론이 대두된 배경 및 맥락 등
에 대한 고찰보다는 대부분 Hugo Grotius, Francisco
de Vitoria, Suarez 등 과거의 국제법 대가들에 대
한 ‘계보사(geneologic history)’와 그들의 주장에
대한 분석에 치중하여 왔다.40) 이에 대하여 Lesaffer
교수는 계보사적 접근이 과거를 과거 자체가 아닌
현재와의 유사점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역사적
실체를 왜곡하고, 역사적 맥락을 도외시하여 ‘시
대착오적 해석(anachronistic interpretaton)’의 결
과를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41)
39) Randall Lesaffer, “International Law and its History: the
Story of an Unrequired Love’, in Mattew Craven, supra note
36, p.29.
40) Allot교수는 국제법의 구조 및 시스템과 실체법 및 법철학
에 관한 연구를 ‘내적 역사(internal history)’, 역사와 그 이
외의 모든 사회현상, 사회 구조 및 사회시스템에 관안 관
계사를 ‘외적 역사(external history)’로 구분하여 국제법사
접근방식을 설명하고 있다(Allot, ‘International Law and
the Idea of History’, 1 Journal of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Law(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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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를 보는 관점의 전환
기존의 국제법사 연구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 공간적으로 유럽 중심적이며, 시간적으로
16세기 이후를 기준으로 주권국가의 등장과 발전
을 배경으로 한 공법 분야에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진정한 ‘보편적 국제법사(universal history
of international law)’의 확립을 위해서는 첫째, 지
리적 연구범위를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비유럽지역까지 확대하고, 둘째, 시간적으로
고대 및 중세의 국제법사에 대한 비교법적 방법론
을 개발함과 아울러, 셋째, 국가가 아닌 국제법 주
체(개인, 국제기구, 국영기업, 비정부단체 등)가
국제법사에 미친 영향 등으로 그 연구대상을 보다
확대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와 관련, 2012년 Oxford대학에서 출간된 ‘국제법
사 핸드북(Oxford Handbook of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Law)’의 경우, Part I: 행위자(Actors)
항목에서 국가 외에 민족, 국제중재 및 국제사법
기구, 해적, 민간단체 등을 포함하였으며, Part II:
주제(Themes) 항목에서 영토 및 경계, 전쟁과 평
화, 종교 및 종교적 개입, 전시와 평시 개인의 보
호, 해양 등을 다루고 있고, Part III: 지역(Region)
항목에서 유럽 외에도 아프리카 및 아라비아, 중

41) Randall Lesaffer, in Mattew Craven, supra note 36, p.34.

국제법상 시제법 이론과 국제법사 연구의 필요성에 관한 소고

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북미, 라틴아메리카 및

락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44)

카리브해 지역 등을 망라하여 비교사적으로 국제

과거 국제법 실무자로서 근무하였던 필자의 경험

있다.42)

에 비추어 보면 Bedermann 교수가 국제법률국 역

법사를 고찰하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사라고 지칭하는 접근법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3) 사료에 대한 선택적 활용방식의 지양
Bedermann 교수는 국제법학자가 아닌 정부 당
국에서 역사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법률국 역사
(law office history)’, 특히 외교부서에서의 역사
문제 접근법을 ‘국제법률국 역사(foreign law office
history)’라고 지칭하면서, 이러한 접근법의 가장
큰 폐해는 ‘사료에 대한 선택적 활용(selective use
of historical material)’과 이에 근거한 ‘결과지향
적 접근(result-oriented approach)’ 이라고 지적하
였다.43) 그는 이른 바 법률국 역사의 특징으로서
첫째, 역사 연구에 있어 엄격한 분석의 부재, 둘째,
사료의 선택적 활용, 셋째, 사료 분석에 있어서 부
정확한 역사방법론의 사용, 넷째, 사료의 선택과
그로부터의 결론 도출 과정에서 현저하게 또는 암
묵적으로 ‘도구주의(instrumentalism)를 취하는 경
향, 다섯째, 상충되는 사고를 거부하거나 수용하
지 못하는 태도, 즉 역사적 기록의 ’모호성 또는
불완전성(ambiguity or incompleteness)에 대한 불
수용을 들고 있다. 그 결과, 1차 및 2차 사료에 대
한 철저한 독해 및 분석보다는 ‘한두 가지의 저명
한 사료의 우상화(fetish of one or two famous
primary sources)’를 통해 역사적 주장을 함으로
써, 특정한 사건이나 이론 또는 논쟁의 전체적 맥

세계 어느나라의 외교부서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라고 생
각되는데, 그 이유는 사료에 대한 선택적 적용이
선호되는 이유는 주요 외교사안의 법률적 검토의
견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적 제약 및 국제법률부서
의 상대적으로 취약한 인적･물적 자원문제 때문
이고, 결과 지향적 접근 방식을 취하게 되는 배경
은 외교정책이나 국제분쟁에 있어서 취하게 되는
국제법적 입장이 보다 상위의 국가정책목표에 종
속되거나 외교정책 결정과정의 우선순위에서 벗
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9･11테러 이후 미국의 관타나모 수용소
운영이나 “illegal renditon”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
리를 당시 미 국무부나 검찰청 등 법 집행부서에
서 국제법의 창조적 해석론으로 뒷받침한 사례 등)
따라서, 국제법사의 바람직한 연구 방향은 무엇
보다도 먼저 역사를 그 당시의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있는 그대로 분석하고, 그 이후에 해당 사료
를 보다 포괄적인 이론적 틀 속에서 활용하는 2단
계 접근법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주권,
주권국가간 평등 및 세력균형을 중심으로 하여 근
대 유럽의 국제질서 확립과 국제법 형성에 효시가
되었다고 평가되는 이른바 ‘웨스트팔리아 신화
(Westphalian myth)’의 독창성은 국제법사 학자들
이 웨스트팔리아 조약과 그 선행 조약들을 정밀하

42) Bardo Fassbender and Anne Peters (eds.) The Oxford Handbook
of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동 핸드북은 Part IV: Interaction or Impositon에서
외교,식민주의, 문명과 비문명을, Part V: Methodology and
Theory에서 국제법사의 역사, 독트린과 국가실행, 국제법
사의 시대적 분류, 국제법사에서의 유럽중심주의, 국제법
사에 있어 지역들의 확인 등을, Part VI: People in Portrait
에서 Grotius, Vattel, Franscisco Suarez, Henry Wheaton, Lassa
Oppenheim, Max Huber, Hans Kelsen, Hersch Lauterpacht
등 국제법사에 있어서 주요 인물들의 생애와 사상 및 이론
을 다루고 있다.
43) David Bederman, “Foreign Office International History”, in
Mattew Craven, supra note 36, p.46.

게 비교, 분석하는 기초적 연구만 하였더라도, 역
사적 진실이 아닌 허구임을 쉽게 입증할 수 있었
을 것이다.45)

44) Flherty, “‘History’ ‘Lite’ in Modern American Constitutionalism”,
95 Columbia Law Review (1995), p.553.
45) 이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적 연구로는 Beaulac, “The Westphalian
Orthodoxy-Myth or Reality?”, 2 Journal of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2000) 참조.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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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시제법 이론이 국제법사 연구에
있어서 가지는 함의

하지 않고 조약의 목적과 대상에 합치되는지 여부
를 감안하여 조약의 효과성을 기하도록 판시하는
조심스러운 태도는 시제법을 적용하는 문제가 가

1. 우리나라와 동북아 지역의 역사 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적 기초 확립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한･일 기본조약의 해석,
위안부 문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청구 소
송 등)를 둘러싼 양국간 첨예한 입장 대립은 비단
양국간 분쟁의 발생으로 인한 정상적인 관계 발전
의 저해요인이 될 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평화로운 동북아 질서구축에도 심각한 걸림돌
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들은 일
제 강점기 당시 유효했던 국제법 규범의 성격, 국
가 및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에 의해 체결된 조약
의 유･무효, 국가의 창설과 소멸, 영토의 취득과
할양, 조약의 승계 등 시제법과 관련된 쟁점 사안
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특히, 시제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 분쟁당사국
의 동의가 전제되어 있으며, 시제법 의 두 원칙간
상호보완이 아닌 상호 모순내지 충돌관계가 예견
되는 현재의 국제법 체제하에서46) 상기와 같이 산
적한 현안들을 해결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는 어려움과 함께 그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시제법을 둘러싼 문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약의 해석이나 영토분쟁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
니다. 시제법의 문제는 국제규범의 형성을 둘러싼
상황이라는 보다 넓은 맥락 뿐 아니라, 국제규범
과 주변의 세계간 상황의 변화가 그 규범의 내용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문제까지도 포괄
하기 때문이다. 결국, 과거는 현재와 분리될 수 없
으며, 현재의 인식이 일정 시점에서 명확하게 드
러나지 않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과거에 체결
된 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영향을 미친다47)는 점을
감안할 때, 시제법과 국제법사의 상호보완적 연구
는 국제규범의 안정과 함께 그 변화 및 발전의 조
화라는 일견 이율배반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시간
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규범성을 유지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3. 국제법과 국제관계 및 역사학 연구자간
학제적 협력

국제법사적 관점에서 시제법의 법리와 적용에 관
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시제법의 원칙은 상당한 세월을 두고 점진적으
로 변화하며, 그 내용은 다수 국가들의 실행과 국

2. 국제법의 안정과 변화 및 발전의 동시적
추구
시제법의 적용시 관건은 앞서 수차례 언급하였
듯이 궁극적으로 국제규범의 안정과 변화 및 발전
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화시켜 나갈 수 있으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된다. ICJ가 상기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시제법의 확장된 의미를 인정한 경우에
도, 그 과정에서 단지 국가들의 의사만을 근거로
46) 박기갑, “국제법상 시제법”, 동북아역사재단 출범 1주년
기념 역사주간 국내학술회의 [상이한 역사인식: 그 책임과
민족, 영토인식] (2007.9),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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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관습법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실행의 존재와 국제관습법의 형성
및 변화여부를 규명하려면 과거의 정부 문서, 회
의록, 문서보관소 자료, 주요 학자들의 저술과 논
문, 당시의 언론 기사 등 방대한 사료에 대한 정밀
하고 객관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아가서
향후 발생 가능한 국제소송에 대비한 준비 차원에
서도 국제법과 국제관계 및 역사학 연구자간 긴밀
한 학제적 협력 시스템이 반드시 구축 되어야 할
47) D.W.Greig, Intertemporality and the Law of Treaties (The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001), pp.143-144.

국제법상 시제법 이론과 국제법사 연구의 필요성에 관한 소고

것으로 생각된다.48)

와 Florian Hoffmann이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독일의 철학자이자 문예비평가인 발터 벤야민

단순한 ‘이론화(theorizing)’가 아닌 ‘정치적 개입

(Walter Benjamin)의 비유를 빌리자면, 국제법과

(political intervention)’을 의도하고 있다는 점에

국제관계 및 역사학 연구자간 학제적 연구에 참여

서 국제법을 통한 진정한 국제공동체의 형성이라

하는 연구자들은 그 과정이 국제법사라는 광대하

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합성을 지닌다고

고 심원한 바다 속에서 역사적 진실(historical truth)

도 볼 수 있다.50)

을 찾아내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시제법과 국제법사 연구의 상호보완적 연구는

점에서, 고전이나 문학작품의 텍스트 속에 숨겨진

국제규범의 안정과 변화 및 발전의 조화라는 목표

진실의 언어(language of truth)를 발굴해내는 ‘진

를 달성하고,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규범성을

주잡이(pearl

유지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추구

diver)’49)와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나아가서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동북아 지역의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평화로운 역내

V. 결론

질서를 구축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국제관계에서 시제법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인
정해 온 주된 이유는 법적 안정성의 확보 및 강화
를 통한 법의 지배를 실현하려는데 있었다. 그러
나, 국제법의 기반이 되는 국제사회의 현실은 끊
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Lauterpacht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제법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변화와 안정이라는 일견 상반된 목표
를 시제법 법리를 적용하여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즉, 시
제법의 문제는 비단 영토분쟁이나 조약의 해석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국제규범과 주변의 유동적
세계간 상황의 변화가 양자간 부단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변증법적으로 발전해나가는 과정 자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제법을 포함한 국제법사의 연구는 Anne Orford
48) 이러한 학제적 연구의 좋은 사례로서는 서울대학교 한국
문화연구소에서 간행된 ‘한국학공동연구총서’, 2019,7.26
‘일본의 한국병합 강제 역사와 국제법’을 주제로 하여 고
려대학교에서 개최된 ‘제3회 국제법사 연구회 세미나’등
을 들 수 있다. 특히 동 세미나는 국제법학계와 국사학계
간 최초로 개최된 합동 학술회의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된다.
49) Walter Benjamin, Illuminations (tran. by Harry Zorn ed. and
with an introduction by Hannah Arendt (New York: Shocken
Books, 1968) p.51.

50) Anne Orford and Florian Hoffmann with Martin Clark
(eds.) The Oxford Handbook of the Theory of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p.17.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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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규정 제25조 제3항 (a)호와 제28조의 관계
- 벰바 사건 판결내용을 중심으로 박 미 경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법학박사)

I. 서론 - 사건의 개요

규정 제28조 상급자책임에 따른 형사책임이 있다
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5) 2016년 6월 21일 1심재

2016년 3월 21일 국제형사재판소(이하, ICC) 1

판부 III은 벰바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였다.6)

심재판부 III1)은 장 피에르 벰바 곰보(Jean-Pierre

벰바는 인도에 반한 죄 등으로 수배를 받아오던

Bemba Gombo; 이하, 벰바)에게 인도에 반하는 죄

중 2008년 벨기에 브뤼셀 근교에서 체포되었고

와 전쟁범죄 혐의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

2010년부터 ICC에서 재판을 받았다. ICC 소추관

고하였다.2)

ICC에 있어 루방가, 카탕가에 이은 세

실은 벰바에게 인도에 반하는 죄와 전쟁범죄에 대

번째 유죄판결이다. ‘콩코해방운동’(the Mouvement

하여 ICC규정 제25조 제3항 (a)호의 정범으로서

de libération du Congo; 이하, MLC)은 2002년 10

의 책임과 제28조 상급자책임을 모두 적용하여 소

월 26일부터 2003년 3월 15일까지 중앙아프리카

추하였다. 그래서 벰바 사건 전심재판부에서는 정

공화국에서 살인, 강간 및 약탈을 저질렀다.3) 1심

범과 상급자책임이 동시에 성립되는 경우 이를 어

재판부는 범죄를 저지른 MLC 부대를 벰바가 실

떻게 해결해야 하느냐가 문제가 되었다.7) 결국 전

효적으로 통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의거하여4) ICC
1) The Prosecutor v. Jean-Pierre Bemba Gombo, ICC-01/05-01/08,
Trial Chamber III, Judgment pursuant to Article 74 of the
Statute (21 March 2016) (이하, 1심재판부).
2) 1962년 11월 4일 콩코민주공화국에서 태어난 벰바는 MLC
의 의장이자 MLC의 군사조직으로 약 2만 명의 민병이 소속
되어 있었던 ‘콩코해방군’(the Armée de libération du Congo;
이하, ALC)의 최고사령관이자 소장(Divisional General)이
었다. 1심재판부, supra note 1, paras. 1, 384-393.
3) 1심재판부, supra note 1, paras. 656, 694-695.
4) 해당 범행이 저질러지고 있는 기간 중 벰바는 범행현장이
었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아닌 콩코민주공화국에 있었
지만 MLC의 의장이자 ALC의 최고사령관으로서 군대에
대한 임명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MLC의 재정관리
와 함께 MLC에 작전명령도 내리고 있었다. 이에 관하여
1심재판부는 벰바가 실효적인 보고 제도를 통하여 범행이
저질러진 기간 중에도 당시 현장의 지휘관과 연락을 취하
기 위한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있었고 부대가 완전하게 후
퇴하였던 적어도 3개월 전에 MLC가 살인, 강간 및 약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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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렀다는 것을 해당 부서로부터 보고받고 있었다고 판단
하였다. 또한 1심재판부는 범행 기간 동안 MLC가 해당 범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고 보도한 미디어가 다수 존재하였고
벰바가 관련 보도를 매우 쉽게 접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Ibid., paras. 697, 706-707, 717.
5) ICC, “Case Information Sheet- Situation in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The Prosecutor v. Jean-Pierre Bemba Gombo” (March
2019), p. 1.
6) 그러나 이후 2018년 6월 8일 항소심재판부는 1심재판부의 유
죄결정을 뒤집고 벰바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The Prosecutor
v. Jean-Pierre Bemba Gombo, ICC-01/05-01/08, Appeals
Chamber, Judgment on the appeal of Mr Jean-Pierre Bemba
Gombo against Trial Chamber III’s “Judgment pursuant to
Article 74 of the Statute” (8 June 2018) (이하, 항소심재판부).
7) The Prosecutor v. Jean-Pierre Bemba Gombo, ICC-01/05-01/08,
Pre-Trial Chamber II, Decision Pursuant to Article 61(7)(a)
and (b) of the Rome Statute on the Charges of the Prosecutor
Against Jean-Pierre Bemba Gombo (15 June 2009) (이하, 전
심재판부).

ICC규정 제25조 제3항 (a)호와 제28조의 관계 - 벰바 사건 판결내용을 중심으로 -

심재판부는 ICC규정 제25조 제3항 (a)호의 정범의

28조의 상급자책임 역시 국제범죄에 책임있는 지

적용을 부정하였고 1

도자들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중요한 범죄참가형

심 재판 단계에서는 ICC규정 제28조 상급자책임

태 중 하나이다.12) 따라서 ICC규정 제25조 제3항

한 형태인

공동범죄실행8)의

에만 근거하여 벰바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의 정범과 공범이라는 범죄참가형태와 제28조의

동 논문은 벰바 사건 판결내용을 중심으로 ICC

상급자책임이 동시에 성립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

규정 제25조 제3항 (a)호의 정범의 책임과 제28조의

어떠한 귀책형태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상급자책임원칙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양자의 관

이러한 논의가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계를 어떻게 고려해야 좋은지 즉, 두 책임의 적용상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정범과 공범의

우열관계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동시에 성립할 수

책임과 상급자책임이 동시에 성립되는 경우 국제

있는지 분석한다. 또한 두 책임의 차이가 ICC 재판

형사재판소가 어떻게 해석하였는지에 대해 설명

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 본다.

한다.

1. 임시(ad hoc) 재판소의 판례

II. 국제형사재판소 판례에서의 정범의
책임과 상급자책임원칙의 관계

임시(ad hoc) 재판소는 정범과 공범의 책임(ICTY
규정 제7조 제1항)과 상급자책임(ICTY규정 제7

ICC에서 처음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진 루방가

조 제3항)13)이 동시에 성립하여 경합하는 경우 둘

사건9) 이후 ICC규정 제25조 (a)호부터 (d)호까지

다 함께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14) 그러나

의 범죄참가형태는 용어상의 단순한 구별에 머무

이후의 ICTY 및 ICTR 항소심 재판부는 정범과

르지 않고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는 것으로 이해되

공범의 책임이 상급자책임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

고 있다.10) 그리고 정범에 대해서는 공범보다 더
무거운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정범과 공범
간 계층이 존재한다고 해석되었다.11) ICC규정 제
8) ‘공동범죄실행’(co-perpetration)이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국
제형사법상 개인의 형사책임과 관한 우리나라 선행논문
들에서는 공동정범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ICC가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범행지배이
론(control over the crime)이 범죄를 직접 저지르지 않은
사람에게도 ‘실행’(perpetrate)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국
제형사법상 정범의 중요한 특징이므로 그 의미를 강조하
여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9) The Prosecutor v. Thomas Lubanga Dyilo, ICC-01/04-01/06,
Trial Chamber, Judgment pursuant to Article 74 of the Statute
(14 March 2012) (이하, 루방가 사건 1심재판부).
10) 루방가 사건 1심재판부와 항소심재판부는 ‘기여’를 강조하
고 있는데 ICC규정 제25조 제3항 (a)호에서 (d)호까지의 각
각의 귀책형태에 필요한 기여도를 비교했을 경우 (a)호에서
의 기여는 나머지 (b)-(d)호까지의 기여보다도 필연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정범과 공범이 구별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Ibid., paras. 996-997, 999; The Prosecutor v.
Thomas Lubanga Dyilo, ICC-01/04-01/06, Appeals Chamber,
Appeals Chamber Confirms Sentence (1 December 2014)
(이하, 루방가 사건 항소심재판부), para. 462.

11) Ibid., 루방가 사건 항소심재판부, para. 462.
12) 박미경, “국제형사법상 정범 개념의 우리나라 이행법률에
의 적용가능성” 뺷법학연구뺸, 통권 제59집 (2019), p. 191.
13) ICTY규정 제7조 제3항과 ICTR규정 제6조 제3항은 거의
유사하게 상급자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상기 임시
(ad hoc) 재판소들의 규정은 지휘관 등 상급자는 그 부하
가 전쟁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거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
을 알았거나 ‘알 이유가 있었다면’(if he knew or had reason
to know) 상급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상급자
책임은 다른 사람의 행동들을 억제하는 데 실패한 것에
근거한 ‘부작위 책임’(omission liability)이다. 이처럼 ICTY
규정 제7조 제3항과 ICTR규정 제6조 제3항에서 상급자의
특별한 부작위 책임이 규정된 것은 전쟁범죄의 대부분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14) Milošević는 기소된 범죄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아 제7조
제1항 상의 책임과 함께 하급자가 실행한 범죄의 부작위와
관련한 제7조 제3항의 책임 역시 인정되어 ICTY에 기소
되었다. ICTY, Case Information Sheet, “‘Kosovo, Croatia
& Bosnia’ (IT-02-54), Slobodan Milošević” <http://www.
icty.org/x/cases/slobodan_milosevic/cis/en/cis_milosevic_slo
bodan_en.pdf>, pp. 4-5; 그 외에도 Prosecutor v. Mucić et
al., IT-96-21-T, Judgment of 16 November 1998, paras.
1221-1222; Prosecutor v. Kajelijeli, ICTR-98-44A-T, Judgment
and Sentence of 1 December 2003, paras. 842-843, 905-906
참조.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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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즉, 동일한 행동에 근거한 동일한 죄목

조 상급자책임원칙 역시 종래의 상급자책임원칙

에 있어 정범과 공범의 책임 및 상급자책임 양자

과는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20) 그러나 정범과 공

를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

범이라는 범죄참가형태와 상급자책임이라고 하는

으며 만약에 둘 다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내린다면

귀책형태가 구분되는 큰 구조 자체는 ICC에서 그

해당 판결이 무효가 되는 법적 오류가 발생할 여

대로 적용되었으며 이는 ICC규정 제25조 제3항과

지가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15) 따라서 정범과 공

제28조에 각각 반영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벰바

범의 책임과 상급자책임이라는 범죄참가형태가 요

사건 전심재판부와 1심재판부가 ICC규정 제28조

구하고 있는 법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부분에서 ICTY와 ICTR

재판소는 정범과 공범의 책임에만 의거하여 유죄

의 상급자책임에 관한 판례를 다수 인용한 것이

판결을 내리지 말고 상급자책임으로서의 피고인

아닐까 생각된다.

의 지위를 양형 시 가중 요인으로서 고려해야 한

2. ICC의 입장 – 벰바 사건

다고 판시하였다.16)
물론 ICTY규정과 ICTR규정은 ICC규정과 규
범적인 구조상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ICTY

소추관실은 벰바를 인도에 반한 죄의 강간(제7

와 ICTR의 판례가 ICC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는

조 제2항 (g)호), 전쟁범죄의 강간(제8조 제2항 (e)

없다.17) ICTY와 ICTR의 정범 유형인 공동범죄집

호 (vi)), 인도에 반한 죄의 고문(제7조 제1항 (f)호),

단(Joint Criminal Enterprise, 이하

JCE이론)18)은

전쟁범죄의 고문(제8조 제2항 (c)호 (i)), 전쟁범죄

ICC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19) ICC규정 제28

의 개인의 존엄 침해(제8조 제2항 (c)호 (ii)), 전쟁
범죄의 살인(제8조 제2항 (c)호 (i)), 인도에 반한

15) Prosecutor v. Blaškić, IT-95-14-A, Judgment of 29 July
2004, paras. 91-92; Prosecutor v. Kajelijeli, ICTR-98-44A-A,
Judgment of 23 May 2005, para. 81.
16) ICTY의 Kvočka et al.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JCE이론과
상급자책임원칙의 법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판결
은 오직 제7조 제1항에 근거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상
급자로서의 지위에 따른 책임은 가중적 양형의 요건으로
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Prosecutor v. Kvočka
et al., IT-98-30/1-A, Judgment of 28 February 2005, para.
104; Prosecutor v. Blaškić, IT-95-14-A, Judgment of 29 July
2004, paras. 91-92.
17) 이는 관습국제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 임시(ad hoc)재판소
와 국제조약을 설립근거로 하고 있는 ICC와는 근본적인 차
이가 존재하며 이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ICC
규정 제21조 제1항에는 ICC에 적용되는 제1차적 법원은
ICC규정이며 국제법의 원칙 및 규칙은 이 같은 조약상
규정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제2차적 법원으로서 적용된다
고 규정되어 있다. Gerhard Werle, in cooperation with Boris
Burghardt et 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2nd ed. (T.M.C. Asser Press, 2009), p. 176.
18) JCE이론에 대해서는 최태현, 박미경, “JCE이론의 주요 내
용과 그에 대한 비판” 뺷법학논총뺸, vol. 31, no. 2 (2014)
참조.
19) 카탕가 사건 전심재판부는 ICC의 관할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는 임시(ad hoc) 재판소의 관습국제법이 아니라 ICC
규정이라고 판단하였다. Prosecutor v. Katanga and Ngudjolo
Chui, ICC-01/04-01/07, Pre-Trial Chamber I, Decision on
the confirmation of charges (30 September 2008), para.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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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살인(제7조 제1항 (a)호), 전쟁범죄의 약탈
(제8조 제2항 (e)호 (v)) 등 8가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ICC규정 제25조 제3항 (a)호의 정범의 한
형태인 공동범죄실행(co-perpetration)과 제28조의
상급자책임으로 기소하였다.21) 그러나 전심재판
부는 벰바의 범죄참가형태를 상급자책임으로 시
사하면서22) 벰바의 범죄참가형태가 정범인 공동
20) ICTY규정에는 상급자책임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저질렀
거나 저질러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상급자의 인식 또는
알아야 할 이유가 있을 것”(the superior’s knowledge or
having reason to know that a criminal act was about to be
committed or had been committed)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ICC규정에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거나 저지르려
고 한다는 사실을 상급자가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것” (the
military commander or person either knew or should have
known that the forces were committing or about to commit
such crimes)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ICC규정에는 “하
급자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한 결과로서의”(as a result
of his or her failure to exercise control property over such
subordinates)라고 하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다.
21) The Prosecutor v. Jean-Pierre Bemba Gombo, ICC-01/05-01/
08-136-AnxA, (1 October 2009), pp. 26-30.
22) 전심재판부, supra note 7, paras. 15, 46, 341.

ICC규정 제25조 제3항 (a)호와 제28조의 관계 - 벰바 사건 판결내용을 중심으로 -

범죄실행인지, 상급자책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거의 ‘확실하다’는 인식까지는 상급자책임에 요구

되었다.23)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28조 (a)호의 경우 제25
조 제3항 (a)호의 주관적 요건과 비교할 때 그 기

1) 주관적 요건
전심재판부는 공동범죄실행의 적용은 부정하고
상급자책임에 근거하여 범죄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이때 공동범죄실행의 객관적 요건에 대해서는 거
의 검토하지 않은 채 주관적 요건만을 검토하였
다.24) ICC의 정범의 책임 성립요건 중 주관적 요
건은 ICC의 주관적 요건에 관한 일반규정인 ICC
규정 제30조가 적용되지만 제28조는 개별적인 주
관적 요건을 가지고 있다.
ICC규정 제25조 제3항 (a)호의 주관적 요건은
ICC 관할권 내의 모든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주관
적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ICC규정 제30조
에 의거한다. 동 규정에 따라 공동범죄실행이 성
립되기 위해서는 범죄의 결과 발생을 ‘의도’하거
나 범죄의 결과가 ‘통상적인 경과에 따라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는 경우, 즉 결과의
발생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범죄실행의 주
관적 요건 기준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ICC 실무상 제28조 (a)호 (ii)의 주관적
요건은 제30조 제1항의 ‘특단의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30조에 의거하지 않고 별도의 주관적 요
건을 가지고 있다. 제25조 제3항 (a)호의 경우처럼
‘범죄의 결과가 통상의 성립으로 발생하는 것’ 즉,
23) 정범의 책임과 상급자책임의 관계에 대해서는 루방가 사
건에서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기는 하다. 루방가 사건 전
심재판부는 제25조 제3항 (a)호와 그 이외의 범죄참가형태
즉, 동조 (b)호부터 (d)호, 제28조를 크게 구별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으나 각각의 우월성 등에 대해서는 자세하
게 설명하지 않았다. 동 사건 1심재판부 판결에서도 제25
조 제3항과 제28조의 범죄참가형태에 따른 형사책임에 차
이가 있다는 것은 지적하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을 단순히
언급하고 있을 뿐이며 전심재판부 결정에서와 마찬가지
로 명확한 차이가 무엇인지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Prosecutor
v. Lubanga Dyilo, ICC-01/04-01/06, Pre-Trial Chamber I,
(29 January 2007), para. 320; 루방가 사건 1심재판부, supra
note 9, para. 977.
24) 전심재판부, supra note 7, para. 350.

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25)
ICC규정 제28조 제1항은 상급자책임원칙의 주
관적 구성요건으로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고’(knew
or should have known)라고 하여 지휘관의 인식
(knowledge) 또는 과실(negligence)을 기준으로 하
고 있다.26) 즉, 지휘관은 그의 통제하에 있는 군대
가 전쟁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거나 저질렀다는 것
을 실제로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고, 그 군대가 전
쟁법을 준수하도록 하거나 전쟁범죄를 저지른 하
급자를 처벌하는 데 필요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
하지 않으면 그 지휘관에게 책임이 추궁된다. 따
라서 ICC규정 제28조상의 상급자책임이 성립되
기 위한 주관적 구성요건은 ‘인식’(knowledge) 또
는 ‘과실’(negligence, should have known)이라고
할 수 있다.27) 지휘관은 그 부하가 전쟁범죄를 저
지르려고 한다거나 저지른 것을 인식하였지만 범
죄의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지게 된다. ‘인식’은 특정 행위의 성질
을 알거나 특정 상황의 존재를 아는 것 즉, 특정
행위가 특정 결과를 초래할 것이 실질적으로 확실
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28)
상술한 주관적 요건의 기준을 고려하여 전심재
판부는 해당 범죄가 통상의 성립으로 거의 확실한
결과로서 저질러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는 점
을 벰바가 의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25) Ibid., para. 354; 상급자책임의 주관적 요건은 상급자책임
이론에서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이다. 특히
상급자가 부하의 범죄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적용
되는 주관적 요건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하
는 것은 매우 어렵고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ICC규정 제28
조는 군대 지휘관과 민간인 상급자를 구분하여 주관적 요
건을 규정하고 있어 ICC규정 제30조의 주관적 요건보다
낮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김기준, 뺷국제형사법뺸 (박영
사, 2017), pp. 248-249.
26) 김영석, “전쟁범죄에 있어서 군사지휘관 및 기타 상급자
의 책임에 관한 고찰” 뺷인도법논총뺸, 제25호 (2005), p, 204.
27) Ibid.
28) Ibid.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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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규정 제30조의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

요건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33) 제30조에 의거

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전심재판부는 벰

한 범죄의 결과 발생과 관련하여서도 ‘인식’ 이외

바의 범죄참가형태가 공동범죄실행에 해당하지

의 공동범죄실행의 주관적 요건은 거의 분석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29)

않았다. 즉, 해당 범죄에 대한 공통의 계획을 실행
하는 데 있어 다른 공동범죄실행자들과 공동으로

2) 제25조 제1항 (a)호와 제28조의 적용 관계
전심재판부는 해당 범죄에 있어서 벰바가 ICC
규정 제25조 제3항 (a)호의 ‘공동범죄실행자’로서
의 형사책임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
를 확립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는 한 해당
피의자의 형사책임을 ICC규정 제28조에 의거하
여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
다.30) 즉, 제25조 제3항 (a)호의 ‘공동범죄실행’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만 제28조의 상급자책임
원칙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31) 이는
범죄참여형태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제25조 제

해당 범죄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 상황에 대한 피
의자의 인식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을 뿐이다.34)
국제형사재판의 체계가 범죄가 실행된 이후 그
에 대한 책임추궁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위급 지도자들을 처벌하는 데 있어 적절한 판단
을 내리기 위해서는 범죄참가형태를 제대로 검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석기준론이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재판부가 제30조만이 아닌
다른 주관적 요건이나 객관적 요건과 같은 다양한
관점에서 제25조 제3항 (a)호와 제28조의 범죄참
가형태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3항 (a)호가 제28조보다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ICC가 제25조 제3
항 (a)호를 제28조보다 우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1심재판부는 제25조 제3항과 제28조의
우열관계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았다. 1
심재판부는 지휘관 자신이 저지른 범죄뿐만 아니
라 ‘자신의 실효적인 권위와 통제하에 있는 군대
가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그 군대를 적절하게 통
제하지 못한 결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는
ICC규정 제28조를 인용하면서 “제28조는 제25조
제3항과는 다른 ‘독자적인(sui generis) 귀책형태’
로서 판단해야 한다”32)고 지적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전심재판부는 ICC가 제25조 제3항 (a)호를 제28
조보다 우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면서도 벰바의
범죄참가형태를 고려할 때 공동범죄실행의 객관적

29)
30)
31)
32)
34

전심재판부, para. 372.
Ibid., paras. 342, 402.
Ibid., para. 403.
1심재판부, paras. 17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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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정범이 상급자책임보다 우월하다고
본 전심재판부 결정에 대한 검토
상술한 바대로 전심재판부는 ICC가 제25조 제3
항 (a)호의 정범이 제28조 상급자책임보다 우월하
다고 판단하고 있으면서도 벰바의 경우는 정범인
공동범죄실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벰바가 공동범죄실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을 내린 과정은 지적한 바대로 문제의 소지가 있
다고 생각되지만, 정범이 상급자책임보다 우월하
다고 판단한 것은 국제형사법의 관점에서 볼 때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1. ‘범행지배이론’
ICC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근거가 되는 ‘범행
33) 전심재판부는 “현재 공개된 증거에 근거할 때 공동범죄실
행의 객관적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다”라고 결정하였다. 전심재판부, supra note 7, para. 350.
34) Ibid., paras. 37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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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이론’에 따르면 정범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

해석은 ICC규정의 형식적인 차이만 고려한 것이

으로든 범죄행위 그 자체를 지배/통제(control)하

아니라 이하에서 설명하는 바대로 범죄참가형태

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상급자책임에 있어 상

의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이라는 내용적인

급자가 지배/통제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부하

차이도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뿐 범죄행위 그 자체는 아니다. 예를 들어 상급
자가 직접적으로 범죄실행행위에는 가담하지 않

3. 객관적 요건

았다고 하더라도 범죄실행의 준비 단계에서 협력
하였다거나 조직지배를 활용하여 범죄행위 그 자

정범과 공범이라는 범죄참가형태와 상급자책

체를 지배하고 있었다면 ICC규정 제28조의 상급

임을 구별할 때 해당 범죄행위가 실행에 의한 것

자책임이 아닌 제25조 제3항 (a)호의 공동범죄실

인지 부작위에 의한 것인지 외형적인 형태만을 고

행 또는 간접범죄실행으로 책임추궁이 이루어질

려한다면 이 둘을 확실하게 구별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즉, 군대를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있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1심재판부는 “특정한 상황

다고 하더라도 상술한 바와 같이 범죄행위를 지

에서 지휘관의 행위가 하나 이상의 책임형태의

배하지 않은 상급자의 경우에는 범죄 그 자체에

객관적 요건을 충족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

본질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는

고 있다”37)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제25조 제3

없다.

항과 제28조의 객관적 요건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

범죄행위 그 자체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다는 것을 의미한다.38) 그러므로 ICC규정 제25조

하고 있는 정범과 범죄행위 그 자체에 본질적으로

제3항은 실행에 근거한 책임, 제28조는 부작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지 않은 정범 이외의 자를

근거한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무조건적으로

동등한 입장에 놓고 논의할 수는 없다. 1심재판부

단정해서는 안된다.

판결에서 오자키(尾崎久仁子）판사는 “제28조에

상급자책임의 유형 중에는 범죄실행 이후에는

근거한 책임추궁은 해당 범죄의 객관적 요건 그

상급자가 기여할 수 없는 유형이 있다. 전심재판

자체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부와 1심재판부는 제28조 (a)호 (ii)에서 제시하고

좀 더 소극적인 성질(inherently of a more passive

있는 3가지 의무가 범죄실행의 다른 단계에서 발

nature)의 것을 의미하며 ICC의 관할권 범위 내에

생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39) 범죄의 억지와

있는 범죄를 방지하거나 저지하는 것에 좀 더 초점

처벌의 회부는 범죄실행 이후에 발생하는 책임추

을 맞추고 있다”고 개별의견에서 설명한 바 있다.36)

궁의 근거라고 설명하고 있다.40) 부하의 범죄에
대한 예방을 할 의무는 범죄의 준비단계부터 범죄

2. 제28조의 해석
ICC규정 제28조는 “재판소의 관할범죄에 대하
여 ICC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의 다른 근거에 추가
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을 근거로 ICC
규정 제28조의 상급자책임은 제25조 제3항의 정
범과 공범 이외의 보충적인 범죄참가형태를 규정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36) 1심재판부, Separate Opinion of Judge Kuniko OZAKI, para. 6.

의 완전 실행(완성) 이전 단계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이며, 처벌의 회부는 범죄실행 이후에 관
37) 1심재판부, supra note 1, para. 174.
38) 학설상으로도 제25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참가형
태 중 (b)호의 ‘명령’(order)이라는 한 가지 기준을 제외하
면 ‘실행’뿐만이 아닌 ‘부작위’에 의한 귀책형태도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Kai Ambos, Treaties on
International Criminal Law: Volume 1: Foundations and
General Part (Oxford, 2013), pp. 190-191.
39) 전심재판부, supra note 7, para. 436.
40) 전심재판부, supra note 7, paras. 442, 437-438; 1심재판부,
supra note 1, paras. 202-209.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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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즉, 상급자가 부하
의 범죄실행 이후에 해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처벌을 하지 않았거나 수사나 처벌을 위한 회부를
하지 않은 경우 상급자는 제28조에 따라 형사책임
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ICC 핵심범죄 그 자체
의 실행에는 기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급자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에는 범죄실행 이후의 관련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책임추궁이 가
능하게 된다. 그러나 ICC규정 제25조 제3항 (a)호
-(d)호의 정범과 공범의 유형에서는 범죄 그 자체
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기여’나 ‘실질적인 기여’
또는 ‘기타 방법으로 기여’라는 형태로 범죄실행
이전에 인과적으로 어떠한 기여를 해야 한다. 따
라서 핵심범죄의 객관적 요건인 상급자의 부작위
와 부하에 의한 범죄실행 간의 인과관계라는 관점
에서 정범과 상급자책임을 비교한다면 정범과 공
범의 경우에는 범죄에의 사전적인 기여가 존재해
야 하므로 상급자책임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실행의 종속성’ 역시 고려되어
야 할 것이다. 정범의 경우에는 미수에 대하여 단
독처벌이 가능하지만 공범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범에 대한 처벌의 전제조건은 어디까지

4. 주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의 경우에는 상급자책임의 주관적
요건보다 정범과 공범의 주관적 요건이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ICC규정 제25조 제3
항 (a)호의 정범과 공범의 경우에는 상술한 바대
로 ICC규정 제30조 주관적 요건의 일반적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상급자책임의 경우에는 별도
의 주관적 요건을 가지고 있는데 제28조 (a)호 (i)
에서 규정하고 있는 ‘알았거나’ 및 ‘알았어야 할
것’이라는 기준이다. 그러므로 현재 ICC 실무상
제25조 제3항과 제28조가 동시에 성립되는 경우
제30조의 인식적 요건은 기본적으로 제25조 제3
항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참가형태인 정범과 공범
에만 적용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ICC규정 제30조의 적용 여부는 정범과 상급자
책임의 주관적 요건에 있어 큰 차이를 야기한다.
현재 ICC의 실무상 상급자책임을 추궁하는 경우
요구되고 있는 인식은 정범의 책임추궁 시 요구되
는 제30조의 인식보다 그 정도가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결과 주관적 요건의 측면에서도 정범
의 경우가 상급자책임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정범의 범죄실행 착수이다.41) 정범과 공범뿐만
아니라 상급자책임 역시 자신의 부하가 범죄를 실
제로 저지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상급자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정범인 부하
에 대한 상급자의 실행 종속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행의 종속성’ 이론에서는 정범만
이 범죄에 대한 기본적인 범죄참가형태로 인정되
고 있고 규범적으로 다른 범죄참가형태보다 정범
이 가장 무거운 비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
고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실행의
종속성이라는 관점에서도 정범은 상급자책임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1) 오영근, 뺷新 형법입문뺸 (박영사, 2009), pp. 162-164; 오정
용, “간접정범과 정범우위성에 관한 연구” 뺷원광법학뺸
(2015), p.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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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정범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경우 그
영향
정범의 책임이 상급자책임보다 우월하다고 한
다면 이는 재판의 지침이 되어야 하며 양형 단계
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정범의 책
임과 상급자책임이 동시에 문제가 되었으나 정범
으로 판단되었다면 양형 시 ‘범죄의 중대성’에 대
한 평가와 함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간주되어
야 할 것이다.42)
42) Gerhard Werle, Boris Burghardt, “Establishing Degrees of
International Criminal Responsibility – Modes of Participation
in Article 25 of the ICC Statute”, Pluralism in International

ICC규정 제25조 제3항 (a)호와 제28조의 관계 - 벰바 사건 판결내용을 중심으로 -

양형과 관련하여서는 ICC규정 제78조가 중요

공동범죄실행 즉 정범으로 유죄가 된 루방가의 구

한 의미를 가진다. 동조 제1항에는 “형을 결정함에

금형은 14년이었으나 상급자책임으로 유죄가 된

있어 재판소는 절차 및 증거규칙에 따라 범죄의

벰바는 18년의 구금형을 선고받았다. 물론 루방가

중대성 및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개별적 정황 등의

와 벰바의 양형의 차이가 범죄참가형태에만 의거

요소를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ICC의

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며 다른 여러가지 제반 상황

‘절차 및 증거에 관한 규칙’ 제145조 제1항 (c)호는

들도 고려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정범과 상급자책

“제78조 제1항에 따라 양형할 때, 유죄판결을 받

임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반론

은 사람의 가담의 정도에 따라서 형을 결정한다”

적 측면에서의 평가 기준으로서 제시하는 것이다.

고 설명하고

있다.43)

그러므로 동일한 행동에 근거한 동일한 죄목이라

양형 시 고려해야 할 기준에 대하여 ICC규정은

면 정범이 상급자책임보다 규범적으로 더 무거운

‘가담의 정도’를 양형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차이가 양형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제25

에도 반영되어야만 한다고 생각된다.

조와 제28조 및 제78조에서는 양형 시 범죄참가형
태를 고려해야 한다거나 어떠한 일정한 범죄참가
형태가 명확하게 형을 가중하거나 경감한다 등의

V. 결론

내용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범과 상급자책
임과의 관계에 대한 가치적인 선례나 기준이 존재

벰바 사건 1심재판부는 제25조 제3항과 제28조

한다면 재판관의 재량에 제한을 가하는 역할을 할

의 형사책임, 즉 정범과 상급자책임을 구분해야 한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범죄참가형태 간의 서열

다는 것을 다른 재판부처럼 반복하여 확인하고 있

화나 단계화가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일반화된다

는 것에 그치고 있기는 하지만 제25조 제3항 (a)호

면 과도한 양형이 부과될 여지는 낮아지고 더욱

가 제28조에 우월하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전심재

투명하게 양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판부 결정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정범과 상급자책임의 차이는 양형 시 반

상술한 바와 같이 정범의 성립요건은 상급자책

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

임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 구체적인 사실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

이는 정범에 근거한 책임추궁이 상급자책임에 근

건 정범이 상급자책임보다 중요한 것으로 고려되

거한 책임추궁의 비난가능성이 무겁다는 것을 시

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ICC에서

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범과 상급자책임의
적용이 동시에 문제가 되는 경우 정범인지의 여부

Criminal Law, Elies van Sliederegt, Sergey Vasiliev (eds.)
(Oxford, 2014), pp. 306-314.
43) ICC 절차 및 증거규칙 제145조 1. 제78조 첫 번째 문단에
따라 선고를 결정 할 때, 재판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c) 특히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들에게 입힌 피해
등 유발된 손해의 범위를 고려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행동
의 성질,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 한 수단;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가담의 정도(degree of participation); 의도의 정도
(degree of intent); 방법과 시간 장소의 상황;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나이, 교육,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정
도 등; 그러므로 ICC는 선고의 결정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가담의 정도(degree of participation)와 의도의
정도(degree of intent)를 고려할 것을 명시적으로 제시하
고 있는 것이다.

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만 하며 정범에 해당되
지 않는 경우에 상급자책임의 적용가능성이 발생
하는 순서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심재판부에서 공동범죄실행과 상급자책임 중
어떠한 범죄참가형태를 선택해야 하느냐의 기준
이 된 것은 ICC규정 제30조이다. 현재 ICC 실무상
정범의 경우에는 제30조 규정에 따라야 하지만 상
급자책임은 별도의 주관적 요건 기준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ICC규정 제30조의 채택 여부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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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참가형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영향을

목에서 정범의 책임은 상급자책임보다 규범적으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참가형태에

로 좀 더 무겁다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

대한 성립여부는 범죄실행 이후에 대부분 검증이

은 규범적인 차이는 양형의 결정 시 반드시 반영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어야만 할 것이다. 앞으로 ICC가 제25조 제3항과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범과 상급자책임의 관계

제28조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두 범죄

를 주관적 요건에서의 관점뿐만이 아니라 좀 더

참가형태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그 해석 기준이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좀 더 명확하게 제시될 것인지 관련 내용을 확인해

생각된다. 그리고 동일한 행동에 근거한 동일한 죄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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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총회 문서

I. 주요 결의

2019년 5월 9일, 유엔 총회는 지속가능 목표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바다･해양자원 보존

제73차 유엔 총회 회기 중 2019년 5월부터 2019

과 지속가능한 사용”의 이행 지원을 위한 2020 유

년 9월 초 사이에 채택된 국제법 관련 주요 결의는

엔 고위급 회의 개최를 2020년 6월 2일부터 6일까

다음과 같다.

지 리스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는 결의를 채택
하였다. 총회는 동 결의를 통해 목표 14의 이행을

- 지속가능목표 14(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

바다･해양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의 이

하고. 목표 14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추가적 수

행 지원을 위한 2020 유엔회의에 관한 결의

단과 방법을 고안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동 결

(A/RES/73/292)
- 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 기념에 관한 결의
(A/RES/73/301)

의의 부속서를 통해 2020년 리스본 회의의 임시
의제, 회의 진행 업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 고문 없는 무역으로: 가능한 공통 국제 표준에
대한 타당성, 범위 및 매개 변수 조사에 관한
결의(A/RES/73/304)

II. 주요 내용
1. 지속가능목표 14(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바다･해양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의 이행 지원을 위한 2020 유엔회의에
관한 결의(2020 United Nations
Conference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4: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s,
seas and marine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RES/73/292)

2. 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 기념에 관한
결의(Commemoration of the
thirtieth anniversary of the
adop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RES/73/301)
2019년 6월 20일, 유엔 총회는 역사상 가장 비
준국 수가 많은 인권조약인 아동권리협약 채택 30
주년을 축하하며, 2019년 9월 25일에 아동권리협
약 채택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고위급 행사를
개최하기로 결정하는 결의를 채택하고, 이 행사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표단에 포함시키도록 권장
하였다. 총회는 또한 회원국들이 이 행사에서 아동
의 권리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강화하기
위해 각국의 경험을 공유할 것을 장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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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문 없는 무역으로: 가능한 공통 국제
표준에 대한 타당성, 범위 및 매개 변수
조사에 관한 결의(Towards torturefree trade: examining the
feasibility, scope and parameters
for possible common international
standards, A/RES/73/304)

엔 사무총장에게 (a)사형, (b)고문 또는 잔인하고

2019년 6월 28일, 유엔 총회는 “고문 없는 무역

되는 물품의 수입, 수출 및 이동에 관한 공통 국제

으로: 가능한 공통 국제 표준에 대한 타당성, 범위
및 매개 변수 조사”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동
결의에서 총회는 2017년 12월 19일에 채택한 유
엔 총회 결의 72/163에서 당사국에게 고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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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
는 처벌의 목적 이외에 실질적인 용도가 없는 장비
의 생산, 무역, 수출, 수입 및 사용을 방지 및 금지
하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입법, 행정, 사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에 사용
표준을 수립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의 타당성 및
가능한 범위에 대한 회원국의 견해를 구하도록 요
청하고, 이 주제에 관한 보고서를 제44차 회기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UN 안전보장이사회 문서

I. 주요 결의

하여 인도주의 인력의 안전하고 방해받지 않는 접
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사무총장에

2019년 6월부터 2019년 8월 사이에 안전보장이

게 무력충돌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보고서에 하부

사회가 채택한 국제법 관련 주요 결의는 다음과

주제로 무력충돌로 인한 실종자 문제를 포함시키

같다.

고, 12개월마다 결의 이행에 관해 안보리에 보고
할 것을 요청하였다.

- 무력충돌시 민간인 보호-무력충돌로 인한 실
종자 관련 결의(S/RES/2474(2019))
- 키프로스 상황 관련 결의(S/RES/2483(2019))
- 말리 상황 관련 결의(S/RES/2480(2019))
- 중동 상황 관련 결의(S/RES/2481(2019))

2. 키프로스 상황 관련 결의(The situation
in Cyprus, S/RES/2483(2019))
2019년 7월 25일, 안보리는 유엔 키프로스 평화
유지군(UNFICYP)의 임무를 2020년 1월 31일까
지 추가 연장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안보리는 동

II. 주요 내용
1. 무력충돌시 민간인 보호-무력충돌로 인한
실종자 관련 결의(Protection of
civilians in armed conflict Missing persons in armed conflict,
S/RES/2474(2019))
2019년 6월 11일, 안보리는 무력충돌 상황에서
민간인 또는 기타 보호 대상자를 고의적으로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며, 국제인
도법상의 의무에 따라 모든 당사자들에게 그러한

결의에서 키프로스 주변 지중해 동부에 천연가스
탐사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 사무총장에게 긴장을 해소하기 위
한 진지한 노력을 재요구하였다. 또한 2017년 남북 키프로스 회담이 끝난 이래 합의에 대한 진전이
없었던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남-북 키프로
스 양측 및 모든 관계자들이 정치적 의지를 새롭게
하고 유엔의 감독하에 분쟁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
였다.

3. 말리 상황 관련 결의(The situation in
Mali, S/RES/2480(2019))

관행을 종식하도록 요구했다. 안보리는 또한 모든
무력충돌 당사자들이 실종자 수색과 유해 반환을

2019년 8월 29일, 안보리는 2015년 합의한 평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면서, 실종자

화협정의 이행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말리 정부

또는 실종자 유해를 수색하고 식별하는 것을 포함

에 대해서 유엔 제재를 연장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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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의에서 안보리는 유엔헌장 제7장에 따른 말
리 제재안(안보리 결의 2374 (2017))을 2020년 8
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전문가 위원회가 이행 여
부를 2020년 9월 30일까지 감독하기로 결정하였
다. 아울러 안보리는 전문가 위원회에 안보리 결의
2374의 내용을 검토한 중간보고서를 2020년 2월
29일까지, 최종보고서는 2020년 8월 15일까지 제
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4. 중동 상황 관련 결의(The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S/RES/2481(2019))
2019년 8월 29일, 안보리는 레바논의 현재 상황
이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위협에 해당한다고 결정하
고, 유엔레바논평화유지군(UNIFIL)의 임무를 2020
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안보
리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결의 1701(2006) 8항에
명시된 원칙과 요소에 기초하여 영구적인 휴전과
장기적인 해결책을 지지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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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인권이사회 문서

I. 주요 결의

Eritrea, A/HRC/RES/41/1)

인권이사회 제41차 정기회기(2019.6.24.-2019.7.12.)

2019년 7월 11일, 인권이사회는 에리트레아 인

에서 채택된 국제법 관련 주요 결의와 내용은 다음

권 상황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인권이사회는

과 같다.1)

동 결의에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에리트레
아와 사무소 간 협력의 진척 상황과 그 협력이 에

- 에리트레아 인권 상황에 관한 결의(A/HRC/
RES/41/1)
- 필리핀에서의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결
의(A/HRC/RES/41/2)

리트레아 인권 상황에 미친 영향에 관해 인권이사
회의 제43차 회기에서 구두로 발표할 것을 요청하
고, 아울러 에리트레아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
관의 임무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평화권 증진에 관한 결의(A/HRC/RES/41/4)
- 인권과 국제연대에 관한 결의(A/HRC/RES/
41/5)
-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의
측면에서 의약품 및 백신에 대한 접근에 관한
결의(A/HRC/RES/41/10)
- 모든 인권 향유에 대한 발전의 기여(A/HRC/
RES/41/19)

2. 필리핀에서의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결의(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the Philippines,
A/HRC/RES/41/2)
2019년 7월 11일, 인권이사회는 필리핀에서의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고, 필리
핀의 인권침해 혐의, 특히 시민사회 구성원, 인권
옹호자, 선주민, 언론인, 변호사 및 정치적 반대파
구성원에 대한 인권침해 혐의, 특히 살해, 강제실

II. 주요 결의의 내용
1. 에리트레아 인권 상황에 관한 결의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1) 유엔 인권이사회의 정기회기는 매년 최소 3회 이상이며, 기
간은 최소 10주 이상 개최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인권이사회
는 매년 3월(4주간), 6월(3주간), 그리고 9월(3주간)에 정기
회기를 개최하고 있다. 특별회기는 이사국의 1/3 이상의 요
구가 있는 경우에 횟수에 제한 없이 개최된다.

종, 자의적 체포 및 구금, 협박 및 박해 또는 폭력
등에 대한 혐의와 의견과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필리핀 정부에게 적법절차와 법치주의를
포함한 국제규범과 기준에 따라, 비사법적 살인과
강제실종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할 것과 가해자의 책임을 묻도
록 촉구하였다. 인권이사회는 필리핀 미첼 바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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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필리핀 인권상황에 대

공평한 공유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과 원칙임

한 종합 서면 보고서를 제44차 회기에 제출하고

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인권이사회는 국제연대

그 후에 상호대화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다.

가 현대국제법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함을 인식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3. 평화권 증진에 관한 결의(Promotion of
the right to peace, A/HRC/RES/41/4)
2019년 7월 11일, 인권이사회는 평화권 증진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고, 모든 사람은 인권의 증진과
보호 및 발전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평화를 누릴
권리가 있음을 상기하고, 국가는 평등과 비차별,
정의와 법의 지배를 존중, 이행, 증진해야 하며, 사
회 안팎으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두
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강조하였다.
인권이사회는 정부, 유엔체제 기관 및 기구, 정부
간 비정부기구 등이 평화의 권리에 관한 선언을
전파하고 그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과 이해를 증진
시키도록 권유하면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업
무 수행에 있어 평화의 권리에 대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하였다.

4. 인권과 국제연대에 관한 결의(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solidarity,
A/HRC/RES/41/5)
2019년 7월 11일, 인권이사회는 인권과 국제연
대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고, 국제연대라는 기본적
가치에 관해 밀레니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선언
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전지구적 도전은 비용과
부담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형평과 사회 정의의 기본 원칙에 따라, 그리
고 고통받거나 혜택을 가장 적게 받은 사람은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인권이사회는 또한 국제연대가 국
제원조 및 협력, 지원, 자선 또는 인도주의 지원에

5.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의 측면에서 의약품 및 백신에 대한
접근에 관한 결의(Access to medicines
and vaccines in the context of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A/HRC/RES/41/10)
2019년 7월 11일, 인권이사회는 건강권의 측면
에서 본 의약품 및 백신에 대한 접근에 관한 결의
를 채택하고, 동 결의에서 의약품 및 백신에 대한
접근이 건강권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기본 요소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저렴하고 안전하며 효과적
이고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 및 백신, 특히 필수 의
약품에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임을 강조하였다. 인권이사
회는 또한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새롭고 혁신적인
의약품 및 백신의 개발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함
과 동시에 가격과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각국이 지식재산권협정(TRIPs)
의 규정을 활용하여 저렴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이
고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 및 백신에 대한 접근을
장려할 것을 요청하였다.

6. 모든 인권 향유에 대한 발전의 기여(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to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HRC/RES/41/19)

국한되지 않으며, 국제관계, 특히 국제 경제 관계

2019년 7월 12일, 인권이사회는 모든 사람이 모

에서의 지속가능성,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평

든 인권을 향유하는 데 있어 발전의 중요한 기여를

화 공존, 동등한 파트너십, 그리고 이익과 부담의

재확인하고,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실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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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강화된다는 것을 인정하며,

and for the people) 발전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모

모든 국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여 더 나은

든 국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

인권의 향유와 성평등을 달성할 것을 촉구하였다.

해야 하며, 특히 인권의 향유를 촉진하는 2030 지

인권이사회는 또한 모든 국가에게 ‘인민의, 인민

속가능발전의제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에 의한, 인민을 위한’(of the people, by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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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사무총장 보고서

I. 국제법 관련 보고서

했다고 평가했다. 사무총장은 바다와 해양에 관한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확립하기 위해 잘 정의되고

이번호에서는 2019년 6월부터 2019년 8월 사이

광범위한 국제적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

에 발표된 국제법 관련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및

다. 사무총장은 오늘날 전례없는 바다의 위기 상황

성명을 소개한다.

에서 이를 헤쳐나갈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목
표를 언급하고 그 법적 틀은 유엔해양법협약이라

-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25주년, 당사국회의에서
의 발언
- 아동과 무력충돌에 관한 보고서

II. 주요 내용

고 설명했다. 사무총장은 해양법협약에 구현된 국
제법을 이행함으로써 해양 및 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아동과 무력충돌에 관한 보고서
(Children and armed conflict,
A/73/907–S/2019/509, 안보리에
제출, 2019년 6월 20일자 배포)

1.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25주년,
당사국회의에서의 발언(Remarks to
Meeting of State Parties to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25th anniversary of
its entry into force, 2019년 6월
17일)

을 특히 주목하고,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행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해양법협약 제27차 당사국

보호 문제도 담고 있다.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정

회의에서 해양법협약 발효 25주년을 기념하면서,

보는 유엔에 의해 정확하게 검증된 것이다. 이와

동 협약이 바다와 바다자원의 평화롭고 협력적인

관련하여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포괄적인 틀을 제공하며,

며, 2018년에 행해진 모든 위반행위를 담고 있는

또한 해양법의 점진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제공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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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제71차 회기
국제법위원회 제71차 회기가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2019년 4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그리고 7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총 11주) 개최되었다.
이번 호에는 제73차 유엔 총회에 제출된 제71차 유엔국제법위원회 보고서(A/74/10)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한다.

인도에 반하는 죄 Crimes against humanity
• 특별보고관의 제4차 보고서 및 정부, 국제기구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받은 논평과 의견을 검토.
• 전문 초안, 15개 조항 초안, 부속서 초안 및 주석으로 구성된 2회독 초안 채택
• 인도에 반하는 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조항 초안(the draft articles on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crimes
against humanity)을 근거로 유엔 총회 또는 국제회의를 통한 조약 마련을 권고

12.

With respect to the topic “Crimes against humanity”, the Commission had before it the fourth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A/CN.4/725 and Add.1), as well as comments and observations received from
Governme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others (A/CN.4/726, Add.1 and Add.2). The fourth report
addressed the comments and observations made by Governme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others on
the draft articles and commentaries adopted on first reading and made recommendations for each draft article.
13.

The Commission adopted, on second reading, the entire set of draft articles on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crimes against humanity, comprising a draft preamble, 15 draft articles and a draft annex,
together with commentaries thereto. The Commission decided, in conformity with article 23 of its statute, to
recommend the draft articles on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crimes against humanity to the General
Assembly. In particular, the Commission recommended the elaboration of a convention by the General
Assembly or by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f plenipotentiaries on the basis of the draft articles (chap.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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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제법의 절대규범 (강행규범) Peremptory norm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 특별보고관의 제4차 보고서 검토
• 23개 결론 초안, 부속서 초안 및 주석으로 구성된 1회독 초안 채택
• 유엔 사무총장을 통해 1회독 초안을 각국 정부에게 전달하고, 2020년 12월 1일까지 정부 의견 제출을 요청하기
로 결정

14. With regard to the topic “Peremptory norm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the Commission
had before it the fourth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A/CN.4/727), which discussed the question of the
existence of regional jus cogens and the inclusion of an illustrative list, based on norms previously recognized
by the Commission as possessing a peremptory character. Following the plenary debate, the Commission
decided to refer the draft conclusion proposed in the fourth report to the Drafting Committee.
15. The Commission subsequently adopted, on first reading, 23 draft conclusions and a draft annex, together
with commentaries thereto, on peremptory norm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The Commission
decided,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6 to 21 of its statute, to transmit the draft conclusions, through the
Secretary-General, to Governments for comments and observations, with the request that such comments and
observations be submitted to the Secretary-General by 1 December 2020 (chap. V).
무력충돌 관련 환경보호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relation to armed conflicts
• 특별보고관의 제2차 보고서 검토
• 28개 원칙 초안과 주석으로 구성된 1회독 초안을 채택
• 유엔 사무총장을 통해 1회독 초안을 각국 정부, UNEP를 포함한 국제기구 등에게 전달하고, 2020년 12월 1일까
지 의견 제출을 요청하기로 결정

16. With respect to the topic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relation to armed conflicts”, the Commission
had before it the second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A/CN.4/728), which discussed question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and matters related to responsibility and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Following the plenary debate, the Commission decided to refer the seven
draft principles, as proposed by the Special Rapporteur in her second report, to the Drafting Committee.
17.

As a result of its consideration of the topic at the present session, the Commission adopted, on first

reading, 28 draft principles, together with commentaries thereto, on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relation
to armed conflicts. The Commission decided,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6 to 21 of its statute, to transmit the
draft principles, through the Secretary-General, to Governme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from
the United Nations and its Environment Programme, and other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and the Environmental Law Institute, for comments and observations, with the request that such
comments and observations be submitted to the Secretary-General by 1 December 2020 (chap. VI).
국가책임의 승계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State responsibility
• 특별보고관의 제3차 보고서 검토

18.

With regard to the topic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State responsibility”, the Commission h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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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it the third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A/CN.4/731), which addressed introductory issues,
including certain general considerations, questions of reparation for injury resulting from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committed against the predecessor State as well as its nationals, and technical proposals in
relation to the scheme of the draft articles. Following the debate in plenary, the Commission decided to refer
draft articles 2, paragraph (f), X, Y, 12, 13, 14 and 15, and the titles of Part Two and Part Three, as contained
in the third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to the Drafting Committee. Upon its consideration of a first report
of the Drafting Committee, the Commission provisionally adopted draft articles 1, 2 and 5, with commentaries
thereto. Furthermore, the Commission took note of the interim report of the Chair of the Drafting Committee
on draft articles 7, 8 and 9 provisionally adopted by the Committee, which was presented to the Commission
for information only (chap. VII).
외국 형사 재판관할권으로부터 국가공무원 면제 Immunity of State officials from foreign criminal
jurisdiction
• 특별보고자의 제6차 보고서1) 및 제7차 보고서 검토

19.

With regard to the topic “Immunity of State officials from foreign criminal jurisdiction”, the

Commission had before it the sixth (A/CN.4/722) and the seventh (A/CN.4/729) reports of the Special
Rapporteur, which were devoted to addressing procedural aspects of immunity from foreign criminal
jurisdiction. In particular, the sixth report, on which the debate was not completed at the seventieth session in
2018, provided an analysis of three components of procedural aspects related to the concept of jurisdiction,
namely: (a) timing; (b) kinds of acts affected; and (c) the determination of immunity. The seventh report
completed the examination of the procedural aspects of immunity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jurisdiction and the procedural aspects of immunity; addressed questions concerning the invocation of
immunity and the waiver of immunity; examined aspects concerning procedural safeguards related to the State
of the forum and the State of the official, considered the procedural rights and safeguards of the official, and
proposed nine draft articles. Following the debate in plenary, the Commission decided to refer draft articles
8 to 16 to the Drafting Committee, taking into account the debate and proposals made in plenary. The
Commission received and took note of the interim report of the Chair of the Drafting Committee on draft article
8 ante, which was presented to the Commission for information only (chap. VIII).
법의 일반원칙 General principles of law
• 특별보고자의 최초 보고서 검토

20. With regard to the topic “General principles of law”, the Commission had before it the first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A/CN.4/732), which addressed the scope of the topic and the main issues to be addressed
in the course of the work of the Commission. The report also addressed previous work of the Commission
1) 제6차 보고서는 2018년 제70차 회기에 제출하였으나 토론이 완료되지 않아 이번 회기에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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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to general principles of law and provided an overview of the development of general principles of law
over time, as well as an initial assessment of certain basic aspects of the topic and future work on the topic.
Following the debate in plenary, the Commission decided to refer draft conclusions 1 to 3, as contained in th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to the Drafting Committee. The Commission subsequently took note of the
interim report of the Chair of the Drafting Committee on draft conclusion 1 provisionally adopted by the
Committee, which was presented to the Commission for information only (chap. IX).
해수면 상승과 국제법 Sea-level rise in relation to international law
• 본 주제를 ILC programme of work에 포함시키고 Study Group을 구성

21.

With respect to the topic “Sea-level rise in relation to international law”, the Commission decided to

include the topic in its programme of work and established a Study Group, to be co-chaired, on a rotating basis,
by Mr. Bogdan Aurescu, Mr. Yacouba Cissé, Ms. Patrícia Galvão Teles, Ms. Nilüfer Oral and Mr. Juan José
Ruda Santolaria. The Study Group held one meeting, at which time it agreed on its composition, methods and
programme of work, based on the three subtopics identified in the syllabus. The Commission subsequently
took note of the joint oral report of the Co-Chairs of the Study Group (chaps. X and XI, sect. B).
위원회의 기타 결정 사항 Other decisions and conclusions of the Commission
• “조약의 잠정적 적용”(Provisional application of treaties)의 특별보고자의 구두 보고서를 비공식 검토

22.

As regards “Other decisions and conclusions of the Commission”, the Commission took note of an ora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topic “Provisional application of treaties”, Mr. Juan Manuel Gómez
Robledo, on the informal consultations convened to consider the draft model clauses on provisional
application of treaties, and decided to annex the Special Rapporteur’s revised proposal for the draft model
clauses to the report, with a view to seeking comments from Governments in advance of the commencement
of the second reading of the draft Guide to Provisional Application of Treaties at the seventy-second session
of the Commission (chap. XI, sect. A, and annex A).

< 인도에 반하는 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2회독 초안 >
E. Text of the draft articles on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crimes against humanity
1. Text of the draft articles
44. The text of the draft articles adopted by the Commission, on second reading, at its seventy-first
session is reproduced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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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and punishment of crimes against humanity
…
Mindful that throughout history millions of children, women and men have been victims of crimes
that deeply shock the conscience of humanity,
Recognizing that crimes against humanity threaten the peace, security and well-being of the world,
Recalling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embodi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Recalling also that the prohibition of crimes against humanity is a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Affirming that crimes against humanity, which are among the most serious crimes of concer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must be prevented in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law,
Determined to put an end to impunity for the perpetrators of these crimes and thus to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such crimes,
Considering the definition of crimes against humanity set forth in article 7 of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Recalling that it is the duty of every State to exercise its criminal jurisdiction with respect to crimes
against humanity,
Considering the rights of victims, witnesses and others in relation to crimes against humanity, as
well as the right of alleged offenders to fair treatment,
Considering also that, because crimes against humanity must not go unpunished, the effective
prosecution of such crimes must be ensured by taking measures at the national level and by
enhanc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with respect to extradition and mutual legal
assistance,
…
Article 1
Scope
The present draft articles apply to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crimes against humanity.
Article 2
Definition of crimes against humanity
1.
For the purpose of the present draft articles, “crime against humanity” means any of the
following acts when committed as part of a widespread or systematic attack directed against any
civilian population, with knowledge of the attack:
(a) murder;
(b) extermination;
(c) enslavement;
(d) deportation or forcible transfer of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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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imprisonment or other severe deprivation of physical liberty in violation of fundament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f) torture;
(g) rape, sexual slavery, enforced prostitution, forced pregnancy, enforced sterilization, or
any other form of sexual violence of comparable gravity;
(h) persecution against any identifiable group or collectivity on political, racial, national,
ethnic, cultural, religious, gender, or other grounds that are universally recognized as impermissible
under international law, in connection with any act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i) en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
(j) the crime of apartheid;
(k) other inhumane acts of a similar character intentionally causing great suffering, or
serious injury to body or to mental or physical health.
2.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1:

(a) “attack directed against any civilian population” means a course of conduct involving
the multiple commission of act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gainst any civilian population, pursuant
to or in furtherance of a State or organizational policy to commit such attack;
(b) “extermination” includes the intentional infliction of conditions of life, inter alia the
deprivation of access to food and medicine, calculated to bring about the destruction of part of a
population;
(c) “enslavement” means the exercise of any or all of the powers attaching to the right of
ownership over a person and includes the exercise of such power in the course of trafficking in
persons, in particular women and children;
(d) “deportation or forcible transfer of population” means forced displacement of the
persons concerned by expulsion or other coercive acts from the area in which they are lawfully
present, without grounds permitted under international law;
(e) “torture” means the intentional infliction of severe pain or suffering, whether physical
or mental, upon a person in the custody or under the control of the accused; except that torture shall
not include pain or suffering arising only from, inherent in or incidental to, lawful sanctions;
(f) “forced pregnancy” means the unlawful confinement of a woman forcibly made
pregnant, with the intent of affecting the ethnic composition of any population or carrying out other
grave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This definition shall not in any way be interpreted as affecting
national laws relating to pregnancy;
(g) “persecution” means the intentional and severe deprivation of fundamental rights
contrary to international law by reason of the identity of the group or collectivity;
(h) “the crime of apartheid” means inhumane acts of a character similar to those referred to
in paragraph 1, committed in the context of an institutionalized regime of systematic oppression and
domination by one racial group over any other racial group or groups and committed with the
intention of maintaining that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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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n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 means the arrest, detention or abduction of persons
by, or with the authorization, support or acquiescence of, a State or a political organization, followed
by a refusal to acknowledge that deprivation of freedom or to give information on the fate or
whereabouts of those persons, with the intention of removing them from the protection of the law
for a prolonged period of time.
3.
This draft article is without prejudice to any broader definition provided for in any
international instrument, i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r in national law.
Article 3
General obligations
1.

Each State has the obligation not to engage in acts that constitute crimes against humanity.

2.
Each State undertakes to prevent and to punish crimes against humanity, which are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whether or not committed in time of armed conflict.
3.
No exceptional circumstances whatsoever, such as armed conflict, internal political
instability or other public emergency, may be invoked as a justification of crimes against humanity.
Article 4
Obligation of prevention
Each State undertakes to prevent crimes against humanity, in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law, through:
(a) effective legislative, administrative, judicial or other appropriate preventive measures in
any territory under its jurisdiction; and
(b) cooperation with other States, relevant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as
appropriate, other organizations.
Article 5
Non-refoulement
1.
No State shall expel, return (refouler), surrender or extradite a person to another State where
there are substantial grounds for believing that he or she would be in danger of being subjected to
a crime against humanity.
2.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whether there are such grounds,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take into account all relevant considerations, including, where applicable, the existence in the
State concerned of a consistent pattern of gross, flagrant or ma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or of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rticle 6
Criminalization under national law
1.

Each State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crimes against humanity co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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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ences under its criminal law.
2.
Each State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the following acts are offences
under its criminal law:
(a) committing a crime against humanity;
(b) attempting to commit such a crime; and
(c) ordering, soliciting, inducing, aiding, abetting or otherwise assisting in or contributing
to the commission or attempted commission of such a crime.
3.
Each State shall also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commanders and other
superiors are criminally responsible for crimes against humanity committed by their subordinates
if they knew, or had reason to know, that the subordinates were about to commit or were committing
such crimes and did not take all necessary and reasonable measures in their power to prevent their
commission, or if such crimes had been committed, to punish the persons responsible.
4.
Each State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under its criminal law, the fact that
an offence referred to in this draft article was committed pursuant to an order of a Government or
of a superior, whether military or civilian, is not a ground for excluding criminal responsibility of
a subordinate.
5.
Each State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under its criminal law, the fact that
an offence referred to in this draft article was committed by a person holding an official position is
not a ground for excluding criminal responsibility.
6.
Each State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under its criminal law, the
offences referred to in this draft article shall not be subject to any statute of limitations.
7.
Each State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under its criminal law, the
offences referred to in this draft article shall be punishable by appropriate penalties that take into
account their grave nature.
8.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its national law, each State shall take measures, where
appropriate, to establish the liability of legal persons for the offences referred to in this draft article.
Subject to the legal principles of the State, such liability of legal persons may be criminal, civil or
administrative.
Article 7
Establishment of national jurisdiction
1.
Each State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stablish its jurisdiction over the offences
covered by the present draft articles in the following cases:
(a) when the offence is committed in any territory under its jurisdiction or on board a ship
or aircraft registered in that State;
(b) when the alleged offender is a national of that State or, if that State considers it
appropriate, a stateless person who is habitually resident in that State’s territory;
(c) when the victim is a national of that State if that State considers it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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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ach State shall also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stablish its jurisdiction over the offences
covered by the present draft articles in cases where the alleged offender is present in any territory
under its jurisdiction and it does not extradite or surrender the person in accordance with the present
draft articles.
3.
The present draft articles do not exclude the exercise of any criminal jurisdiction established
by a State in accordance with its national law.
Article 8
Investigation
Each State shall ensure that its competent authorities proceed to a prompt, thorough and
impartial investigation whenever there is reasonable ground to believe that acts constituting crimes
against humanity have been or are being committed in any territory under its jurisdiction.
Article 9
Preliminary measures when an alleged offender is present
1.
Upon being satisfied, after an examination of information available to it, that the
circumstances so warrant, any State in the territory under whose jurisdiction a person alleged to have
committed any offence covered by the present draft articles is present shall take the person into
custody or take other legal measures to ensure his or her presence. The custody and other legal
measures shall be as provided in the law of that State, but may be continued only for such time as
is necessary to enable any criminal, extradition or surrender proceedings to be instituted.
2.

Such State shall immediately make a preliminary inquiry into the facts.

3.
When a State, pursuant to this draft article, has taken a person into custody, it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States referred to in draft article 7, paragraph 1, of the fact that such person
is in custody and of the circumstances which warrant his or her detention. The State which makes
the preliminary inquiry contemplated in paragraph 2 of this draft article shall, as appropriate,
promptly report its findings to the said States and shall indicate whether it intends to exercise
jurisdiction.
Article 10
Aut dedere aut judicare
The State in the territory under whose jurisdiction the alleged offender is present shall, if it
does not extradite or surrender the person to another State or compet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or tribunal, submit the case to its competent authorities for the purpose of prosecution. Those
authorities shall take their decision in the same manner as in the case of any other offence of a grave
nature under the law of that State.
Article 11
Fair treatment of the alleged off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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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ny person against whom measures are being taken in connection with an offence covered
by the present draft articles shall be guaranteed at all stages of the proceedings fair treatment,
including a fair trial, and full protection of his or her rights under applicabl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including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2.
Any such person who is in prison, custody or detention in a State that is not of his or her
nationality shall be entitled:
(a) to communicate without delay with the nearest appropriate representative of the State or
States of which such person is a national or which is otherwise entitled to protect that person’s rights
or, if such person is a stateless person, of the State which, at that person’s request, is willing to protect
that person’s rights;
(b) to be visited by a representative of that State or those States; and
(c) to be informed without delay of his or her rights under this paragraph.
3.
The rights referred to in paragraph 2 shall be exercised in conformity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State in the territory under whose jurisdiction the person is present, subject to the
proviso that the said laws and regulations must enable full effect to be given to the purpose for which
the rights accorded under paragraph 2 are intended.
Article 12
Victims, witnesses and others
1.

Each State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a) any person who alleges that acts constituting crimes against humanity have been or are
being committed has the right to complain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b) complainants, victims, witnesses, and their relatives and representatives, as well as other
persons participating in any investigation, prosecution, extradition or other proceeding within the
scope of the present draft articles, shall be protected against ill-treatment or intimidation as a
consequence of any complaint, information, testimony or other evidence given. Protective measures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s of the alleged offender referred to in draft article 11.
2.
Each State shall, in accordance with its national law, enable the views and concerns of victims
of a crime against humanity to be presented and considered at appropriate stages of criminal
proceedings against alleged offenders in a manner not prejudicial to the rights referred to in draft
article 11.
3.
Each State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in its legal system that the victims of
a crime against humanity, committed through acts attributable to the State under international law
or committed in any territory under its jurisdiction, have the right to obtain reparation for material
and moral damages, on an individual or collective basis, consisting, as appropriate, of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or other forms: restitution; compensation; satisfaction; rehabilitation; cessation and
guarantees of non-repetition.
Article 13
Extra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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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is draft article shall apply to the offences covered by the present draft articles when a
requesting State seeks the extradition of a person who is present in territory under the jurisdiction
of a requested State.
2.
Each of the offences covered by the present draft articles shall be deemed to be included as
an extraditable offence in any extradition treaty existing between States. States undertake to include
such offences as extraditable offences in every extradition treaty to be concluded between them.
3.
For the purposes of extradition between States, an offence covered by the present draft articles
shall not be regarded as a political offence or as an offence connected with a political offence or as
an offence inspired by political motives. Accordingly, a request for extradition based on such an
offence may not be refused on these grounds alone.
4.
If a State that makes extradition conditional on the existence of a treaty receives a request for
extradition from another State with which it has no extradition treaty, it may consider the present
draft articles as the legal basis for extradition in respect of any offence covered by the present draft
articles.
5.
A State that makes extradition conditional on the existence of a treaty shall, for any offence
covered by the present draft articles:
(a) inform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ether it will use the present draft
articles as the legal basis for cooperation on extradition with other States; and
(b) if it does not use the present draft articles as the legal basis for cooperation on extradition,
seek, where appropriate, to conclude treaties on extradition with other States in order to implement
this draft article.
6.
States that do not make extradition conditional on the existence of a treaty shall recognize the
offences covered by the present draft articles as extraditable offences between themselves.
7.
Extradition shall be subject to the conditions provided for by the national law of the requested
State or by applicable extradition treaties, including the grounds upon which the requested State may
refuse extradition.
8.
The requesting and requested States shall, subject to their national law, endeavour to expedite
extradition procedures and to simplify evidentiary requirements relating thereto.
9.
If necessary, the offences covered by the present draft articles shall be treated, for the purposes
of extradition between States, as if they had been committed not only in the place in which they
occurred but also in the territory of the States that have established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draft article 7, paragraph 1.
10. If extradition, sought for purposes of enforcing a sentence, is refused because the person
sought is a national of the requested State, the requested State shall, if its national law so permits and
in conformity with the requirements of such law, upon application of the requesting State, consider
the enforcement of the sentence imposed under the national law of the requesting State or the
remainder thereof.
11. Nothing in the present draft articles shall be interpreted as imposing an obligation to extradite
if the requested State has substantial 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 request has been made for the
purpose of prosecuting or punishing a person on account of that person’s gender, race, reli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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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ity, ethnic origin, culture,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political opinions or
other grounds that are universally recognized as impermissible under international law, or that
compliance with the request would cause prejudice to that person’s position for any of these reasons.
12. A requested State shall give due consideration to the request of the State in the territory under
whose jurisdiction the alleged offence has occurred.
13. Before refusing extradition, the requested State shall consult, as appropriate, with the
requesting State to provide it with ample opportunity to present its opinions and to provide
information relevant to its allegation.
Article 14
Mutual legal assistance
1.
States shall afford one another the widest measure of mutual legal assistance in investigations,
prosecutions and judicial proceedings in relation to the offences covered by the present draft articles
in accordance with this draft article.
2.
In relation to the offences for which a legal person may be held liable in accordance with draft
article 6, paragraph 8, in the requesting State, mutual legal assistance shall be afforded to the fullest
extent possible under relevant laws, treaties, agreements and arrangements of the requested State
with respect to investigations, prosecutions, judicial and other proceedings.
3.
Mutual legal assistance to be afforded in accordance with this draft article may be requested
for any of the following purposes:
(a) identifying and locating alleged offenders and, as appropriate, victims, witnesses or
others;
(b) taking evidence or statements from persons, including by video conference;
(c) effecting service of judicial documents;
(d) executing searches and seizures;
(e) examining objects and sites, including obtaining forensic evidence;
(f) providing information, evidentiary items and expert evaluations;
(g) providing originals or certified copies of relevant documents and records;
(h) identifying, tracing or freezing proceeds of crime, property, instrumentalities or other
things for evidentiary or other purposes;
(i) facilitating the voluntary appearance of persons in the requesting State; or
(j) any other type of assistance that is not contrary to the national law of the requested State.
4.
States shall not decline to render mutual legal assistance pursuant to this draft article on the
ground of bank secrecy.
5.
States shall consider, as may be necessary, the possibility of concluding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or arrangements that would serve the purposes of, give practical effect to,
or enhance the provisions of this draft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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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Without prejudice to its national law,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a State may, without prior
request, transmit information relating to crimes against humanity to a competent authority in another
State where they believe that such information could assist the authority in undertaking or
successfully concluding investigations, prosecutions and judicial proceedings or could result in a
request formulated by the latter State pursuant to the present draft articles.
7.
The provisions of this draft article shall not affect the obligations under any other treaty,
bilateral or multilateral, that governs or will govern, in whole or in part, mutual legal assistance
between the States in question.
8.
The draft annex to the present draft articles shall apply to requests made pursuant to this draft
article if the States in question are not bound by a treaty of mutual legal assistance. If those States
are bound by such a treaty, the corresponding provisions of that treaty shall apply, unless the States
agree to apply the provisions of the draft annex in lieu thereof. States are encouraged to apply the
draft annex if it facilitates cooperation.
9.
States shall consider, as appropriate, entering into agreements or arrangements with
international mechanisms that are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or by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at have a mandate to collect evidence with respect to crimes against humanity.
Article 15
Settlement of disputes
1.
States shall endeavour to settle dispu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present draft articles through negotiations.
2.
Any dispute between two or more Sta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present draft articles that is not settled through negotiation shall, at the request of one of those States,
be submitted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unless those States agree to submit the dispute to
arbitration.
3.
Each State may declare that it does not consider itself bound by paragraph 2 of this draft
article. The other States shall not be bound by paragraph 2 of this draft article with respect to any
State that has made such a declaration.
4.
Any State that has made a declar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of this draft article may
at any time withdraw that declaration.
Annex
1.

This draft annex applies in accordance with draft article 14, paragraph 8.

Designation of a central authority
2.
Each State shall designate a central authority that shall have the responsibility and power to
receive requests for mutual legal assistance and either to execute them or to transmit them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for execution. Where a State has a special region or territory with a separate
system of mutual legal assistance, it may designate a distinct central authority that shall hav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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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e function for that region or territory. Central authorities shall ensure the speedy and proper
execution or transmission of the requests received. Where the central authority transmits the request
to a competent authority for execution, it shall encourage the speedy and proper execution of the
request by the competent authorit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be notified
by each State of the central authority designated for this purpose. Requests for mutual legal
assistance and any communication related thereto shall be transmitted to the central authorities
designated by the States. This requirement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 of a State to require
that such requests and communications be addressed to i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nd, in urgent
circumstances, where the States agree, through 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if
possible.
Procedures for making a request
3.
Requests shall be made in writing or, where possible, by any means capable of producing a
written record, in a language acceptable to the requested State, under conditions allowing that State
to establish authenticit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be notified by each State
of the language or languages acceptable to that State. In urgent circumstances and where agreed by
the States, requests may be made orally, but shall be confirmed in writing forthwith.
4.

A request for mutual legal assistance shall contain:
(a) the identity of the authority making the request;

(b) the subject matter and nature of the investigation, prosecution or judicial proceeding to
which the request relates and the name and functions of the authority conducting the investigation,
prosecution or judicial proceeding;
(c) a summary of the relevant facts, except in relation to requests for the purpose of service
of judicial documents;
(d) a description of the assistance sought and details of any particular procedure that the
requesting State wishes to be followed;
(e) where possible, the identity, location and nationality of any person concerned; and
(f) the purpose for which the evidence, information or action is sought.
5.
The requested State may request additional information when it appears necessary for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in accordance with its national law or when it can facilitate such execution.
Response to the request by the requested State
6.
A request shall be executed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aw of the requested State and, to
the extent not contrary to the national law of the requested State and where possible,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pecified in the request.
7.
The requested State shall execute the request for mutual legal assistance as soon as possible
and shall take as full account as possible of any deadlines suggested by the requesting State and for
which reasons are given, preferably in the request. The requested State shall respond to reasonable
requests by the requesting State on progress of its handling of the request. The requesting State s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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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ly inform the requested State when the assistance sought is no longer required.
8.

Mutual legal assistance may be refused:
(a) if the request is not made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draft annex;

(b) if the requested State considers that execution of the request is likely to prejudice its
sovereignty, security, ordre public or other essential interests;
(c) if the authorities of the requested State would be prohibited by its national law from
carrying out the action requested with regard to any similar offence, had it been subject to
investigation, prosecution or judicial proceedings under their own jurisdiction;
(d) if it would be contrary to the legal system of the requested State relating to mutual legal
assistance for the request to be granted.
9.

Reasons shall be given for any refusal of mutual legal assistance.

10. Mutual legal assistance may be postponed by the requested State on the ground that it
interferes with an ongoing investigation, prosecution or judicial proceeding.
11. Before refusing a request pursuant to paragraph 8 of this draft annex or postponing its
execution pursuant to paragraph 10 of this draft annex, the requested State shall consult with the
requesting State to consider whether assistance may be granted subject to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it deems necessary. If the requesting State accepts assistance subject to those conditions, it shall
comply with the conditions.
12.

The requested State:

(a) shall provide to the requesting State copies of government records, documents or
information in its possession that under its national law are available to the general public; and
(b) may, at its discretion, provide to the requesting State in whole, in part or subject to such
conditions as it deems appropriate, copies of any government records, documents or information in
its possession that under its national law are not available to the general public.
Use of information by the requesting State
13. The requesting State shall not transmit or use information or evidence furnished by the
requested State for investigations, prosecutions or judicial proceedings other than those stated in the
request without the prior consent of the requested State. Nothing in this paragraph shall prevent the
requesting State from disclosing in its proceedings information or evidence that is exculpatory to an
accused person. In the latter case, the requesting State shall notify the requested State prior to the
disclosure and, if so requested, consult with the requested State. If, in an exceptional case, advance
notice is not possible, the requesting State shall inform the requested State of the disclosure without
delay.
14. The requesting State may require that the requested State keep confidential the fact and
substance of the request, except to the extent necessary to execute the request. If the requested State
cannot comply with the requirement of confidentiality, it shall promptly inform the requesting State.
Testimony of person from the requested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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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Without prejudice to the application of paragraph 19 of this draft annex, a witness, expert or
other person who, at the request of the requesting State, consents to give evidence in a proceeding
or to assist in an investigation, prosecution or judicial proceeding in territory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requesting State shall not be prosecuted, detained, punished or subjected to any other
restriction of his or her personal liberty in that territory in respect of acts, omissions or convictions
prior to his or her departure from territory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requested State. Such safe
conduct shall cease when the witness, expert or other person having had, for a period of fifteen
consecutive days or for any period agreed upon by the States from the date on which he or she has
been officially informed that his or her presence is no longer required by the judicial authorities, an
opportunity of leaving, has nevertheless remained voluntarily in territory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requesting State or, having left it, has returned of his or her own free will.
16. Wherever possible and consistent with fundamental principles of national law, when an
individual is in territory under the jurisdiction of a State and has to be heard as a witness or expert
by the judicial authorities of another State, the first State may, at the request of the other, permit the
hearing to take place by video conference if it is not possible or desirable for the individual in
question to appear in person in territory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requesting State. States may
agree that the hearing shall be conducted by a judicial authority of the requesting State and attended
by a judicial authority of the requested State.
Transfer for testimony of person detained in the requested State
17. A person who is being detained or is serving a sentence in the territory under the jurisdiction
of one State whose presence in another State is requested for purposes of identification, testimony
or otherwise providing assistance in obtaining evidence for investigations, prosecutions or judicial
proceedings in relation to offences covered by the present draft articles, may be transferred if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a) the person freely gives his or her informed consent; and
(b)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both States agree, subject to such conditions as those States
may deem appropriate.
18.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7 of this draft annex:

(a) the State to which the person is transferred shall have the authority and obligation to keep
the person transferred in custody, unless otherwise requested or authorized by the State from which
the person was transferred;
(b) the State to which the person is transferred shall without delay implement its obligation
to return the person to the custody of the State from which the person was transferred as agreed
beforehand, or as otherwise agre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both States;
(c) the State to which the person is transferred shall not require the State from which the
person was transferred to initiate extradition proceedings for the return of the person; and
(d) the person transferred shall receive credit for service of the sentence being served from
the State from which he or she was transferred for time spent in the custody of the State to which
he or she was transfe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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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Unless the State from which a person is to be transferr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17
and 18 of this draft annex so agrees, that person, whatever his or her nationality, shall not be
prosecuted, detained, punished or subjected to any other restriction of his or her personal liberty in
territory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to which that person is transferred in respect of acts,
omissions or convictions prior to his or her departure from territory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from which he or she was transferred.
Costs
20. The ordinary costs of executing a request shall be borne by the requested State,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States concerned. If expenses of a substantial or extraordinary nature are
or will be required to fulfil the request, the States shall consult to determine the terms and conditions
under which the request will be executed, as well as the manner in which the costs shall be borne.

< 일반국제법의 절대규범 (강행규범)에 관한 결론 1회독 초안 >
C. Text of the draft conclusions on peremptory norm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adopted by the Commission on first reading
1.

Text of the draft conclusions
56. The text of the draft conclusions adopted by the Commission on first reading is reproduced below.
Peremptory norm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Part One
Introduction
Conclusion 1
Scope
The present draft conclusions concern the identification and legal consequences of peremptory
norm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Conclusion 2 Definition of a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A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is a norm accepted and recogniz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f States as a whole as a norm from which no derogation is permitted
and which can be modified only by a subsequent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having the same
character.
Conclusio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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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nature of peremptory norm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Peremptory norm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reflect and protect fundamental valu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hierarchically superior to other rules of international law and are
universally applicable.
Part Two
Identification of peremptory norm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Conclusion 4
Criteria for the identification of a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To identify a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at the norm in question meets the following criteria:
(a) it is a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and
(b) it is accepted and recogniz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f States as a whole as a
norm from which no derogation is permitted and which can be modified only by a subsequent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having the same character.
Conclusion 5
Bases for peremptory norm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1.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s the most common basis for peremptory norm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2.
Treaty provisions and general principles of law may also serve as bases for peremptory norm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Conclusion 6
Acceptance and recognition
1.
The requirement of “acceptance and recognition” as a criterion for identifying a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is distinct from acceptance and recognition as a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2.
To identify a norm as a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there must
be evidence that such a norm is accepted and recognized as one from which no derogation is
permitted and which can only be modified by a subsequent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having
the same character.
Conclusion 7
International community of States as a whole
1.
It is the acceptance and recognition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f States as a whole that
is relevant for the identification of peremptory norm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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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cceptance and recognition by a very large majority of States is required for the identification
of a norm as a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acceptance and
recognition by all States is not required.
3.
While the positions of other actors may be relevant in providing context and for assessing
acceptance and recognition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f States as a whole, these positions
cannot, in and of themselves, form part of such acceptance and recognition.
Conclusion 8
Evidence of acceptance and recognition
1.
Evidence of acceptance and recognition that a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is a
peremptory norm (jus cogens) may take a wide range of forms.
2.
Such forms of evidence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public statements made on behalf of
States; official publications; government legal opinions; diplomatic correspondenc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acts; decisions of national courts; treaty provisions; and resolutions adopted by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or at an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Conclusion 9
Subsidiary means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peremptory character of norm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1.
Decisions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in particular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re a subsidiary means for determining the peremptory character of norm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2.
The works of expert bodies established by Stat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teachings of the most highly qualified publicists of the various nations may also serve as subsidiary
means for determining the peremptory character of norm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Part Three
Legal consequences of peremptory norm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Conclusion 10
Treaties conflicting with a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1.
A treaty is void if, at the time of its conclusion, it conflicts with a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The provisions of such a treaty have no legal force.
2.
If a new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emerges, any existing
treaty which is in conflict with that norm becomes void and terminates. The parties to such a treaty
are released from any obligation further to perform the treaty.
Conclusion 11
Separability of treaty provisions conflicting with a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www.mofa.go.kr

65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1.
A treaty which, at the time of its conclusion, conflicts with a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is void in whole, and no separ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treaty is
permitted.
2.
A treaty which becomes void because of the emergence of a new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terminates in whole, unless:
(a) the provisions that are in conflict with a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are separable from the remainder of the treaty with regard to their application;
(b) it appears from the treaty or is otherwise established that acceptance of the said
provisions was not an essential basis of the consent of any party to be bound by the treaty as a whole;
and
(c) continued performance of the remainder of the treaty would not be unjust.
Conclusion 12
Consequences of the invalidity and termination of treaties conflicting with a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1.
Parties to a treaty which is void as a result of being in conflict with a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at the time of the treaty’s conclusion have a legal obligation
to:
(a) eliminate as far as possible the consequences of any act performed in reliance on any
provision of the treaty which conflicts with a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and
(b) bring their mutual relations into conformity with the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2.
The termination of a treaty on account of the emergence of a new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does not affect any right, obligation or legal situation created through
the execution of the treaty prior to the termination of the treaty, provided that those rights,
obligations or situations may thereafter be maintained only to the extent that their maintenance is
not in itself in conflict with the new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Conclusion 13
Absence of effect of reservations to treaties on peremptory norm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1.
A reservation to a treaty provision that reflects a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does not affect the binding nature of that norm, which shall continue to apply as such.
2.
A reservation cannot exclude or modify the legal effect of a treaty in a manner contrary to a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Conclusion 14
Rules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conflicting with a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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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rul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does not come into existence if it conflicts with a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This is without prejudice to the possible
modification of a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by a subsequent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having the same character.
2.
A rul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not of a peremptory character ceases to exist if and to
the extent that it conflicts with a new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3.
The persistent objector rule does not apply to peremptory norm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Conclusion 15
Obligations created by unilateral acts of States conflicting with a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1.
A unilateral act of a State manifesting the intention to be bound by an oblig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that would be in conflict with a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does not create such an obligation.
2.
An oblig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created by a unilateral act of a State ceases to exist if
and to the extent that it conflicts with a new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Conclusion 16
Obligations created by resolutions, decisions or other ac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nflicting
with a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A resolution, decision or other act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at would otherwise have
binding effect does not create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if and to the extent that they
conflict with a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Conclusion 17
Peremptory norm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as obligations owe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obligations erga omnes)
1.
Peremptory norm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give rise to obligations owe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obligations erga omnes), in which all States have a legal
interest.
2.
Any State is entitled to invoke the responsibility of another State for a breach of a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n the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Conclusion 18
Peremptory norm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and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No circumstance precluding wrongfulness under the rules on the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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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may be invoked with regard to any act of a State that is not in
conformity with an obligation arising under a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Conclusion 19
Particular consequences of serious breaches of peremptory norm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1.
States shall cooperate to bring to an end through lawful means any serious breach by a State
of an obligation arising under a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2.
No State shall recognize as lawful a situation created by a serious breach by a State of an
obligation arising under a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nor render aid
or assistance in maintaining that situation.
3.
A breach of an obligation arising under a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is serious if it involves a gross or systematic failure by the responsible State to fulfil that
obligation.
4.
This draft conclusion is without prejudice to the other consequences that a serious breach by
a State of an obligation arising under a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may entail under international law.
Conclusion 20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consistent with peremptory norm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Where it appears that there may be a conflict between a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and another rule of international law, the latter is, as far as possible,
to be interpreted and applied so as to be consistent with the former.
Conclusion 21
Procedural requirements
1.
A State which invokes a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as a
ground for the invalidity or termination of a rule of international law is to notify other States
concerned of its claim. The notification is to be in writing and is to indicate the measure proposed
to be taken with respect to the rule of international law in question.
2.
If none of the other States concerned raises an objection within a period which, except in cases
of special urgency, shall not be less than three months, the invoking State may carry out the measure
which it has proposed.
3.
If any State concerned raises an objection, then the States concerned are to seek a solution
through the means indicated in Article 33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4.
If no solution is reached within a period of twelve months, and the objecting State or States
concerned offer to submit the matter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he invoking State may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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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y out the measure which it has proposed until the dispute is resolved.
5.
This draft conclusion is without prejudice to the procedural requirements set forth in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the relevant rules concerning the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r other applicable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agreed by the States
concerned.
Part Four
General provisions
Conclusion 22
Without prejudice to consequences that specific peremptory norm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may otherwise entail
The present draft conclusions are without prejudice to consequences that specific peremptory
norm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may otherwise entail under international law.
Conclusion 23
Non-exhaustive list
Without prejudice to the existence or subsequent emergence of other peremptory norm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a non-exhaustive list of norms that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has previously referred to as having that status is to be found in the annex to the present
draft conclusions.
Annex
(a) The prohibition of aggression;
(b) The prohibition of genocide;
(c) The prohibition of crimes against humanity;
(d) The basic rul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e) The prohibi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apartheid;
(f) The prohibition of slavery;
(g) The prohibition of torture;
(h)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 무력충돌 관련 환경보호에 관한 원칙 1회독 초안 >
C. Text of the draft principles on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relation to armed conflicts,
adopted by the Commission on first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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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ext of the draft principles
70. The text of the draft principles adopted by the Commission on first reading is reproduced below.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relation to armed conflicts
Part One
Introduction
Principle 1
Scope
The present draft principles apply to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before, during or after an
armed conflict.
Principle 2
Purpose
The present draft principles are aimed at enhancing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relation to
armed conflict, including through preventive measures for minimizing damage to the environment
during armed conflict and through remedial measures.
Part Two [One]
Principles of general application
Principle 3 [4]
Measures to enhance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1.
States shall, pursuant to thei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take effective legislative,
administrative, judicial and other measures to enhance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relation
to armed conflict.
2.
In addition, States should take further measures, as appropriate, to enhance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relation to armed conflict.
Principle 4 [I-(x), 5]
Designation of protected zones
States should designate, by agreement or otherwise, areas of major environmental and cultural
importance as protected zones.
Principle 5 [6]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of indigenous peo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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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ates should take appropriate measures, in the event of an armed conflict, to protect the
environment of the territories that indigenous peoples inhabit.
2.
After an armed conflict that has adversely affected the environment of the territories that
indigenous peoples inhabit, States should undertake effective consultations and cooperation with
the indigenous peoples concerned, through appropriate procedures and in particular through their
own representative institutions, for the purpose of taking remedial measures.
Principle 6 [7]
Agreements concerning the presence of military forces in relation to armed conflict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hould, as appropriate, include provisions on environmental
protection in agreements concerning the presence of military forces in relation to armed conflict.
Such provisions may include preventive measures, impact assessments, restoration and clean-up
measures.
Principle 7 [8]
Peace operations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volved in peace operations in relation to armed conflict
shall consider the impact of such operations on the environment and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event, mitigate and remediate the negative environmental consequences thereof.
Principle 8
Human displacement
Stat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other relevant actors should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event and mitigate environmental degradation in areas where persons displaced by armed conflict
are located, while providing relief and assistance for such persons and local communities.
Principle 9
State responsibility
1.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of a State, in relation to an armed conflict, that causes damage
to the environment entails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that State, which is under an obligation
to make full reparation for such damage, including damage to the environment in and of itself.
2.
The present draft principles are without prejudice to the rules on the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Principle 10
Corporate due diligence
States should take appropriate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aimed at ensuring that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operating in or from their territories exercise due diligence with
respect to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cluding in relation to human health, when acting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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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rea of armed conflict or in a post-armed conflict situation. Such measures include those aimed
at ensuring that natural resources are purchased or obtained in an environmentally sustainable
manner.
Principle 11
Corporate liability
States should take appropriate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aimed at ensuring that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operating in or from their territories can be held liable for harm caused
by them to the environment, including in relation to human health, in an area of armed conflict or
in a post-armed conflict situation. Such measures should, as appropriate, include those aimed at
ensuring that a corporation or other business enterprise can be held liable to the extent that such harm
is caused by its subsidiary acting under its de facto control. To this end, as appropriate, States should
provide adequate and effective procedures and remedies, in particular for the victims of such harm.
Part Three [Two]
Principles applicable during armed conflict
Principle 12
Martens Clause with respect to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relation to armed conflict
In cases not covered by international agreements, the environment remains under the protection and
authority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derived from established custom, from the principles
of humanity and from the dictates of public conscience.
Principle 13 [II-1, 9]
General protec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during armed conflict
1.
The natural environment shall be respected and protected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international law and, in particular, the law of armed conflict.
2.
Care shall be taken to protect the natural environment against widespread, long-term and
severe damage.
3.

No part of the natural environment may be attacked, unless it has become a military objective.

Principle 14 [II-2, 10]
Application of the law of armed conflict to the natural environment
The law of armed conflict, including the principles and rules on distinction, proportionality, military
necessity and precautions in attack, shall be applied to the natural environment, with a view to its
protection.
Principle 15 [II-3, 11]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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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considerations shall be taken into account when applying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the rules on military necessity.
Principle 16 [II-4, 12]
Prohibition of reprisals
Attacks against the natural environment by way of reprisals are prohibited.
Principle 17 [II-5, 13]
Protected zones
An area of major environmental and cultural importance designated by agreement as a protected
zone shall be protected against any attack, as long as it does not contain a military objective.
Principle 18
Prohibition of pillage
Pillage of natural resources is prohibited.
Principle 19
Environmental modification techniques
In accordance with their international obligations, States shall not engage in military or any other
hostile use of environmental modification techniques having widespread, long-lasting or severe
effects as the means of destruction, damage or injury to any other State.
Part Four
Principles applicable in situations of occupation
Principle 20 [19]
General obligations of an Occupying Power
1.
An Occupying Power shall respect and protect the environment of the occupied territory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international law and take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into account in
the administration of such territory.
2.
An Occupying Power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event significant harm to the
environment of the occupied territory that is likely to prejudice the health and well-being of the
population of the occupied territory.
3.
An Occupying Power shall respect the law and institutions of the occupied territory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may only introduce changes within the limits
provided by the law of armed conflict.
Principle 21 [20]
Sustainable use of natural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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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extent that an Occupying Power is permitted to administer and use the natural resources in
an occupied territory, for the benefit of the population of the occupied territory and for other lawful
purposes under the law of armed conflict, it shall do so in a way that ensures their sustainable use
and minimizes environmental harm.
Principle 22 [21]
Due diligence
An Occupying Power shall exercise due diligence to ensure that activities in the occupied territory
do not cause significant harm to the environment of areas beyond the occupied territory.
Part Five [Three]
Principles applicable after armed conflict
Principle 23 [14]
Peace processes
1.
Parties to an armed conflict should, as part of the peace process, including where appropriate
in peace agreements, address matters relating to the restoration and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damaged by the conflict.
2.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hould, where appropriate, play a facilitating role in this
regard.
Principle 24 [18]
Sharing and granting access to information
1.
To facilitate remedial measures after an armed conflict, States and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hall share and grant access to relevant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2.
Nothing in the present draft principle obliges a State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to share or
grant access to information vital to its national defence or security. Nevertheless, that State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shall cooperate in good faith with a view to providing as much
information as possible under the circumstances.
Principle 25 [15]
Post-armed conflict environmental assessments and remedial measures
Cooperation among relevant actors, includ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s ncouraged with
respect to post-armed conflict environmental assessments and remedial measures.
Principle 26
Relief and assistance
When, in relation to an armed conflict, the source of environmental damage is unidentified,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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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aration is unavailable, States are encouraged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so that the damage
does not remain unrepaired or uncompensated, and may consider establishing special compensation
funds or providing other forms of relief or assistance.
Principle 27 [16]
Remnants of war
1.
After an armed conflict, parties to the conflict shall seek to remove or render harmless toxic
and hazardous remnants of war under their jurisdiction or control that are causing or risk causing
damage to the environment. Such measures shall be taken subject to the applicable rules of
international law.
2.
The parties shall also endeavour to reach agreement, among themselves and, where
appropriate, with other States and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n technical and material
assistance, including, in appropriate circumstances, the undertaking of joint operations to remove
or render harmless such toxic and hazardous remnants of war.
3.
Paragraphs 1 and 2 are without prejudice to any rights o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to clear, remove, destroy or maintain minefields, mined areas, mines, booby-traps, explosive
ordnance and other devices.
Principle 28 [17]
Remnants of war at sea
States and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hould cooperate to ensure that remnants of war at
sea do not constitute a danger to th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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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국제사법재판소)
- ICJ, 뺷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뺸과 뺷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뺸의 적용(우크라
이나 v. 러시아) 사건에 관한 심의 시작
2019년 6월 7일 보도에 따르면, 뺷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뺸과 뺷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뺸의 적용(우크라이나 v. 러시아) 사건에서 러시아의 선결적 항변에 대한 공개심리
가 헤이그 평화궁에서 2019년 6월 3일부터 시작되어 오늘, 7일에 끝났다. 이제 본 사건에 대한 심의
(deliberation)가 시작된다.

< 관련보도자료 >

No. 2019/23
7 Jun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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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clusion of the public hearings on the preliminary objections
raised by the Russian Federation
The Court to begin its deliberation

THE HAGUE, 7 June 2019. The public hearings on the preliminary objections raised by the Russian
Federation in the case conce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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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concluded today. The Court will now begin its
delib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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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 ICJ, 뺷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뺸과 뺷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뺸의
적용(우크라이나 v. 러시아) 사건에 관한 심의 시작

During the hearings, which opened on Monday 3 June 2019 at the Peace Palace, the seat of the Court,
the delega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was led by two of its Agents: H.E. Mr. Dmitry Lobach,
Ambassador-at-larg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Mr. Grigory Lukiyantsev,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for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Deputy Director, Department for Humanitarian Co-operation and Human
Right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delegation of Ukraine was led by H.E.
Ms Olena Zerkal, Deputy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of Ukraine, as Agent.
The Court’s decision on the preliminary objections will be delivered at public sitting, the date of which
will be announced in due course.

Requests of the Parties
At the end of the hearings, the Agents of the Parties presented the following requests to the Court:
For the Russian Federation:
“Having regard to the arguments set out in the Preliminary Objections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during the oral proceedings, the Russian Federation requests the Court to adjudge and declare that
it lacks jurisdiction over the claims brought against the Russian Federation by Ukraine by its
Application of 16 January 2017 and/or that Ukraine’s claims are inadmissible.”
For Ukraine:
“Ukraine respectfully requests that the Court:
a. Dismiss the Preliminary Objections submitted by the Russian Federation in its submission dated 12
September 2018;
b. Adjudge and declare that it has jurisdiction to hear the claims in the Application submitted by
Ukraine, dated 16 January 2017 and that such claims are admissible, and proceed to hear those
claims on the merits; or
c. In the alternative, to adjudge and declar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79, paragraph
9, of the Rules of Court that the objections submitted by the Russian Federation do not have an
exclusively preliminary character.”
___________
History of the proceedings
The history of the proceedings can be found in paragraphs 192-199 of the Court’s Annual Rapport for
2017-2018, and in Press Releases Nos. 2018/48 of 1 October 2018 and 2019/18 of 1 May 2019, availabl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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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rt’s website (www.icj-cij.org) under the heading “Press Room”/“Press Releases”.
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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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to 7 June 2019 are
published on the website of the Court (www.icj-cij.org).
___________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It w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June 1945 and began its activities in April 1946. The seat of the
Court is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Netherlands). Of the six principal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it is the only one not located in New York. The Court has a twofold role: first, to settl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legal disputes submitted to it by States (its judgments have binding force and are without
appeal for the parties concerned); and, second, to give advisory opinions on legal questions referred to it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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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테말라와 벨리즈, 영토 관련 분쟁 ICJ에 회부
2019년 6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2019년 6월 7일에 과테말라와 벨리즈는 특별합의를 통해 ICJ에
양국간 분쟁을 회부하였다. 2008년 12월 8일 양국은 “과테말라의 육지, 도서 및 해양에 관한 청구를
ICJ에 회부하는 … 특별협약”을 체결하였고, 동 협약은 2015년 5월 25일 체결된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
된 바 있다.

< 관련보도자료 >

No. 2019/25
12 June 2019

The Court seised of a dispute between Guatemala and Belize
THE HAGUE, 12 June 2019. On 7 June 2019,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was seised of a dispute between Guatemala and Belize by way of a
special agreement.
On 8 December 2008, the two States concluded a “Special Agreement . . . to submit Guatemala’s
territorial, insular and maritime claim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which was subsequently amended
by a Protocol concluded on 25 May 2015 (hereinafter “Special Agreement”). Under the terms of Articles 1
and 2 of this Special Agreement, the Parties agree to submit the following dispute to the Court:
“The Parties request the Court to determine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rules of international law
as specified in Article 38 (1) of the Statute of the Court any and all legal claims of Guatemala against
Belize to land and insular territories and to any maritime areas pertaining to these territories, to declare
the rights therein of both Parties, and to determine the boundaries between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and areas.”
Article 3 indicates that the procedure will “consist of two stages: one for presentation of written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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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dings and another for oral hearings”, and further provides the views of the Parties on the submission of
the written pleadings and the time-limits thereof.
Article 5 of the Special Agreement contains the following undertaking:
“The Parties shall accept the decision of the Court as final and binding, and undertake to comply
with and implement it in full and in good faith. In particular, the Parties agree that, within three months
of the date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they will agree on the composition and terms of reference of
a [b]i-national [c]ommission to carry out the demarcation of their boundaries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 of the Court. If such agreement is not reached within three months, either Party may request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to appoint the members of the
Bi-national Commission and to prescribe its Terms of Reference, after due consultation with the
Parties.”
Under the terms of Article 7 (2) of the Special Agreement, as amended by the Protocol, “[a]
referendum will be held simultaneously or separately on the dates most convenient to the Parties”, whereas
Article 8, as amended by the Protocol, provides that the Registrar of the Court “shall be notified . . . jointly or
by either of the Parties within a month after the referendum in each country has approved, pursuant to Article
7 (2), submission of the dispute to the [Court]”.
In accordance with Article 7 of the Special Agreement, Guatemala and Belize held referenda on the
following question:
“Do you agree that any legal claim of Guatemala against Belize relating to land and insular
territories and to any maritime areas pertaining to these territories should be submitted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for final settlement and that it determine finally the boundaries of the
respective territories and areas of the Parties?”
By a referendum held on 15 April 2018, the Guatemalan population approved the submission of the
dispute to the Court. By a letter dated 21 August 2018 and received in the Registry on 22 August 2018,
Guatemala officially notified the Court of the Special Agreement and its Protocol.
By a referendum held on 8 May 2019, the population of Belize approved the submission of the dispute
to the Court. By a letter dated 7 June 2019 and received in the Registry the same day, Belize officially notified
the Court of the Special Agreement and Protocol thereto.
With these two official notifications, the Court is now seised of the matter.
___________
The full text of the Special Agreement and its Protocol will be available shortly on the Court’s website.
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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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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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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종차별철폐협약 적용(카타르 v. 아랍에미리트) 사건에서 아랍에미리트가 제기한 잠정조치 지시 요청 기각
2019년 6월 14일, ICJ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적용(카타르 v. 아랍에미리트) 사건에서 아랍에미리트가
2019년 3월 22일에 제기한 잠정조치 지시 요청을 기각하였다. (찬성 15, 반대 1)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면, 2018년 6월 11일, 카타르는 아랍에미리트를 상대로 두 국가가 모두 당사국
인 1965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CERD)의 위반 혐의에 대해 ICJ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카타르는 아랍에미리트가 명백하게 카타르 국적에 근거하여 카타르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일련의 차별적 조치를 제정하고 실행했고 그것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인권 침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하였다. 카타르는 ICJ 관할권에 대한 근거로 ICJ규정 제36조 제1항과, CERD 제22조를 원용하면서,
아랍에미리트가 CERD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 상의 의무를 위반에 대한 ICJ의 판단을
요청하고, ICJ가 아랍에미리트가 CERD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
할 것을 요청하였다. 2018년 6월 11일, 카타르는 또한 ICJ규정 제41조 및 ICJ규칙 제73조, 제74조,
제75조에 근거하여 CERD에 따른 카타르인과 그들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의 악화와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잠정조치 지시를 ICJ에 요청하였고, 2018년 7월 23일, 재판소는 명령을 통해 양 당사국에
게 다음의 몇 가지 잠정조치를 지시하였다. 첫째, 2017년 6월 5일 채택한 조치에 의해 분리된 카타르인
을 포함한 가족의 재결합을 보장하고, 둘째, 2017년 6월 5일 채택한 조치에 영향을 받은 카타르 학생들
이 아랍에미리트에서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하거나 다른 곳에서 학업을 계속하고자 원하는 경우에는
교육 기록을 얻을 기회를 부여하며, 셋째 2017년 6월 5일에 채택한 조치에 영향을 받은 카타르인들이
아랍에미리트 법원과 사법기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등이다.
2019년 3월 25일 제출한 잠정조치 지시 요청서에서 아랍에미리트는 카타르가 2018년 10월 29일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위원회)에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함으로써 분쟁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확대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카타르가 CERD위원회에 제출한 통보(Communication)를 철회하고, 분쟁을 심화
시키거나 연장시킬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의 지시를 재판소에 요청
하였다.

< 관련보도자료 >

No. 2019/26
14 Jun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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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Qatar v. United Arab Emirates)
The Court rejects the Request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submitted by the United Arab Emirates

THE HAGUE, 14 June 2019.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today delivered its Order on the Request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submitted by the United Arab Emirates in the case concerning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Qatar v. United Arab Emirates).
The operative clause of the Order reads as follows:
“The Court, by fifteen votes to one, rejects the Request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submitted by the United Arab Emirates on 22 March 2019.”
*
On 11 June 2018, Qatar had instituted proceedings against the United Arab Emirates (hereinafter the
“UAE”) with regard to alleged viol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of 21 December 1965 (hereinafter “CERD” or the “Convention”). The Application
was accompanied by a Request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By an Order dated 23 July 2018,
the Court indicated certain provisional measures directed at the UAE and ordered that both Parties refrain
from any action which might aggravate or extend the dispute before the Court or make it more difficult to
resolve. On 22 March 2019, the UAE in turn submitted a Request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in order to “preserve the UAE’s procedural rights” and to “prevent Qatar from further aggravating or
extending the dispute between the Parties pending a final decision in th[e] case”.
Reasoning of the Court
1. Prima facie jurisdiction
The Court observes that it may indicate provisional measures only if there is, prima facie, a basis on
which its jurisdiction could be founded, but need not satisfy itself in a definitive manner that it has jurisdiction
as regards the merits of the case. That is so whether the request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is
made by the applicant or by the respondent in the proceedings on the merits. The Court recalls that, in its Order
of 23 July 2018 indicating provisional measures in the present case, it concluded that, “prima facie, it has
jurisdiction pursuant to Article 22 of CERD to deal with the case to the extent that the dispute between the
Parties relate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said Convention”. The Court sees no reason to revisit
its previous finding in the context of the present Request.
2. The provisional measures requested by the UAE
The Court recalls that its power to indicate provisional measures under Article 41 of the Statute has as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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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object the preservation of the respective rights of the parties in a case, pending its decision on the merits
thereof. It follows that the Court must be concerned to preserve by such measures the rights which may
subsequently be adjudged by it to belong to either party. Therefore, the Court may exercise this power only
if it is satisfied that the rights asserted by the party requesting such measures are at least plausible. It observes
that, at this stage of the proceedings, it is not called upon to determine definitively whether the rights which
the UAE wishes to see protected exist; it need only decide whether the rights claimed by the UAE, and for
which it is seeking protection, are plausible rights, taking account of the basis of the Court’s prima facie
jurisdiction in the present proceedings. Thus, these alleged rights must have a sufficient link with the subject
of the proceedings before the Court on the merits of the case.
With respect to the first provisional measure requested, namely that the Court order that Qatar
immediately withdraw its Communication submitted to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hereinafter the “CERD Committee”) and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terminate
consideration thereof by that Committee, the Court considers that this measure does not concern a plausible
right under CERD, but rather the interpretation of the compromissory clause in Article 22 of CERD and the
permissibility of proceedings before the CERD Committee when the Court is seised of the same matter. The
Court has already examined this issue in its Order of 23 July 2018, in which it decided that it “need not make
a pronouncement [thereon] at this stage of the proceedings”. The Court does not see any reason to depart from
these views.
Regarding the second measure requested — that “Qatar immediately desist from hampering the
UAE’s attempts to assist Qatari citizens, including by un-blocking in its territory access to the website by
which Qatari citizens can apply for a permit to return to the UAE” — the Court considers that this measure
relates to obstacles allegedly created by Qatar to the implementation by the UAE of the provisional measures
indicated in the Order of 23 July 2018. It does not concern plausible rights of the UAE under CERD which
require protection pending the final decision of the Court in the case. As the Court has already stated, “[t]he
judgment on the merits is the appropriate place for the Court to assess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al
measures”.
Since the first two provisional measures requested do not relate to the protection of plausible rights of
the UAE under CERD pending the final decision in the case, the Court considers that there is no need for it
to examine the other conditions necessary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The third and fourth provisional measures requested by the UAE relate to the non-aggravation of the
dispute. In this connection, the Court recalls that measures aimed at preventing the aggravation or extension
of a dispute can only be indicated as an addition to specific measures to protect rights of the parties. With
regard to the present Request, the Court has not found that the conditions for the indication of specific
provisional measures are met and thus it cannot indicate measures solely with respect to the non-aggravation
of the dispute. The Court further recalls that it has already indicated in its Order of 23 July 2018 that the Parties
“shall refrain from any action which might aggravate or extend the dispute before the Court or make it more
difficult to resolve” and that this measure remains binding on the Par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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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rt concludes from the foregoing that the conditions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under Article 41 of its Statute are not met.
Composition of the Court
The Court was composed as follows: President Yusuf; Vice-President Xue; Judges Tomka, Abraham,
Bennouna, Cançado Trindade, Donoghue, Gaja, Bhandari, Robinson, Crawford, Gevorgian, Salam,
Iwasawa; Judges ad hoc Cot, Daudet; Registrar Couvreur.
*
Vice-President XUE appends a declaration to the Order of the Court; Judges TOMKA, GAJA and
GEVORGIAN append a joint declaration to the Order of the Court; Judges ABRAHAM and CANÇADO
TRINDADE append separate opinions to the Order of the Court; Judge SALAM appends a declaration to the
Order of the Court; Judge ad hoc COT appends a dissenting opinion to the Order of the Court.
___________
A summary of the Order appears in the document entitled “Summary No. 2019/3”, to which
summaries of the opinions and declarations are annexed. This press release, the summary and the full text of
the Order are available on the Court’s website (www.icj-cij.org), under the heading “Cases”.
___________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It w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June 1945 and began its activities in April 1946. The seat of the
Court is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Netherlands). Of the six principal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it is the only one not located in New York. The Court has a twofold role: first, to settl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legal disputes submitted to it by States (its judgments have binding force and are without
appeal for the parties concerned); and, second, to give advisory opinions on legal questions referred to it by
duly authorized United Nations organs and agencies of the system. The Court is composed of 15 judges
elected for a nine-year term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Independent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it is assisted by a Registry, its own international secretariat,
whose activities are both judicial and diplomatic, as well as administrative.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Court are French and English. Also known as the “World Court”, it is the only court of a universal character
with general jurisdiction.
The ICJ, a court open only to States for contentious proceedings, and to certain organs and institution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for advisory proceedings, should not be confused with the other — mostly
criminal — judicial institutions based in The Hague and adjacent areas, such as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he only perman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hich was established by treaty and doe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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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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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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랄라강의 지위와 사용에 관한 분쟁(Chile v. Bolivia) 사건에서 볼리비아 반소(counter-claims)에 한하여 칠레측
의 추가 서면소송서류 제출 허가
2019년 6월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2019년 6월 18일자 명령을 통해 ICJ는 실랄라강의 지위와 사용에
관한 분쟁 (Chile v. Bolivia) 사건에서 볼리비아 반소(counter-claims)에 한하여 칠레정부측의 추가 서면
소송서류의 제출을 허가하였다. 재판소는 추가 서면소송서류 제출 기한을 2019년 9월 18일로 정했다.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면, 2016년 6월 6일, 칠레가 볼리비아를 상대로 양국의 국경을 흐르는 실랄라강
의 지위와 사용에 관한 분쟁을 ICJ에 제소하였다. 칠레는 실랄라강의 총 길이가 약 8.5km이고 이 중
약 3.8km가 볼리비아의 영토에 위치하고, 4.7km가 칠레 영토에 위치한다고 주장하였다. 칠레는 또한
실랄라강의 물을 역사적으로 그리고 100년 이상, 칠레 도시의 물공급을 포함한 다양한 목적으로 칠레가
사용해왔다고 주장하였다. 칠레는 볼리비아가 국제하천인 실랄라강물의 독점적인 소유를 1999년 처음
으로 주장하기 전까지는 실랄라강의 성격에 대한 분쟁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칠레는 실랄라
강물의 활용 방법에 관해 볼리비아와 기꺼이 논의할 생각이 있었으나 볼리비아가 실라라강이 국제하천
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강물의 사용에 대해 100%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이러한 논의가 실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칠레의 본 제소는 ICJ가 국제하천으로서 실랄라강의 성격과 이에 따른 국제법상 양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함으로써 칠레가 실랄라 강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결정하여 줄 것을 주요 내용
으로 하고 있다. 재판소는 2018년 11월 15일자 명령으로 실랄라강의 지위와 사용에 관한 분쟁(Chile
v. Bolivia) 사건에서 피고(볼리비아)의 반소에 한하여 칠레(원고)의 항변서 및 볼리비아의 재항변서
제출을 지시하였다. 재판소는 소송서류의 제출 기한을 각각 2019년 2월 15일과 2019년 3월 15일로
정하였다. 볼리비아는 ICJ규칙 제80조에 따라 연장된 제출 기한인 2018년 9월 3일까지 제출한 답변서에
서 3개의 반소를 제출한 바 있으며, 칠레는 2018년 10월 9일자 서한을 통해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칠레정부는 반소의 수리가능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관련보도자료 >

No. 2019/27
21 Jun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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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 over the Status and Use of the Waters of the Silala (Chile v. Bolivia)
The Court authorizes the submission by the Republic of Chile of an additional pleading
relating solely to the counter-claims of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THE HAGUE, 21 June 2019.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has authorized the submission by the Republic of Chile of an additional pleading relating
solely to the counter-claims of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in the case concerning the Dispute over the
Status and Use of the Waters of the Silala (Chile v. Bolivia).
By an Order dated 18 June 2019, the Court fixed 18 September 2019 as the time-limit for the filing of
that pleading.
The Court issued this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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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160 of the Court’s Annual Report for
2017-2018 and in press release No. 2018/56 of 30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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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icj-cij.org), under the
headings “Cases/Pending cases”).
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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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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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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테말라의 육지, 도서 및 해양에 관한 청구(과테말라/벨리즈) 사건에 대해 첫 소송서류 제출 기한 확정
2019년 6월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ICJ는 2019년 6월 18일자 명령을 통해 과테말라의 육지, 도서
및 해양에 관한 청구(과테말라/벨리즈) 사건에 대한 과테말라 정부의 준비서면과 벨리즈 정부의 답변서
제출 기한을 각각 2020년 6월 8일과 2021년 6월 8일로 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양국의 특별협정상의
합의사항을 고려한 것이다.

< 관련보도자료 >

No. 2019/28
21 June 2019

Guatemala’s Territorial, Insular and Maritime Claim (Guatemala/Belize)
Fixing of time-limits for the filing of the initial pleadings

THE HAGUE, 21 June 2019.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has fixed time-limits for the filing of the initial pleadings in the case concerning
Guatemala’s Territorial, Insular and Maritime Claim (Guatemala/Belize).
By an Order of 18 June 2019, the Court fixed 8 June 2020 and 8 June 2021 as the respective time-limits
for the filing of a Memorial by the Republic of Guatemala and a Counter-Memorial by Belize.
This decision was made taking into account the wishes expressed by the Parties in the Special
Agreement notified to the Court.
In Article 3, paragraph 2, of the Special Agreement, the Parties request the Court to authorize the
following writte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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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Government of Guatemala shall submit a Memorial within twelve months of the date on
which this Special Agreement was notified to the Registrar of the Court;
(b) The Government of Belize shall submit a Counter-Memorial within twelve months of the date on
which it was notified of the submission and contents of the Memorial presented by Guatemala;
(c)

The Government of Guatemala may submit a Reply within six months of the date on which it was
notified of the submission and contents of the Counter-Memorial;

(d) The Government of Belize may submit its Rejoinder within six months of the date on which it
was notified of the submission and contents of Guatemala’s Reply;
(e)

The Court may, ex officio or if both Parties so agree, prescribe or authorize the presentation of
additional pleadings.”
___________

History of the proceedings
A complete history of the proceedings can be found in press release No. 2019/25 of 12 June 2019,
available on the Court’s website (www.icj-cij.org).
___________
The full text of the Order of 18 June 2019 can be found in the case documents on the Court’s website
(under the heading “Cases”/“Pending Cases”).
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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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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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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9, Vol.18, No.3 (통권 제54호)

국제사법기구 최신 동향
ICJ
- ICJ, 인도양에서의 해양경계획정(소말리아 v. 케냐)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 개최 예정
2019년 6월 25일자 보도에 따르면, ICJ는 인도양에서의 해양경계획정(소말리아 v. 케냐)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헤이그 평화궁에서 2019년 9월 9일부터 13일까지 개최한다.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면, 소말
리아는 2014년 8월 28일 케냐를 상대로 인도양에서 양국 간 단일해양경계선 획정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
였는데, 이에 대해 2015년 10월 7일에 케냐가 소말리아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ICJ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수리적격(admissibility)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였다.
2017년 2월 2일, ICJ는 본 사건에 대해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재판소는
양국 간 분쟁해결에 관한 MOU와 해양법협약 제15부 분쟁해결절차에 근거하여 이 사건에 대해 관할권
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소말리아가 제기한 소송이 수리적격(admissibility)도 갖추었다고 판단
하였다.

< 관련보도자료 >

No. 2019/29
25 June 2019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Indian Ocean (Somalia v. Kenya)
The Court to hold public hearings from Monday 9 to Friday 13 September 2019

THE HAGUE, 25 June 2019.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will hold public hearings in the case concerning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Indian
Ocean (Somalia v. Kenya), from Monday 9 to Friday 13 September 2019,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the seat of the Court.
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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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for the hearings
First round of oral argument
Monday 9 September 2019

10 a.m.-1 p.m. and 3 p.m.-4.30 p.m.: Somalia

Wednesday 11 September 2019

10 a.m.-1 p.m. and 3 p.m.-4.30 p.m.: Kenya

Second round of oral argument
Thursday 12 September 2019

3 p.m.-6 p.m.: Somalia

Friday 13 Septem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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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tory of the proceedings
For a complete history of the proceedings, see paragraphs 142-153 of the Annual Report of the Court
for 2017-2018 and press release No. 2018/12 of 12 February 2018, available on the Court’s website
(www.icj-cij.org).
Multimedia
The hearings will be streamed live and on demand (VOD) in English and French on the Court’s
website (www.icj-cij.org/en/multimedia-index) as well as on UN Web TV, the United Nations online
television channel. Still photographs of the hearings will be posted on the ICJ website and the Court’s Twitter
feed (@CIJ_ICJ) along with selected high-resolution video footage (b-roll).
All ICJ photographs and videos are available free of charge, for non-commercial editorial use.
For information regarding the accreditation/admission procedures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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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formation Department requests members of the diplomatic corps who plan to atte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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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ings to notify it accordingly before midnight on Monday 2 Septem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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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day 2 September 2019 (The Hague time). Requests submitted after this deadline will not be
considered.
B. Further practical information for the media
1. Entry to the Peace Palace
The Press Room will be open one and a half hours prior to the start of hearings and will close one hour
after they conclude. Accredited media representatives must bring with them their personal ID and press card.
They are asked to arrive at the Peace Palace gates one hour prior to the start of each hearing, at the latest. Only
duly accredited individuals with valid identification will be permitted to enter the Peace Palace grounds.
2. Parking at the Peace Palace, satellite vehicles
No parking is allow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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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rings live should contact the Information Department as soon as possible
to make the necessary arrangements. Satellite vehicle technicians/drivers will be informed in due course of
the access times for the Peace Palace grounds.
3. Access to the courtroom
Photographers and camera crews will only be permitted to enter the courtroom a few minutes before
the opening of the first round of oral argument of each Party. They will be accompanied by a member of the
Information Departmen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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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iovisual system and radio reporters to the audio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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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Videos, still photographs
Video files (SD/MPEG2 and HD/MPEG4) and still photos produced by the Registry during the
hearings will be available free of charge, for non-commercial use, at the close of the hearings (to download,
click on www.icj-cij.org/en/multimedia-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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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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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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 ICJ, 자다브 사건(인도 v. 파키스탄), 인도인 자다브의 구금 및 재판과 관련해 파키스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6조 위반한 것으로 판결
2019년 7월 17일, ICJ는 자다브 사건(인도 v. 파키스탄)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파키스탄이 인도인
자다브를 구금하고 재판한 행위와 관련하여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하 ‘협약’) 제36조를 위반
하였다고 판결하였다.
이번 판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만장일치로, 1963년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concerning the Compulsory Settlement of Disputes. Vienna, 24 April 1963)에 근거하여 ICJ가 본 사건
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2) 15대 1로, 파키스탄의 제기한 소의 수리가능성에 관한 선결적 항변은
기각하고 인도가 신청한 소를 수리할 수 있다. (3) 15대 1로, 파키스탄은 자다브에게 협약 제36조 제1항
(b)의 권리를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를 위반하였다, (4) 15대 1로, 파키스탄이 자다브의 구금을 지체없이
인도 영사관에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협약에 따라 지원을 제공할 인도의 권리를 박탈한 것은 협약 제36
조 제1항 (b)를 위반한 것이다. (5) 15대 1로, 파키스탄은 인도가 구금중인 자다브와 통신하고, 그를
방문하고 그의 법적 진술을 준비할 권리를 박탈한 것은 협약 제36조 제1항 (a)와 (c)를 위반한 것이다.
(6) 15대 1로, 파키스탄은 협약 제36조에 따라 더 이상의 지체없이 자다브에게 그의 권리를 알려주고,
인도 영사관의 접근을 제공해줄 의무가 있다. (7) 15대 1로, 파키스탄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자다브의
유죄 판결과 형선고에 대해 실효적인 재검토와 재심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이 사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된다. (8) 15대 1로, 자다브의 사형 집행 중지는 자다브의 유죄판결과 형선고에 대한
실효적인 재검토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임을 선언한다.
본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면 2017년 5월 8일 인도는 파키스탄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인도 국적의
자다브와 관련하여 파키스탄이 1963년 뺷영사관계에관한 비엔나협약뺸 제36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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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인도 국적의 자다브의 사형 집행을 중지하라는 잠정조치를
지시하였다. I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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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하
였다.

[참고]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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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보도자료 >

No. 2019/31
17 July 2019

Jadhav case (India v. Pakistan)
The Court finds that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in the matter of the detention and trial
of an Indian national, Mr. Kulbhushan Sudhir Jadhav, has acted in breach of the obligations
incumbent on it under Article 36 of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THE HAGUE, 17 July 2019.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today rendered its Judgment in the Jadhav case (India v. Pakistan). In its Judgment, which
is final, binding and without appeal, the Court,
(1) finds, unanimously, that it has jurisdiction, on the basis of Article I of the Optional Protocol
concerning the Compulsory Settlement of Disputes to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of 24
April 1963, to entertain the Application filed by the Republic of India on 8 Ma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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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jects, by fifteen votes to one, the objections by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to the
admissibility of the Application of the Republic of India and finds that the Application of the Republic of
India is admissible;
(3) finds, by fifteen votes to one, that, by not informing Mr. Kulbhushan Sudhir Jadhav without delay
of his rights under Article 36, paragraph 1 (b), of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breached the obligations incumbent upon it under that provision;
(4) finds, by fifteen votes to one, that, by not notifying the appropriate consular post of the Republic
of India in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without delay of the detention of Mr. Kulbhushan Sudhir Jadhav
and thereby depriving the Republic of India of the right to render the assistance provided for by the Vienna
Convention to the individual concerned,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breached the obligations incumbent
upon it under Article 36, paragraph 1 (b), of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5) finds, by fifteen votes to one, that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deprived the Republic of India
of the right to communicate with and have access to Mr. Kulbhushan Sudhir Jadhav, to visit him in detention
and to arrange for his legal representation, and thereby breached the obligations incumbent upon it under
Article 36, paragraph 1 (a) and (c), of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6) finds, by fifteen votes to one, that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is under an obligation to inform
Mr. Kulbhushan Sudhir Jadhav without further delay of his rights and to provide Indian consular officers
access to him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 of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7) finds, by fifteen votes to one, that the appropriate reparation in this case consists in the obligation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to provide, by the means of its own choosing, effective review and
reconsideration of the conviction and sentence of Mr. Kulbhushan Sudhir Jadhav, so as to ensure that full
weight is given to the effect of the violation of the rights set forth in Article 36 of the Convention, taking
account of paragraphs 139, 145 and 146 of this Judgment;
(8) declares, by fifteen votes to one, that a continued stay of execution constitutes an indispensable
condition for the effective review and reconsideration of the conviction and sentence of Mr. Kulbhushan
Sudhir Jadhav.
*
These proceedings were instituted on 8 May 2017 by the filing in the Registry of an Application by the
Republic of India against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alleging violations of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of 24 April 1963 (hereinafter the “Vienna Convention”), with regard to the detention,
since March 2016, and trial of an Indian national, Mr. Kulbhushan Sudhir Jadhav, who was accused of
performing acts of espionage and terrorism on behalf of India, and sentenced to death by a military court in
Pakistan in April 2017. In particular, India contends that Pakistan acted in breach of its obligations under
Article 36 of the Vienna Convention (i) by not informing India, without delay, of the detention of Mr. Jadhav;
(ii) by not informing Mr. Jadhav of his rights under Article 36; and (iii) by denying consular officers of India
access to Mr. Jadh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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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ing of the Court
I. JURISDICTION
The Court, having noted that India and Pakistan are parties to the Vienna Convention and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concerning the Compulsory Settlement of Disputes
(hereinafter the “Optional Protocol”), finds that it has jurisdiction under Article I of the latter instrument to
entertain India’s claims based on alleged violations of the Vienna Convention.
II. ADMISSIBILITY
Pakistan has raised three objections to the admissibility of India’s Application. These objections are
based on India’s alleged abuse of process, abuse of rights and unlawful conduct.
A. First objection: abuse of process
In support of its first objection, Pakistan contends, first, that India abused its procedural rights when
requesting the Court to indicate provisional measures in this case, and secondly, that before instituting the
current proceedings, India failed to give consideration to other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envisaged in
Articles II and III of the Optional Protocol. The Court considers that neither argument can be upheld and
rejects Pakistan’s first objection to the admissibility of India’s Application.
B. Second objection: abuse of rights
Pakistan based its second objection on three main arguments. First, it refers to India’s refusal to
“provide evidence” of Mr. Jadhav’s Indian nationality. Secondly, Pakistan mentions India’s failure to engage
with its request for assistance in relation to the criminal investigations into Mr. Jadhav’s activities. Thirdly,
Pakistan alleges that India authorized Mr. Jadhav to cross the Indian border with a “false cover name authentic
passport” in order to conduct espionage and terrorist activities.
In response to Pakistan’s first argument, the Court observes that the evidence before it shows that both
Parties have considered Mr. Jadhav to be an Indian national. With regard to the second and third arguments,
based on various alleged breaches of India’s obligations under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73 (2001), the
Court is of the view that such allegations are properly a matter for the merits and therefore cannot be invoked
as a ground of inadmissibility.
For these reasons, the Court finds that Pakistan’s second objection to the admissibility of India’s
Application must be rejected. The second and third arguments advanced by Pakistan are addressed by the
Court when dealing with the merits.
C. Third objection: India’s alleged unlawful conduct
In its third objection, Pakistan asks the Court to dismiss the Application on the basis of India’s alleged
unlawful conduct, relying on the “clean hands” doctrine and the principles of “ex turpi causa non oritur ac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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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x injuria jus non oritur”. The Court considers that none of the arguments put forward can be upheld and
rejects Pakistan’s third objection to the admissibility of India’s Application.
III. APPLICABILITY OF ARTICLE 36 OF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The Court notes that Pakistan advances several contentions concerning the applicability of certain
provisions of the Vienna Convention to the case of Mr. Jadhav. First, Pakistan argues that Article 36 of the
Vienna Convention does not apply in “prima facie cases of espionage”. Secondly, it contends that customary
international law governs cases of espionage in consular relations and allows States to make exceptions to the
provisions on consular access contained in Article 36 of the Vienna Convention. Thirdly, Pakistan maintains
that it is the 2008 Agreement on Consular Access between India and Pakistan (hereinafter the “2008
Agreement”), rather than Article 36 of the Vienna Convention, which regulates consular access in the present
case.
With regard to Pakistan’s first argument, the Court concludes that Article 36 does not exclude from its
scope certain categories of persons, such as those suspected of espionage.
With regard to Pakistan’s second argument, the Court considers that Article 36 of the Vienna
Convention, and not customary international law, governs the matter at hand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Parties.
With regard to Pakistan’s third argument, the Court does not find that any provisions in the 2008
Agreement evince an intention on behalf of the Parties to restrict the rights guaranteed by Article 36 of the
Vienna Convention. Moreover, the Court is of the view that this Agreement is a subsequent agreement,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73, paragraph 2, of the Vienna Convention, intended to “confirm, supplement, extend
or amplify” that instrument, and therefore does not displace the obligations under Article 36.
None of the arguments raised by Pakistan concerning the applicability of Article 36 of the Vienna
Convention to the case of Mr. Jadhav having been upheld, the Court thus concludes that the Convention is
applicable in the present case, regardless of the allegations that Mr. Jadhav was engaged in espionage
activities.
IV. ALLEGED VIOLATIONS OF ARTICLE 36 OF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The Court observes that Pakistan has not contested India’s contention that Mr. Jadhav was not
informed of his rights under Article 36, paragraph 1 (b), of the Convention. It notes that Pakistan consistently
maintained that the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an individual suspected of espionage. The Court infers from
this position that Pakistan did not inform Mr. Jadhav of his rights under Article 36, paragraph 1 (b), of the
Vienna Convention, and thus concludes that Pakistan breached its obligation under that provision.
Turning to India’s submission regarding the alleged failure of Pakistan to inform India, without delay,
of the arrest and detention of Mr. Jadhav, the Court recalls that, under Article 36, paragraph 1 (b),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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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nna Convention, if a national of the sending State is arrested or detained, and “if he so request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receiving State must, “without delay”, inform the consular post of the sending
State. The Court notes that there is an inherent connection between the obligation of the receiving State to
inform a detained person of his rights and his ability to request that the consular post of the sending State be
informed of his detention. If a detained person is not informed of his rights, he may not be aware of his
entitlement to request that the sending State’s consular post be informed of his arrest. According to the Court,
the phrase “if he so requests” must be read in conjunction with that obligation of the receiving State. Having
already found that Pakistan failed to inform Mr. Jadhav of his rights, the Court is consequently of the view that
Pakistan was under an obligation to inform India’s consular post of the arrest and detention of Mr. Jadhav. As
to whether and when the notification was made, the Court notes that Pakistan did notify India on 25 March
2016 of the arrest and detention of Mr. Jadhav. The Court considers that the fact that the notification was made
some three weeks after the arrest constitutes a breach of the obligation to inform “without delay”, as required
by Article 36, paragraph 1 (b), of the Vienna Convention.
The Court then addresses India’s submission concerning the alleged failure of Pakistan to provide
consular access to Mr. Jadhav as required under Article 36, paragraph 1 (a), of the Vienna Convention. In the
present case, it is undisputed that Pakistan has not granted any Indian consular officer access to Mr. Jadhav.
Any alleged failure by India to co-operate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in Pakistan does not relieve Pakistan
of its obligation to grant consular access. Article 36, paragraph 1 (c), provides that consular officers have the
right to arrange legal representation for a detained national of the sending State. This right remains in place
regardless of whether Mr. Jadhav opted to be represented by a defending officer qualified for legal
representation, as alleged by Pakistan. The Court therefore concludes that Pakistan has breached the
obligations incumbent on it under Article 36, paragraph 1 (a) and (c), of the Vienna Convention.
V. ABUSE OF RIGHTS
In light of the foregoing, the Court addresses the question whether India’s alleged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invoked by Pakistan in support of its contentions based on abuse of rights may constitute a
defence on the merits. In essence, Pakistan argues that India cannot request consular assistance with respect
to Mr. Jadhav, while at the same time it has failed to comply with othe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In the Court’s view, there is no basis under the Vienna Convention for a State to condition the fulfilment of
its obligations under Article 36 on the other State’s compliance with other international law obligations.
Pakistan’s arguments relating to abuse of rights by India must therefore be rejected.
VI. REMEDIES
The Court has found that Pakistan acted in breach of its obligations under Article 36 of the Vienna
Convention: first, by not informing Mr. Jadhav of his rights; secondly, by not informing India, without delay,
of the arrest and detention of Mr. Jadhav; and thirdly, by denying access to Mr. Jadhav by consular officers
of India, contrary to their right, inter alia, to arrange for his legal representation.
In the Court’s view, the first and third breaches by Pakistan, as just set out, constitute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of a continuing character. Accordingly, Pakistan is under an obligation to cease those acts and
to comply ful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Article 36 of the Vienna Convention. Consequently, Pakistan m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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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 Mr. Jadhav without further delay of his rights under Article 36, paragraph 1 (b), and allow Indian
consular officers to have access to him and to arrange for his legal representation, as provided by Article 36,
paragraph 1 (a) and (c).
The Court considers the appropriate remedy in this case to be effective review and reconsideration of
the conviction and sentence of Mr. Jadhav. In order to be effective, this process must ensure that full weight
is given to the effect of the violation of the rights set forth in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and
guarantee that the violation and the possible prejudice caused by the violation are fully examined.
The Court takes full cognizance of the representations made by Pakistan. During the oral proceedings,
the Agent of Pakistan declared that the Constitution of Pakistan guarantees, as a fundamental right, the right
to a fair trial; that the right to a fair trial is “absolute” and “cannot be taken away”; and that all trials are
conducted accordingly and, if not, “the process of judicial review is always available”. The Court considers
that the violation of the rights set forth in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Vienna Conven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principles of a fair trial, should be fully examined and properly addressed during the
review and reconsideration process.
The Court notes that the obligation to provide effective review and reconsideration can be carried out
in various ways. The choice of means is left to Pakistan. Nevertheless, freedom in the choice of means is not
without qualification. The obligation to provide effective review and reconsideration is an obligation of result
which must be performed unconditionally. Consequently, Pakistan shall take all measures to provide for
effective review and reconsideration, including, if necessary, by enacting appropriate legislation.
The Court finally considers that a continued stay of execution constitutes an indispensable condition
for the effective review and reconsideration of the conviction and sentence of Mr. Jadh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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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wford, Gevorgian,
Salam, Iwasawa; Judge ad hoc Jillani; Deputy-Registrar Fomété.
*
Judge CANÇADO TRINDADE appends a separate opinion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Judges
SEBUTINDE, ROBINSON and IWASAWA append declarations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Judge ad hoc
JILLANI appends a dissenting opinion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___________
A summary of the Judgment appears in the document entitled “Summary 2019/4”, to which
summaries of the opinions and declarations are anne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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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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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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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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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5년 ｢이란-미국 우호, 경제관계 및 영사권 조약｣ 위반 혐의(이란 v. 미국) 사건에서 미국의 선결적 항
변에 대한 이란의 의견 및 부탁사항에 관한 서면진술 제출 기한 확정
2019년 8월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ICJ는 2019년 8월 26일자 명령을 통해 1955년 ｢이란-미국 우호,
경제관계 및 영사권 조약｣ 위반 혐의(이란 v. 미국) 사건에서 미국의 선결적 항변에 대한 이란의 의견
및 부탁사항에 관한 서면진술 제출 기한을 확정하였다. 2019년 8월 23일 미국이 재판소의 관할권 및
소의 수리가능성에 대해 선결적 항변을 제기함에 따라 재판소규칙 제79조 제5항에 근거해 이 사건의
본안 절차는 정지되었으며, 동 조항에 따라 이란의 서면진술 제출 기한을 2019년 12월 23일로 정하였다.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면, 2018년 7월 17일, 이란은 미국이 1955년 ｢이란-미국 우호, 경제관계 및
영사권 조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에 사건을 신청하였고, 동시에 미국이 5월 8일 제재조치
를 포함한 모든 제재 조치의 이행 및 집행을 중단할 것을 골자로 하는 잠정조치 지시를 재판소에 요청하
였다. 2018년 10월 3일, 재판소는 이란의 잠정조치 지시 요청에 대해 이란이 주장하는 특정 권리의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를 취할 것과 분쟁을 심화시키거나 확대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삼갈 것을
양 당사국들에게 요청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지시 명령을 내렸다. 재판소는 2019년 4월 8일자 명령을
통해 1955년 ｢이란-미국 우호, 경제관계 및 영사권 조약｣ 위반 혐의(이란 v. 미국) 사건에 관한 원고
이란의 답변서 및 피고 미국의 준비서면 제출기한을 각각 2019년 4월 10일과 2019년 5월 24일로 연장하
였다.

< 관련보도자료 >

No. 2019/34
30 August 2019

Alleged Violations of the 1955 Treaty of Amity, Economic Relations, and Consular Rights
(Islamic Republic of Iran v. United States of America)
Fixing of time-limit for the filing by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of a written statement
of its observations and submissions on the preliminary objections raised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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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AGUE, 30 August 2019. By an Order dated 26 August 2019,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has fixed the time-limit within which Iran
may present a written statement of its observations and submissions on the preliminary objections raised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the case concerning Alleged Violations of the 1955 Treaty of Amity,
Economic Relations, and Consular Rights (Islamic Republic of Iran v. United States of America).
In his Order, the President recalls that, on 10 October 2018, the Court fixed 10 April 2019 and 10
October 2019 as the respective time-limits for the filing of a Memorial by Iran and a Counter-Memorial by the
United States.
The President also recalls that, by an Order dated 8 April 2019, he extended to 24 May 2019 and 10
January 2020 the respective time-limits for the filing of the Memorial and the Counter-Memorial, and that the
Memorial of Iran was duly filed within the time-limit thus extended.
The Order further observes that, on 23 August 2019, the United States raised preliminary objections
to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and to the admissibility of the Application and that, in accordance with Article
79, paragraph 5, of the Rules of Court, the proceedings on the merits have therefore been suspended.
Pursuant to that same provision, the President has, by his Order, fixed 23 December 2019 as the
time-limit within which Iran may present a written statement of its observations and submissions on the
preliminary objections raised by the United States.
It is explained in the Order that the time-limit has been fixed taking account of Practice Direction V in
particular, according to which the time-limit for the presentation of such a written statement should generally
not exceed four months from the date of the filing of preliminary objections.
The subsequent procedure has been reserved for further decision.
___________
History of the proceedings
The history of the proceedings may be found in the Annual Report of the Court for 2017-2018 (paras.
263-271) and in press releases Nos. 2018/43 of 30 August 2018, 2018/50 of 3 October 2018, 2018/53 of 16
October 2018 and 2019/16 of 15 April 2019, available on the Court’s website (www.icj-cij.org).
___________
The full text of the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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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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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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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현재 ICJ에 계류 중인 사건 목록 (2019. 9. 20. 기준)
○ 심리 또는 심의 중에 있는 사건 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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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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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bitral Award of 3 October 1899 (Guyana v. Venezuela)
11.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Qatar v. United Arab Emirate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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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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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Alleged violations of the 1955 Treaty of Amity, Economic Relations, and Consular Rights (Islamic
Republic of Iran v. United States of America)
15. Relocation of the United States Embassy to Jerusalem (Palestine v. United States of America)
16. Guatemala’s Territorial, Insular and Maritime Claim (Guatemala/Be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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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국제해양법재판소)
- ITLOS, 산파드레피오 사건(스위스 v. 나이지리아) 잠정조치에 관해 명령
2019년 7월 6일 재판소는 스위스의 잠정조치 요청에 대한 명령에서 재판소가 이 사건에 대해 협약
제7부속서에 따라 ‘일견’(prima facie) 관할권이 있고, 중재재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스위스의 권리
가 회복 불가능한 실질적이고 긴급한 위험에 놓여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잠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a) 스위스는 선박과 선원에 대해 미화 1400만 달러 상당의 채권 또는 금융 담보를 내야 한다. (b)
스위스는 형사피고인(선장과 선원)이 나이지리아의 형사소송절차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2018년 1월 22-23일에 발생한 산파드레피오 사건과 관련한 나이지리아의 관할권 행사는 협약의 위반이
아니다. (c) 상기 (a)에 언급한 채권 또는 금용 담보를 제공하고, (b)에서 언급한 약속을 이행할 때 나이지
리아는 즉시 산파드레피오 선박, 화물 및 선원들을 반환 및 석방해야 한다. 재판소는 또한 스위스와
나이지리아에게 이 분쟁을 악화시키거나 확대시키는 여하의 행동도 금할 것과 스위스와 나이지리아
각각 2019년 7월 22일까지 최초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였다.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면, 2018년 1월 23일 나이지리아 해군은 나이지리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당국
의 승인과 허가 절차 없이 선박 대 선박 연료 전달을 실시한 산파드레피오 선박 및 선원을 나포 및
체포하였다. 이에 스위스는 2019년 5월 6일, 나이지리아에 의해 나포 및 억류된 산파드레피오 선박(M/T
“San Padre Pio”), 선원(선장과 선원 3명) 및 화물 관련 양국간의 분쟁을 유엔해양법협약(이하 ‘협약’)
제7부속서(중재재판)에 따라 중재를 제기하였다. 2019년 5월 21일, 스위스는 나포 및 억류된 M/T San
Padre Pio 선박, 선원 및 화물과 관련된 스위스와 나이지리아 간의 분쟁에 대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제290
조 제5항에 따라 유엔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명령을 요청하였다. ITLOS 재판소장은 2019년 5월
29일자 명령을 통해 산파드레피오 사건(스위스 v. 나이지리아), 잠정조치에 관한 공개심리 날짜를 2019
년 6월 21과 22일로 확정하였다.

< 관련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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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6 JULY 2019, THE TRIBUNAL DELIVERED ITS ORDER IN THE M/T
“SAN PADRE PIO” CASE (SWITZERLAND V. NIGERIA), PROVISIONAL
MEASURES
History of proceedings and factual background
On 6 May 2019, Switzerland instituted arbitral proceedings under Annex VII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 Convention”) against Nigeria in a dispute between Switzerland and
Nigeria concerning the arrest and detention of the M/T “San Padre Pio”, its crew and cargo.
Pursuant to article 290, paragraph 5, of the Convention, pending the constitution of an arbitral tribunal,
any party to the dispute may request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to prescribe provisional
measures to preserve the respective rights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or to prevent serious harm to the marine
environment.
On 21 May 2019, Switzerland submitted a request to the Tribunal for the prescription of provisional
measures under article 290, paragraph 5, of the Convention in relation to the dispute.
The factual background of the dispute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On 23 January 2018, the
Nigerian navy intercepted and arrested the M/T “San Padre Pio”, a motor tanker flying the flag of
Switzerland, while it was “engaged in one of several ship-to-ship transfers of gasoil” (paragraph 30 of the
Order) in Nigeria’s exclusive economic zone. The vessel was then ordered to proceed to Port Harcourt
(Nigeria), where it is still detained. The 16 crew members were moved to a prison and charged with
“conspiring to distribute and deal with petroleum product without lawful authority or appropriate license, and
with having done so with respect to the petroleum product onboard” (paragraph 33 of the Order). The charges
were later amended to apply only to the Master, three officers and the vessel (paragraph 34 of the Order).
Thereafter, the other crew members were released from prison and returned to the vessel, while the Master
and the three officers stayed in prison before they were released and returned to the vessel upon the provision
of bail on 13 April 2018 (paragraph 34 of the Order). Under the bail conditions set by the Federal High Court
of Nigeria, the Master and the three officers are not allowed to travel outside Nigeria without prior approval
or order of the court (paragraph 35 of the Order).
The Tribunal held a hearing on 21 and 22 June 2019. In its final submissions, made on 22 June 2019,
Switzerland requested the Tribunal to prescribe the following provisional measures:
“Nigeria shall immediately take all measures necessary to ensure that all restrictions on the liberty, security
and movement of the “San Padre Pio”, her crew and cargo are immediately lifted to allow and enable them
to leave Nigeria. In particular, Nigeria shall –
(a)

(b)

enable the “San Padre Pio” to be resupplied and crewed so as to be able to leave, with her cargo, her
place of detention and the maritime areas under the jurisdiction of Nigeria and exercise the freedom of
navigation to which her flag State, Switzerland, is entitled under the Convention;
release the Master and the three other officers of the “San Padre Pio” and allow them to leave the
territory and maritime areas under the jurisdiction of Nig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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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uspend all court and administrative proceedings and refrain from initiating new ones which might
aggravate or extend the dispute submitted to the Annex VII arbitral tribunal.”
On 22 June 2019, Nigeria made the following final submissions: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respectfully requests that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reject all of the Swiss Confederation’s requests for provisional measures.”
Tribunal’s Order of 6 July 2019
I.

Prima facie jurisdiction

The Tribunal first recalls that it “may prescribe provisional measures under article 290, paragraph 5,
of the Convention only if the provisions invoked by the Applicant prima facie appear to afford a basis on
which the jurisdiction of the Annex VII arbitral tribunal could be founded, but need not definitively satisfy
itself that the Annex VII arbitral tribunal has jurisdiction over the dispute submitted to it” (paragraph 45 of the
Order).
Existence of a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Switzerland claims that the “dispute concerns in particular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Parts
V and VII of UNCLOS, including articles 56, paragraph 2, 58, 87, 92 and 94” (paragraph 48 of the Order). It
brought three claims before the Annex VII arbitral tribunal, the first and second of which concern
Switzerland’s rights to freedom of navigation and exclusive flag State jurisdiction. The third claim is “based
o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also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paragraph 49 of the Order).
In the proceedings before the Tribunal, Nigeria does not challenge the prima facie jurisdiction of the
Annex VII arbitral tribunal over Switzerland’s first and second claims, but it does, however, challenge such
jurisdiction over Switzerland’s third claim (paragraph 52 of the Order). In Nigeria’s view, “at the time of the
institution of the Annex VII arbitral proceedings, no dispute had crystallized between the Parties over this
claim” (paragraph 55 of the Order) and “the alleged dispute [regarding Switzerland’s third claim] does not
concern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UNCLOS” (paragraph 53 of the Order).
The Tribunal is of the view that, although Nigeria did not respond to Switzerland’s position regarding
the alleged violation of the Convention, the fact that the Nigerian authorities intercepted, arrested and
detained the vessel and commenced criminal proceedings against it and its crew members “indicates that
Nigeria holds a different position from Switzerland” (paragraph 58 of the Order). The Tribunal is also of the
view that “at least some of the provisions invoked by Switzerland appear to afford a basis on which the
jurisdiction of the Annex VII arbitral tribunal might be founded” (paragraph 60 of the Order). The Tribunal
“accordingly considers that a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prima
facie appears to have existed on the date of the institution of the arbitral proceedings” (paragraph 61 of the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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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83 of the Convention
As to the requirements under article 283 of the Convention, the Tribunal notes that “Switzerland made
repeated attempts to exchange views with Nigeria” (paragraph 70 of the Order). The Tribunal observes that
Nigeria, however, “did not engage in an exchange of views with Switzerland” and that, under these
circumstances, “Switzerland could reasonably conclude that the possibility of reaching agreement was
exhausted” (paragraph 72 of the Order). Accordingly, the Tribunal is of the view that “these considerations
are sufficient at this stage to find tha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83 of the Convention were satisfied before
Switzerland instituted arbitral proceedings” (paragraph 75 of the Order).
The Tribunal “concludes that prima facie the Annex VII arbitral tribunal would have jurisdiction over
the dispute submitted to it” (paragraph 76 of the Order).
II.

Urgency of the situation

Plausibility of rights asserted by the Applicant
The Tribunal states that, before prescribing provisional measures, it “needs to satisfy itself that the
rights which Switzerland seeks to protect are at least plausible” (paragraph 77 of the Order) and that, at this
stage of the proceedings, it “is not called upon to determine definitively whether the rights claimed by
Switzerland exist” (paragraph 105 of the Order).
In this respect, the Tribunal notes Switzerland’s argument that “bunkering activities carried out by the
M/T “San Padre Pio”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f Nigeria are part of the freedom of navigation and
“that it has exclusive jurisdiction as the flag State over the vessel with respect to such bunkering activities”.
The Tribunal, however, also notes Nigeria’s argument that “it has sovereign rights and obligations … to
exercise its enforcement jurisdiction over the bunkering activities in question in its exclusive economic zone”
(paragraph 107 of the Order). In the Tribunal’s view, “taking into account the legal arguments made by the
Parties and evidence available before it, it appears that the rights claimed by Switzerland in the present case
… are plausible” (paragraph 108 of the Order).
Real and imminent risk of irreparable prejudice
The Tribunal notes that, pursuant to article 290, paragraph 5, of the Convention, it may not prescribe
provisional measures “unless there is a real and imminent risk that irreparable prejudice may be caused to the
rights of parties to the dispute before the constitution and functioning of the Annex VII arbitral tribunal
(paragraph 111 of the Order).
The Tribunal considers that, under the circumstances of the present case, the arrest and detention of the
M/T “San Padre Pio” “could irreparably prejudice the rights claimed by Switzerland relating to the freedom
of navigation and the exercise of exclusive jurisdiction over the vessel as its flag State if the Annex VII arbitral
tribunal adjudges that those rights belong to Switzerland”. In the Tribunal’s view, “there is a risk that the
prejudice to the rights asserted by Switzerland … may not be fully repaired by monetary compensation alone”
(paragraph 128 of the Order). The Tribunal notes that “the M/T “San Padre Pio” has not only been de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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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but also that the vessel and its crew are exposed to constant danger to their
security and safety (paragraph 129 of the Order).” In this regard, the Tribunal takes note of an armed attack
against the vessel that occurred on 15 April 2019.
The Tribunal finds “that there is a real and imminent risk of irreparable prejudice to the rights of
Switzerland pending the constitution and functioning of the Annex VII arbitral tribunal” and “accordingly
finds that the urgency of the situation requires the prescription of provisional measures under article 290,
paragraph 5, of the Convention (paragraph 131 of the Order).
III. Provisional measures to be prescribed
The Tribunal may prescribe “any provisional measures which it considers appropriate under the
circumstances to preserve the respective rights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as provided for in article 290,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paragraph 132 of the Order). The Tribunal notes in this regard that, in
accordance with article 89, paragraph 5, of the Rules, it may prescribe measures different in whole or in part
from those requested (paragraph 133 of the Order).
The Tribunal “considers it appropriate under the circumstances of the present case to prescribe
provisional measures requiring Nigeria to release the M/T “San Padre Pio”, its cargo and the Master and the
three officers upon the posting of a bond or other financial security by Switzerland and that the vessel with its
cargo and the Master and the three officers be allowed to leave the territory and maritime areas under the
jurisdiction of Nigeria” (paragraph 138 of the Order). The Tribunal “determines that the bond or other
financial security should be in the amount of US$ 14,000,000” (paragraph 139 of the Order).
Furthermore, the Tribunal considers “that posting of a bond, whilst effective, may not afford sufficient
satisfaction to Nigeria.” The Tribunal, therefore “decides that Switzerland shall undertake to ensure the return
of the Master and the three officers to Nigeria, if so required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 of the Annex VII
arbitral tribunal, and, for this purpose, the Parties shall cooperate in good faith in the implementation of such
undertaking” (paragraph 141 of the Order).
IV. Operative provisions (paragraph 146)
For these reasons,
THE TRIBUNAL,
(1)

By 17 votes to 4,

Prescribes, pending a decision by the Annex VII arbitral tribunal, the following provisional measures under
article 290, paragraph 5, of the Convention:
(a)

Switzerland shall post a bond or other financial security, in the amount of US$ 14,000,000, with
Nigeria in the form of a bank guarantee, as indicated in paragraphs 139 and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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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witzerland shall undertake to ensure that the Master and the three officers are available and present
at the criminal proceedings in Nigeria, if the Annex VII arbitral tribunal finds that the arrest and
detention of the M/T “San Padre Pio”, its cargo and its crew and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by Nigeria
in relation to the event which occurred on 22-23 January 2018 do not constitute a violation of the
Convention. Switzerland and Nigeria shall cooperate in good faith in the implementation of such
undertaking;

(c)

Upon the posting of the bond or other financial security referred to in (a) above and the issuance of the
undertaking referred to in (b) above, Nigeria shall immediately release the M/T “San Padre Pio”, its
cargo and the Master and the three officers and shall ensure that the M/T “San Padre Pio”, its cargo
and the Master and the three officers are allowed to leave the territory and maritime areas under the
jurisdiction of Nigeria.

FOR:

President PAIK; Vice-President ATTARD; Judges JESUS, COT, PAWLAK, YANAI,
HOFFMANN, KULYK, GÓMEZ-ROBLEDO, HEIDAR, CABELLO, CHADHA,
KITTICHAISAREE, KOLODKIN, LIJNZAAD; Judges ad hoc MURPHY; PETRIG;

AGAINST:

Judges LUCKY, KATEKA, GAO, BOUGUETAIA.

(2)

By 19 votes to 2,

Decides that Switzerland and Nigeria shall refrain from taking any action which might aggravate or extend the
dispute submitted to the Annex VII arbitral tribunal.
FOR:

President PAIK; Vice-President ATTARD; Judges JESUS, COT, PAWLAK, YANAI,
HOFFMANN, GAO, BOUGUETAIA, KULYK, GÓMEZ-ROBLEDO, HEIDAR,
CABELLO, CHADHA, KITTICHAISAREE, KOLODKIN, LIJNZAAD; Judges ad
hoc MURPHY, PETRIG;

AGAINST:

Judges LUCKY, KATEKA.

(3)

By 19 votes to 2,

Decides that Switzerland and Nigeria shall each submit the initial report referred to in paragraph 144 not later
than 22 July 2019 to the Tribunal, and authorizes the President to request further reports and information as
he may consider appropriate after that report.
FOR:

AGAINST:

President PAIK; Vice-President ATTARD; Judges JESUS, COT, PAWLAK, YANAI,
HOFFMANN, GAO, BOUGUETAIA, KULYK, GÓMEZ-ROBLEDO, HEIDAR,
CABELLO, CHADHA, KITTICHAISAREE, KOLODKIN, LIJNZAAD; Judges ad
hoc MURPHY, PETRIG;
Judges LUCKY, KATEKA.

Judges Chadha and Cabello append a joint declaration to the Order; Judges Kittichaisare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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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odkin append a declaration to the Order; Judge Heidar and Judges ad hoc Murphy and Petrig append a
separate opinion to the Order; Judges Lucky, Kateka, Gao and Bouguetaia append a dissenting opinion to the
Order. The text of the Order, the declarations and opinions as well as a recorded webcast of the reading are
available on the website of the Tribunal.
Note: The press releases of the Tribunal do not constitute official documentsand are issued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The press releases of the Tribunal, documents and other information are available on the Tribunal’s
websites (http://www.itlos.org and http://www.tidm.org) and from the Registry of the Tribunal. Please
contact Ms Julia Ritter or Mr Benjamin Benirschke at: Am Internationalen Seegerichtshof 1,
22609 Hamburg, Germany, Tel.: +49 (40) 35607-227; Fax: +49 (40) 35607-245;
E-mail: press@itlo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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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형사재판소)
- ICC 소장단, ‘방글라데시/미얀마 상황’ 전심재판부 III에 배당
2019년 6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ICC 소장단은 Robert Fremr 재판관, Olga Herrera Carbuccia 재판관,
Geoffrey Henderson 재판관으로 구성된 전심재판부 III을 설치하고, ‘방글라데시/미얀마 상황’을 본 재
판부에 배당하였다.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면, 2018년 9월 6일, ICC 전심재판부 I은 미얀마에서 방글라데시로 로힝야족
추방 혐의에 대해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로마규정 제19조 3항에 따라
소추관이 제출한 요청에 따른 것이다. 재판소는 로힝야족의 추방은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하는 것으
로 로힝야족의추방 혐의의 근거가 되는 강압적 행위가 ICC로마규정의 비회원국인 미얀마 영토에서
발생했으나 이 범죄의 요소(월경적 성격)가 ICC로마규정 회원국인 방글라데시 영토에서 발생했으므로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전심재판부 I은 로마규정 인도에 반하는
죄로서 박해 또는 기타 비인도적 행위와 같이 ICC로마규정 제5조에 규정된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관할
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관련 보도자료 >
Press Release : 26 June 2019

ICC Presidency assigns the Situation in Bangladesh/ Myanmar to Pre-Trial
Chamber III
ICC-CPI-20190626-PR1461
The Presidency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or the "Court") has constituted Pre-Trial Chamber
III, composed of Judge Robert Fremr, Judge Olga Herrera Carbuccia and Judge Geoffrey Henderson and
assigned to it the Situation in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This
decision follows a notice by the ICC Prosecutor, Fatou Bensouda, informing the Presidency of her intention
to submit a request for an authorisation to open an investigation into this Situation.
The Prosecutor has notified judges that she will seek an authorisation "to investigate alleged crimes within the
Court's jurisdiction in which at least one element occurred on the territory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 a State Party to the Rome Statute since 1 June 2010 – and within the context of two waves of
violence in Rakhine State o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as well as any other
crimes which are sufficiently linked to these events".
Once the Prosecutor submits her request, it will then be for the Judges of Pre-Trial Chamber III to decide
whether or not to authorise the Prosecutor to open an investigation into the Situation. The Judges will have to
consider whether there is a reasonable basis to proceed with an investigation, upon examination of the
Prosecutor's request and the supporting material.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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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On 6 September 2018, following a request submitted by the Prosecutor pursuant to article 19(3)
of the Statute, ICC Pre-Trial Chamber I decided by majority that the Court may exercise jurisdiction over the
alleged deportation of the Rohingya people from Myanmar occurred on the territory of Myanmar (which is a
State not party to the Statute) to Bangladesh (which is a State party to the Statute). On 18 September 2018, the
Prosecutor announced the opening of a preliminary examination concerning the alleged deportation of the
Rohingya people from Myanmar to Banglad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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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 ICC 1심재판부 VI, 보스코 은타간다에 대해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 유죄 선고
2019년 7월 8일, ICC 1심재판부 VI는 보스코 은타간다가 콩고민주공화국 이투리(Ituri)주에서 저지른
18건의 전쟁 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소는 은타간다가 3가지
범죄, 즉 인도에 반하는 죄로서 살인,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로서 박해에 대한 직접범죄실행자로
서의 책임을, 이들 범죄 외에 대해서는 간접범죄실행자(indirect perpetrator)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판결
하였다. 은타간다 재판은 2015년 9월 2일 시작되어 2018년 8월 28일에서 30일까지 진술을 모두 마쳤다.
이번 유죄 판결 이후 재판소는 은타간다의 형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판결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은타간다의 구속은 계속된다.

< 관련 보도자료 >
Press Release : 8 July 2019

ICC Trial Chamber VI declares Bosco Ntaganda guilty of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ICC-CPI-20190708-PR1466
Today, 8 July 2019, Trial Chamber VI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found Mr Bosco Ntaganda
guilty, beyond reasonable doubt, of 18 counts of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committed in Ituri,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RC), in 2002-2003. Trial Chamber VI, composed of Judge Robert
Fremr, Presiding Judge, Judge Kuniko Ozaki and Judge Chang-ho Chung, announced its judgment during a
public hearing held in Courtroom I at the seat of the Court in The Hague (The Netherlands).
Findings: To make its decision, the Chamber reviewed all the evidence submitted during the trial, including
documents, eye witnesses and insiders.
Trial Chamber VI found that the Union des Patriotes Congolais [Union of Congolese Patriots] (UPC) and its
military wing, the Forces Patriotiques pour la Libération du Congo [Patriotic Force for the Liberation of
Congo] (FPLC), were at all times involved in at least one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 with an opposing
party, in Ituri, district of the DRC from on or about 6 August 2002 to on or about 31 December 2003.
The conduct of the UPC/FPLC against the civilian population was the intended outcome of a preconceived
strategy to target the civilian population, and the crimes committed took place pursuant to a policy of the
UPC/FPLC. Mr Ntaganda fulfilled a very important military function in the UPC/FPLC.
In this context, the Chamber found Mr Ntaganda guilty of crimes against humanity (murder and attempted
murder, rape, sexual slavery, persecution, forcible transfer and deportation) and war crimes (murd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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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mpted murder, intentionally directing attacks against civilians, rape, sexual slavery, ordering the
displacement of the civilian population, conscripting and enlisting children under the age of 15 years into an
armed group and using them to participate actively in hostilities, intentionally directing attacks against
protected objects, and destroying the adversary's property).
While the evidence did not sustain all incidents indicated by the Prosecutor, it did demonstrate that in relation
to each of the 18 counts at least part of the charges were proven beyond any reasonable doubt.
The Chamber has found that Mr Ntaganda was liable as a direct perpetrator for parts of the charges of three
of the crimes, namely murder as a crime against humanity and a war crime and persecution as a crime against
humanity, and was an indirect perpetrator for the other parts of these crimes. He was convicted as an indirect
perpetrator for the remaining crimes.
Next steps: In order to determine Mr Ntaganda's sentence in this case, the Chamber will receive submissions
from the parties and participants regarding the possible sentence, and will schedule a separate hearing, to
receive evidence and address matters related to sentencing. Pending the decision on sentencing, Mr Ntaganda
continues to be detained.
The parties (the Prosecution and Defence) may appeal the decision of conviction within thirty days. Issues
related to the procedure for victims' reparations will be addressed in due course.
Background on the trial: The trial of Mr Ntaganda opened on 2 September 2015 and closing statements from
28 to 30 August 2018.
Over the course of 248 hearings, the Chamber heard 80 witnesses and experts called by the Office of the ICC
Prosecutor, Ms Fatou Bensouda, 19 witnesses called by the Defence team lead by Mr Stéphane Bourgon and
three witnesses called by the legal representatives of the victims participating in the proceedings, as well as
five victims who presented their views and concerns.
A total of 2 129 victims, represented by their legal counsel, Ms Sarah Pellet and Mr Dmytro Suprun from the
ICC Office for Public Counsel for the Victims, participated in the trial after having been authorised by the
Chamber to do so.
The Trial Chamber issued 347 written decisions and 257 oral decisions during the trial phase. 1791 items were
admitted into evidence. After the presentation of evidence, the Chamber received written closing submissions
from the parties and the Legal Representatives of Victims; in total more than 1 400 pages. The total number
of filings of the parties and participants and the Chamber's decisions is more than 2300 filings.
For further information on the case, click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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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 ICC 1심재판부 I, 로랑 그바그보, 샤를르 블레 구데에 대한 무죄 결정 이유 서면 발표
2019년 7월 16일, ICC 1심재판부 I은 2019년 1월 15일 로랑 그바그보, 샤를르 블레 구데의 혐의에
대해 무죄 결정을 한 이유 전체를 서면으로 발표하였다. 3명의 판사 중 2명 판사의 다수 의견(Annex
B) 외에 개별 의견(Annex A), 그리고 반대 의견(Annex C)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1월 15일, ICC 1심재판부는 그바그보와 구데가 2010년과 2011년 코트디부아르에서
범한 인도에 반한 죄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결정하였다. 1심재판부는 무죄판결에 따른 그바그보와
구데의 석방을 명령했다. 1심재판부는 소추관이 그바그보와 구데의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제출된 증거를 분석한 결과 소추관이 그바그보의 범죄 혐의의 여러
핵심 구성 요소를 입증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 관련 보도자료 >
Press Release : 16 July 2019

Gbagbo and Blé Goudé case: ICC Trial Chamber I files the written reasons for the
acquittal
ICC-CPI-20190716- PR1470
On 15 January 2019, Trial Chamber I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or "Court"), by majority,
Judge Herrera Carbuccia dissenting, issued an oral decision acqui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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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 16 July 2019, Trial Chamber I issued its full reasons for the decision. The Majority, composed of
Judge Tarfusser and Judge Henderson provided a detailed analysis of the evidence in Judge Henderson's
reasons (Annex B). Judge Tarfusser has also separately set out his reasons and additional reflections on the
case (Annex A). The reasons for Judge Herrera Carbuccia's dissenting opinion can be found in Annex C.
The Majority's reasons, as set out in Annexes A and B, address and develop all the points noted in the Oral
decision. In particular, the majority explains why, in its view, the Prosecutor
i. Has failed to demonstrate that there was a "common plan" to keep Mr Gbagbo in power, which
included the commission of crimes against civilians;
ii. Has failed to demonstrate the existence of the alleged policy to attack a civilian population on the
basis of the alleged patterns of violence and other circumstantial evidence cited in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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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Has failed to demonstrate that the crimes as alleged in the charges were committed pursuant to or
in furtherance of a State or organisational policy to attack the civilian population;
iv. Has failed to demonstrate that public speeches by Mr Gbagbo or Mr Blé Goudé constituted
ordering, soliciting or inducing the alleged crimes or that either of the accused otherwise knowingly
or intentionally contributed to the commission of such crimes.
In the view of the Majority, one of the fundamental flaws of the Prosecutor's case was that it presented an
unbalanced narrative, which was built around a unidimensional conception of the role of nationality,
ethnicity, and religion (in the broadest sense) in Cote d'Ivoire in general and during the post-electoral crisis in
particular and which ignored essential information without which it was not possible to fully understand what
happened and certainly not what motivated key political actors in this case. Without making any findings in
this regard, the Majority was of the view that the picture emerging from the evidence appeared to differ
substantially from the one painted by the Prosecutor. The Majority also explains why it is of the view that the
tendered evidence, most of which was circumstantial, was too weak to be capable of supporting the inferences
the Prosecutor asked the Chamber to draw.
As far as the five charged incidents are concerned, the Majority analysed the relevant evidence without
putting into question the fact that crimes were committed and focused instead on whether it was possible to
establish who was criminally responsible for those crimes. The Majority concluded, in this regard, that the
available evidence did not support the allegation that the crimes were the result of a policy to target perceived
political opponents. Furthermore, the Majority was not satisfied that the evidence relied upon by the
Prosecutor was sufficient to establish a pattern of crimes from which such policy could be inferred.
In addition, in his concurring opinion, Judge Tarfusser focussed on some specific features of the case,
including developments preceding the opening of the trial and before the Appeals Chamber following the
acquittal; he also expressed criticism of the Prosecutor's performance both at the investigative and
prosecutorial stage, as well as of the Defence.
In her dissenting opinion, Judge Herrera Carbuccia found that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if accepted, on
which a reasonable Trial Chamber could convict Mr Gbagbo and Mr Blé Goudé for crimes against humanity
of murder, attempted murder, rape, inhumane acts and persecution committed against the civilian population
within the context of post-election violence in Côte d'Ivoire.
Mr Gbagbo and Mr Blé Goudé remain under conditional release pursuant to the Appeals Chamber's decision
of 1 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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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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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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rther information on this case is available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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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 ICC 상소심재판부, 옹그웬 사건에 관한 전심재판부 IX의 결정 확정
2019년 7월 17일, ICC 상소심재판부는 만장일치로 옹그웬의 항소를 기각하고 옹그웬 사건에 관한
전심재판부 IX의 결정을 확정했다. 2019년 3월 7일, 전심재판부 IX는 판결을 통해 1) 옹그웬의 혐의
구성에 대한 옹그웬 측의 일련의 결함 주장을 기각하고, 2)간접공동범죄행위자(indirect co-perpetration)
와 강제혼인에 관한 관할권에 대한 문제 제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옹그웬은 2019년 3월
14일, 전심재판부 IX의 두 결정에 대해 상소심재판부에 상소하였다.

< 관련 보도자료 >
Press Release : 17 July 2019

Ongwen case: ICC Appeals Chamber confirms the Trial Chamber’s decision on
motions requesting dismiss of the charges
ICC-CPI-20190717-PR1472
Today, 17 July 2019, the Appeals Chambe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ICC » or « Court »)
delivered its judgment unanimously rejecting the appeal of Mr Dominic Ongwen and consequently
confirming Trial Chamber IX's decision of 7 March 2019, entitled 'Decision on Defence Motions Alleging
Defects in the Confirmation Decision'. Judge Luz del Carmen Ibáñez Carranza, presiding in this appeal, read
a summary of the judgment in open court.
Trial Chamber IX had rejected, on 7 March 2019, four defence motions alleging defects in the confirmation
of charges decision and requesting that the Trial Chamber dismiss the charges and modes of liability which
he alleged were deficient and violated his fundamental fair trial right to notice.
The Appeals Chamber found that since the challenges in the four motions were directed against purported
errors and flaws in the charges, as set out in the Confirmation Decision, the Trial Chamber was correct in
finding that the issues raised by Mr Ongwen would thus have fallen to be determined in the period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the trial. They therefore fell within rule 134(2), rather than rule 134(3) of the Rules and Mr
Ongwen could not raise these issues without the leave of the Trial Chamber.
In the view of the Appeals Chamber, imposing such time limits that foreclose parties from raising issues if
they were not raised in time does not lead to unfairness to the accused person. Rather, such time limits are
applied in search of expeditiousness in the trial proceedings.
The Appeals Chamber further found that the Trial Chamber was correct when it determined that no concrete
objection or challenges were made at the commencement of the trial, such as those raised in the four motions,
despite the fact that Mr Ongwen had ample opportunity to do so. It held that the Trial Chamber was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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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able in determining that Mr Ongwen did not advance any reasonable justification for raising challenges
to the Confirmation Decision before the Trial Chamber more than three years after that decision was issued.
With respect to Mr Ongwen's jurisdictional challenges contained in the four motions, the Appeals Chamber
noted that the Trial Chamber correctly found that article 19(4) of the Statute 'requires jurisdictional challenges
to take place prior to or at the commencement of the trial' and that Mr Ongwen failed to justify any exceptional
circumstances for raising such arguments at this time.
Judgment
Summary of the Judgment
Background: The trial in the case of The Prosecutor v. Dominic Ongwen opened on 6 December 2016.
Dominic Ongwen is accused of 70 counts of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llegedly committed in
northern Uganda. The Prosecution has completed its presentation of evidence, and the Legal Representatives
of Victims also called witnesses to appear before the Chamber. On 18 September 2018, the defence for Mr
Ongwen opened it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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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
•
•
•
•
•
•
•
•
•
•
•
•
•
•
•

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9. 8. 20., 외교부령 제70호, 2019. 8. 20., 일부개정)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9. 8. 1., 대통령령 제29940호, 2019. 7. 2., 일부개정)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시행 2019. 8. 1., 외교부령 제69호, 2019. 8. 1., 일부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23호, 2019. 1. 15.,
일부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16., 대통령령 제29977호,
2019. 7. 16., 일부개정)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9. 7. 9., 대통령령 제29951호, 2019. 7. 9., 일부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36호, 2019.
7. 2., 일부개정)
관세법 (시행 2019. 7. 1., 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934호, 2019. 7. 1.,
일부개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23호, 2018. 12. 24., 일부개정)
여권법 시행규칙 (시행 2019. 6. 12., 외교부령 제67호, 2019. 6. 12., 일부개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868호, 2018. 12.
11.,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6. 11., 대통령령 제29818호, 2019. 6. 11.,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6. 11., 법무부령 제952호, 2019. 6. 11., 일부개정)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시행 2019. 9. 1., 법무부훈령 제1243호, 2019.
9. 1., 일부개정)
외교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9. 8. 28., 외교부훈령 제122호, 2019. 8. 28., 제정)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9. 8. 20., 외교부령 제70호,
2019. 8.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고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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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에 인력 5명(3등급 또는 4등급 5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교부의 일부 정원 3명(9급 3명)을 복수직렬로 조정하며,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교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9. 8. 1., 대통령령 제29940호, 2019. 7.
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에 우리 기업의 중동 지역 농산업 시장 진출 관련 외교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한시정원으로
둔 주재관 인력 1명(4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19년 7월 31일에서 2021년 7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중남미 지역 인프라 건설사업 관련 외교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한시정원으로 둔 주재관 인력 1명(4급
1명)은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시행 2019. 8. 1., 외교부령 제69호, 2019. 8. 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공무원의 재외근무수당을 달러로 지급하는 지역에 베트남 다낭을 추가하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23호,
2019. 1. 1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기준을 정할 때에 성별을 고려하고, 국가정보원장이 행하는 임시보
호조치 및 임시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신청기간을 국내
입국 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유 및 국내입국
후 3년이 경과한 후 보호신청을 한 사유로 비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정착금품의 감액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대
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지속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www.mofa.go.kr

127

국제법 관련 국내법과 판례

•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기준을 정할 때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함(제5조제1항).
나. 국가정보원장은 보호신청자에 대하여 보호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일시적인 신변안전조
치 등 임시보호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
를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함(제7조).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신청기간을 국내입국 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유 및 국내입국 후 3년이 경과한 후 보호신청을 한 사유로 비보호 결정
된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라. 우선 구매 기업 요건을 ‘취업보호대상자 고용기업’에서 ‘북한이탈주민 고용 기업’으로 완화함(제17
조의5 신설).
마.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정착금품의 감액 근거규정을 마련함(제21조).
바.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고,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지속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심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16., 대통령령
제29977호, 2019. 7.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정보원장이 하는 임시보호조치 및 임시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거주지
에서의 신변보호 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대상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223호, 2019. 1.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임시보호조치의 내용 및 방법,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호결정 등을 위한 조사의 내용 및 방법(제12조)
1) 보호신청자의 출생지･직업･가족관계 등 보호신청자가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의 내용으로 정함.
2) 조사는 대면조사, 현장조사, 문서열람 또는 시료채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국가정보원장은
필요한 경우 보호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혼인증명서 등의 서류나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임시보호조치의 내용 및 방법(제12조의2 신설)
1) 테러 등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신청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임시보호시설
에 보호하는 것 등을 임시보호조치의 내용으로 정함.
2) 국가정보원장은 임시보호조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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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약 또는 무기･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품 등을 소지･은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임시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제12조의4 및 제12조의5 신설)
1) 국가정보원장은 임시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조사시설･숙박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함.
2) 보호신청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시보호시설에 인권보호관 1명을 두며, 인권보호관은
보호신청자의 인권 보호에 관한 자문 및 개선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라. 생산품 우선 구매 대상 사업주의 요건(제35조의5)
연간 5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고, 1년 이상 월 평균근로자 수의 5퍼센트 이상을 북한이탈주
민으로 고용한 사업주를 생산품 우선 구매 대상 사업주로 정함.
마. 기본금의 감액 사유 및 기준(제39조제3항 신설)
보호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기본금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본금의 감액 사유 및 기준을 정함.
바.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제42조)
보호대상자의 신변보호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소재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신변보호기
간이 종료되기 전에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9. 7. 9., 대통령령 제29951호, 2019. 7. 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관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직계존속･비속 사망 등의 경우에는 미리 공관장 등의 허가를 받는 것이 어려우므로 신고만으로 일시귀국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공무원이 주재국 외의 국가에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생활필수품 구입, 의료서비스 이용 등의 사유로 인근 국가나 지역에 여행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36호, 2019. 7. 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의 범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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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종전에는 중국이나 독립국가연합(CIS) 출신 동포가 대규모로 입국하게 될 경우 국내 고용시장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대한민국국적을 가졌던 사람의 손자녀(3세대)까지만 외국국적동포로 인정했
으나, 앞으로는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을 모두 외국국적동포로 함으로
써, 더 많은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우리나라를 자유로이 방문하고 국내 체류와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관세법 (시행 2019. 7. 1., 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의 해외여행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관세
법｣을 개정하여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도입하고,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
장(입국장 면세점)은 그 규모가 출국장 보세판매장에 비해 작고 판매물품의 종류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이의 운영을 위한 특허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게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해외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항공기(부분품) 등의 관세 감면 기한을
일부 연장하고, 외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및 거주여권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를 다소
완화하려는 것임.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신청대상을 확대
하고, 보세판매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 횟수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934호, 2019. 7. 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연합(UN)이 적도기니를 최빈(最貧)개발도상국에서 제외함에 따라, ｢관세법｣에 따라 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적도기니를 제외하고,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
제외가 예정되어 있는 바누아투, 앙골라, 부탄 등에 대해서는 특혜관세의 적용시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23호, 2018. 12. 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개발도상국 청소년의 인권향상과 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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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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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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법 시행규칙 (시행 2019. 6. 12., 외교부령 제67호, 2019. 6. 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의 여권 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여권 분실 경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분실
경위를 작성할 때 분실 일자, 장소, 분실 후 조치사항, 분실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고, 여권
분실 후 재발급 신청 시 분실 횟수에 따라 여권 유효기간의 제한이 있다는 점 등을 여권 분실 신고
시 알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868호, 2018. 12. 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에 관하여 국제협약인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
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수입･생산･이용승인의 재심사에 관한
사항, 법령･고시에 관한 사항, 피해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등의 대한 심의기구로 바이오안전성위원회
를 두고 있음.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
관, 외교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을 당연직 위원으
로 하고 있음.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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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법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를 소관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각각 추천하고,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 7인으로 구성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담당 공무원
이 당연직 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식품･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관련 심의 안건에 대한 정책적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중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식품･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정책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
여 당연직 위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6. 11., 대통령령 제29818호, 2019. 6. 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단수여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도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외국인의 입국심사 시 입국심사인 날인을 대신하여 입국심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과 외국인에게 출입국 심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취업하려는 직종 등을 정보통신망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심사 편의 증진(현행 제1조제4항 단서 삭제,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5
조제3항)
1) 일반 국민의 경우 원칙적으로 출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하는 등 출입국심사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초로 출국하거나 최종 입국하는 선박 등의 승무원도 종전에는 출입국신고
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선원신분증명서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함.
2) 단수여권 소지자는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불가능하던 것을 여권의 종류에 상관없이 자동출입
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3)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의 입국심사 시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날인하고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을 적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입국심사인 날인하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 분야 취업관리 강화(제23조제6항)
법무부장관은 가사 도우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 사전에 국적, 성명 및 직종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
하도록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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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기취업 대상자 추가 및 연구자격 취득요건 완화(별표 1 제5호 및 별표 1의2 제16호)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
에서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단기취업(C-4) 대상자로
추가하고, 자연과학 연구에 한정되었던 연구(E-3) 자격 활동범위를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까지 확대함. <법제처 제공>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6. 11., 법무부령 제952호, 2019. 6. 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형식적인 절차로 남아있던 상륙허가서 회수 제도를 폐지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문위원회를 사회
통합 자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그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입국심사증 등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의 입국심사 시 입국심사증 발급(안 제11조제6항 및 제14조제2항･제5항 등)
외국인에게 출입국 심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의 입국심사 시 입국
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할 수 있고, 입국심사증에는 입국심사인과 마찬가지로 체류자격과
체류자격을 표시함.
나. 외국인승무원의 상륙허가서 사용(안 제25조제1항)
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승무원은 선박의 최종 출항 시까지 다른 출입국항에서도 상륙허가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 법률 조문을 명확히 함.
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문위원회 기능 확대(안 제53조의4)
복지, 문화 다양성 등 사회통합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문위원회의
명칭을 사회통합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결혼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
또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문 등을 하도록 함.
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 대상 명시(안 제75조제4항 신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모두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과 외국인등록 사실증
명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조문을 정리함.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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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시행 2019. 9. 1., 법무부훈령
제1243호, 2019. 9. 1.,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출입국사범 단속공무원에 대한 체계적 인권 교육 및 단속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을 위한 지침 마련 등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반영 및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무수행 기본원칙에 사고 예방 노력 추가(안 제3조제8호)
나. 운전업무 종사자의 단속과정 참여 배제(안 제4조제5호)
다. 단속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안 제6조의2)
1) 단속업무 지휘･수행 공무원 대상 6개월마다 1회 이상 인권교육 실시
2) 단속업무에 신규 배치된 경우 법무연수원 등 교육기관에서 대면･사이버 교육 등의 인권교육
이수
라. 단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 강화(안 제13조제2항, 제3항)
1) 조사 또는 단속 과정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에 준하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추가 단속은
중지하고 사고･상황 수습
2) 조사 또는 단속과정에서 부상자 등이 발생하거나 발견되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구호조치
마. 출입국사범 단속계획서에 안전 확보 방안 기재란 추가, 여권 등 미휴대/미제시 사실 확인서 서식
추가(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법무부 제공>

▶ 외교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9. 8. 28., 외교부훈령 제122호,
2019. 8. 28., 제정)
• 제･개정 이유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외교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외교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기능(제3조)
외교부 적극행정 실행계획,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등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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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교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제4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함.
다. 외교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제9조)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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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서>

•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
33752, 판결 [대여금])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
약의 해석과 적용에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84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
된다고 본 대법원 판결 (2019. 4. 11. 선고 2015다254507 판결, [배당이의])
• ‘한･일 조세조약’상의 ‘항구적 주거’의 의미 및 이러한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 위 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직접운송 간주 요건 증명과 통과 선하증권에 관한 대법원 판결 (대법
원 2019. 2. 14. 선고, 2017두6372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파기환송)

▶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 [대여금])
【 판시사항】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지 여부
(적극) / 국제재판관할에서도 피고의 주소지가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로서 중요한 고려요소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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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재판관할에서 특별관할을 고려하는 이유 및 원고가 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으나 원고의 청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우,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하는 방법
[4] 국제재판관할에서 예측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 및 피고가 대한민국에서 생활 기반을 가지고 있거나
재산을 취득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리
라는 점에 관하여 예측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5] 국제재판관할권이 병존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지리, 언어, 통신의 편의 측면에서 다른 나라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더 편리하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쉽게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6] 甲은 중국 국적으로 중국에서 사채업에 종사하다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고 입국한 사람이고,
乙 등은 중국 국적의 부부로 중국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다가 대한민국에 거주지를 마련한
사람들인데, 甲이 과거 중국에서 乙 등에게 빌려준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소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
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실질적 관련’은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관련성
이 있는 것을 뜻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과 경제 등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의 공평, 편의, 예측가능
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판결의 실효성과 같은 법원이나 국가
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국제재판관할의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는 개별 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성 유무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은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
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또는 방법으로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제시한
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은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
한다. 다만 이러한 관할 규정은 국내적 관점에서 마련된 재판적에 관한 규정이므로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할 때에는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수정하
여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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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조 본문은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라고 정한다. 따라서 당사자
의 생활 근거가 되는 곳, 즉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가 토지관할권의 가장 일반적･보편적 발생근거라고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조는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관할 배분에서 당사자의 공평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국제재판관할에서도 피고의 주소지는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로서 중요한 고려요소
이다.
[3] 국제재판관할에서 특별관할을 고려하는 것은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국가의 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11조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원고가 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으면 바로 집행하여 재판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다면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판결의 실효성 측면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재산이 우연히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까지 무조건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은 피고에
게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피고의 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게 된 경위, 재산의 가액, 원고의 권리구제 필요성과 판결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해야 한다.
[4] 예측가능성은 피고와 법정지 사이에 상당한 관련이 있어서 법정지 법원에 소가 제기되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피고가 대한민국에서 생활 기반을 가지고
있거나 재산을 취득하여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리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5]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도 있다. 지리, 언어, 통신의 편의 측면에서 다른
나라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더 편리하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
[6] 甲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으로 중국에서 사채업에 종사하다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고 입국한 사람이고, 乙 등은 중국 국적의 부부로 중국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다가
대한민국에 거주지를 마련한 사람들인데, 甲이 과거 중국에서 乙 등에게 빌려준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사안에서, 乙 등이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과 차량을 구입하여
소유･사용하고, 위 소 제기 당시 대한민국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취득한 부동산에
서 실제로 거주해 온 사실 등과 甲도 위 소 제기 무렵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변론 당시까지 상당한
기간을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면서 향후 대한민국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甲과 乙 등이 모두 위 소 제기 당시 대한민국에 실질적인 생활 기반을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乙 등은 중국을 떠난 뒤 대한민국에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재산을 취득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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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자신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위 소를 제기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乙
등이 대한민국에 부동산과 차량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甲이 이를 가압류한 상황에서 청구의 실효
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실익이 있는 점, 중국 국적인 甲이 중국 국적인
乙 등을 상대로 스스로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재판을 청구하고
있고, 乙 등도 대한민국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응소하였으며, 상당한 기간 대한민국 법원에서
본안에 관한 실질적인 변론과 심리가 이루어졌는데, 위 사건의 요증사실은 대부분 계약서나 계좌이체
내역 등의 서증을 통해 증명이 가능하고 반드시 중국 현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대한민국에서 소송을 하는 것이 乙 등에게 현저히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위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부인하여 중국 법원에서 다시 심리해야 한다면 소송경제에 심각하
게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위 사건에 관한 법률관계의 준거법이 중국법이라 하더라도 국제재판
관할과 준거법은 서로 다른 이념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소와 대한민국
법원의 실질적 관련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소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참조조문 】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2] 국제사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
[3] 국제사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11조
[4]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5]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6] 국제사법 제2조

【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공2005상, 294),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71908,
71915 판결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84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이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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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27조 제2항이 위 조약의 해석과 적용에서 실질과세 원칙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조항에 따라 같은 조약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2항, 제21조에 정해진 제한을 적용할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독일회사가 을 독일회사와 병 독일회사를 설립한 다음 이들로 하여금 정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50%씩 취득하게 하였고, 이후 정 회사가 을 회사와 병 회사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대한
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5%를 적용함으로써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였는
데, 과세관청이 위 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구 법인세법에 따라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정 회사에
해당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에 대하여 위
조약 제27조 제2항을 이유로 15% 제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
[1]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이하 ‘한･독 조세조약’이라 한다)은 일방체약국의 국내법 규정이 한･독 조세조약에 포함된 원칙과
부합하는 한 탈세나 조세회피 방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1항
(가)목]. 또한 관련 사업운영에 대한 적정한 경제적 이유 없이 주식 등 권리 등을 설정하거나 양도함으
로써 제10조, 제11조, 제12조와 제21조를 이용하는 것이 관계인의 주요 목적일 경우에는 한･독 조세
조약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2항과 제21조에 정해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 이는 관련 사업운영에 대한 적정한 경제적 이유 없이 주식 등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양도하는 방법으로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11조, 제12조와 제21조에 규정된 제한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인 조약
남용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그와 같은 조약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한･독 조세조약상 혜택이라
고 할 수 있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
기 전의 국세기본법, 그 후 법령의 개정이 있었으나, 이 부분은 현행 법령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문언, 내용, 체계, 목적 등을 종합하면,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이 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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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서 실질과세 원칙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약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2항,
제21조에 정해진 제한을 적용할지는 배당･이자･사용료･기타소득의 지급에 관한 권리 등을 설정하거나
양도한 경위, 관련 사업의 목적과 활동 내역, 관계인의 사업운영에 관한 역할과 해당 소득에 대한 지배･관
리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2] 갑 독일회사가 을 독일회사와 병 독일회사를 설립한 다음 이들로 하여금 정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50%씩 취득하게 하였고, 이후 정 회사가 을 회사와 병 회사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대한
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
하 ‘한･독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5%를 적용함으로써 법인세를 원천징
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정 회사에 해당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배당금의 실질귀속자인 갑 회사가
귀속명의자에 불과한 을 회사 및 병 회사를 설립하여 정 회사의 발행주식을 취득하였더라도 관련
사업운영에 대한 적정한 경제적 이유 없이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15% 제한세율
적용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갑 회사에 대하여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을 이유로 위 15% 제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참조조문 】
[1]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2항, 제21조, 제27조 제1항 (가)목, 제2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2]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 (나)목, 제27조 제2항,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호, 제98조 제1항 제3호(현행 제98조 제1항 제2호 참조)

【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상, 359)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공2012상, 892)

▶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본 대법원 판결 (2019. 4. 11. 선고
2015다254507 판결,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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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
[1]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
(적극)
[2] 재외국민이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
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거소이전신고를 한 때에 전입신고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
[1] 출입국관리법이 2002. 12. 5. 법률 제6745호로 개정되면서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제88조의2를 신설하
였다. 이에 따르면,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 사실증
명으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초본을 갈음하고(제1항),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로 주민
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제2항). 따라서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마친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
이처럼 출입국관리법이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
법에 따른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취지는,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대신에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과 동등한
법적 보호를 해 주고자 하는 데 있다. 이는 특히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대항력 등의 효과를 부여하는 데서 직접적인 실효성을 발휘한다.
한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국내거소신
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
로 간주한다(제10조 제4항). 따라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2 제2항이 적용되므로,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법에 따라 마친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에 대해서
도 앞에서 본 외국인등록과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하
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
[2]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외동포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조항이 없었다. 또한 재외국민은 외국국적동포가 아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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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의 적용대상도 아니다.
위와 같은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규정을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과 비교해 보면,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로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률의
공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구 재외동포법에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과 같이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가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을 유추적용하
여 재외국민이 구 재외동포법 제6조에 따라 마친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도 외국국적동포의 그것
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는 주택
임대차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거소이전신고를 한 때에 전입신고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참조조문 】
[1] 헌법 제2조 제2항, 제6조 제2항,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0조 제4항,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 [2] 헌법 제2조 제2항, 제6조 제2항,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
조 제1항, 제2항,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3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6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0조 제4항,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

【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공2016하, 1658)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다14136 판결

▶ ‘한･일 조세조약’상의 ‘항구적 주거’의 의미 및 이러한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 위 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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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
되는 때’의 각 의미
[2]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할 것인지 결정하는 방법
[3]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 제2항
(a)호에서 정한 ‘항구적 주거’의 의미 및 이러한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 위
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의미
[4] 프로축구선수인 갑이 일본의 을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축구구단에서 활동하면서 지급받은 연봉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를 증액하여 경정･고
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은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나, 갑과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이므로 ‘대한민국과 일본
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일본의 거주자라고 한 사례

【 판결요지 】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
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
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
[2]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
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거주자
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일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4조는 제1항 본문에서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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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다.”라고 정하면서, (a)호에서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그가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centre
of vital interests)의 거주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나아가 (b)호, (c)호 및 (d)호에서 순차적으로
(a)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일 조세조약상 거주자의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서의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한･일 조세조약상 이중
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
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한다.
[4] 프로축구선수인 갑이 일본의 을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축구구단에서 활동하면서 지급받은 연봉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를 증액하여 경정･고
지한 사안에서, 갑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줄곧 일본 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하다가 을 회사와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일본 축구구단에서 프로축구선수로 활동한 점, 갑이
을 회사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제공받은 일본에서의 주거는 갑의 단기체류를 위한 곳이 아니라 갑이
을 회사와의 계약기간 동안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장소로서 갑과 가족이 장기간 계속하여 실제 사용
하기도 한 점,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은 갑이 축구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일시적으로 방문한 것에 불과
하고, 달리 우리나라에서 사회활동이나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갑은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나, 갑과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이므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일본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 옳은데도, 위 조약에 따라 국내 거주자로 취급되
어야 하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참조조문 】
[1]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2호
[2]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3]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 제1항, 제2항 [4]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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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공2015상, 77)
[2]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공2009상, 38)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3959 판결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직접운송 간주 요건 증명과 통과 선하증권에 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372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파기환송)
【 판시사항 】
[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의 부록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9조에서 정한 증빙서류들
을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조항 가호에서 정한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
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직접운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납세자가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수입신고 시
또는 그 사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세관장이 형식적 심사만으로 수리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
[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
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라고 한다) 부속서 원산지 규정의 이행을 위한 절차적 사항을
담은 부록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9조의 문언, 체계, 경위, 한･아세안 FTA
부속서를 비롯한 관련 법령의 직접운송에 관한 규정들의 취지와 목적 등을 모두 종합할 때, 위 조항은
한･아세안 FTA 부속서 3(원산지 규정) 제9조의 직접운송 규정을 원활히 실시･집행하기 위하여 관세
당국에 제출할 증명서류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신빙성을 높게 보는 대표적인 증빙서류들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따라서 가호의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을 발급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같은 조 라호에 따라 다른 신빙성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직접운송 간주 요건의 충족을 증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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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단지 위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한･아세안 FTA 직접운
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는 없다.
[2]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은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경위와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라 수입신고 시 또는 그 사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세관장이
형식적 심사만으로 수리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참조조문 】
[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인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
에 관한 협정 제5조,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인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원산지 규정) 제9조,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의 부록1(원
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9조,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2호(현행 제7조
제2항 참조),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7. 1. 기획재
정부령 제5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현행 제5조 제2항 참조) [2] 구 자유무역협정
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현행 제8조 참조)

【 참조판례 】
[2]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2159 판결(공1995하, 2640)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공1996상, 699)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두25060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1115 판결(공2008하, 990)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4059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42559 판결(공2019상,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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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2019. 6. 1. ~ 2019. 8. 31. ❚

- 자세한 내용 및 기타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 [뉴스･공지 > 보도자료] 참조
O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2019. 6. 11.(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되는 ｢핵군축･NPT
관련 장관급 회의(The Stockholm Ministerial Meeting on Nuclear Disarmament and the NonProliferation Treaty｣에 우리 정부대표로 참석하였다.
O 외교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에 6.17(월) 서울 조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2019 국제 수소에너지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O 외교부는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노르웨이 외교부와 함께 6.12(수) 오후(현지시간 오후 3시),
한-노르웨이 북극 관련 연구기관 간 협력 MOU 체결(갱신 및 부속서 교환 포함) 행사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하였다.
O 오헤아 킨타나(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6.17(월)-6.21(금)간 방한하였다.
O 우리나라는 2019. 6. 14.(금) 유엔 총회에서 실시된 2020-22년 임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ECOSOC: Economic and Social Council) 이사국 선거에 당선되었다.
O 유연철 기후변화대사는 6.17.(월) 개최된 제5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제5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파리협정 이행부속기구｣(SBI,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부의장으
로 선출되었다.
O 세계 3대질병(결핵, 에이즈,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국제의약품구매기구
(Unitaid)의 제32차 집행이사회가 6.19.(수)-20.(목)간 외교부 및 질병관리본부 공동주최로 서울
에서 개최된다.
O 외교부는 6.19(수) 15시 외교부 청사 1층 국민외교센터에서 ｢디지털 협력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고위급 패널 보고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O 정부 관계부처 합동 실무대표단(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구성 / 수석대표: 홍진욱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은 6월 20일 (목) 미국 워싱턴에서 데이비드 페이먼 (David Peyman)
미국 국무부 금융위협대응･제재 부차관보 및 브래드 스미스 (Brad Smith) 재무부 외국자산통제
국 (OFAC) 부국장과 한-미 간 관계부처 합동 협의를 갖고, 미국의 대이란 제재 예외 종료(5.2.)에
따른 인도적 분야의 대이란 교역, 대이란 수출 기업 애로사항 등 후속 조치 필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O 주오이시디대표부에 근무 중인 고재명 참사관이 2019.6.18.(화)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
원조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14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9, Vol.18, No.3 (통권 제54호)

| 외교부 소식 모음 |

새소식 요약
O 외교부는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현장감 있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요 국제기구들의 인사담당관을 초청, 6.27.(목)-6.28.(금)간 서울시청 및 전북도청에서
｢제12회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O 외교부는 우리국민의 유엔자원봉사단(UN Volunteers, UNV) 활동 촉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제3차 한-유엔자원봉사단 전략대화(Strategic Dialogue)를 6. 26.(수)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O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는 7월 1일(월)부터 12일(금)까지 10일간 우리나라 및
아･태지역 21개국 국제법 관련 외교관, 공무원, 학자, 연구원, 대학원생 등 42명을 대상으로
｢2019 서울국제법아카데미｣를 개설하였다.
O 외교부와 관세청은 6.29.(토)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133/134차 세계관세기구(WCO) 총회
에서 강태일 관세청 정보협력국장(51･행시37회)이 2020∼24년 임기의 WCO 능력배양국장에
당선되었다고 발표했다.
O 외교부는 2019.7.2.(화)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1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개회식
을 개최하였다.
O 6.17.(월)-6.27.(목)간 독일 본에서 진행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50차 부속기구 회의가 개최되
었다.
O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7.3(수) 오전, 방한중인 ｢데레제 월도파(Dereje Wordofa)｣ 유엔인구기금
(UNFPA) 부총재와 면담을 갖고, 한-UNFPA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O 7.5.(금) 09:30, 동북아시아 역내 국가간 대기오염 대응 협력체인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
(North-East Asia Clean Air Partnership; NEACAP)이 롯데호텔서울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 가동하게 된다.
O 분쟁하 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제로 우리 정부 주도 하에 개최된 제1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가 정부, 국제기구, 학계, 시민사회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7.2.(화)-7.3.(수)간 열띤 토론 일정을 마무리하고 종료되었다.
O 외교부는 2019. 7. 4.(목) 15:00-16:00간 외교부 청사에서 이태호 제2차관 주재로 ｢유엔 평화유지
활동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O 제41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우리나라의 주도하에 상정한 “신기술과 인권(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 결의를 7.11(목) (제네바 현지시간) 컨센서스로 채택하
였다.
O ｢조셉 칸나타치(Joseph Cannataci)｣ 유엔 인권이사회 사생활권 특별보고관이 7.15(월)-26(금)간
공식 방한하였다.
O 제15차 한-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정책협의회가 오현주 외교부 개발협력국장과 샬럿 고
르니츠카(Charlotte Gornitzka)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부총재를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2019.7.12.(금)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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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요약
O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8.2.(금) 태국에서 개최된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올해로 출범
22주년을 맞이하는 아세안+3 체제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
하였다.
O 강경화 장관은 8.2.(금)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9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한반도 문제를 포함,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O 우리 정부는 8.17. 수단 군사과도위원회와 범야권연합인 ‘자유와 변화 세력’간 헌법 선언문 서명
을 통해 수단 국민들이 염원하는 민주 정부 수립을 위한 획기적 계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하였다.
O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9.8.19.(월) 2019 해양법 국제학술회의(8.20-21, 서울) 참석차 방한
중인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과 면담을 갖고, △2019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개최,
△ITLOS와의 협력 현황 및 △국제해양법 일반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O 외교부가 주최(국제해양법재판소･대한국제법학회 주관)하는 ｢2019 해양법 국제학술회의(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가 8.20(화)-21(수) 이틀간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O 우리 정부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이후에도 양국 간 변함없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주요 지역, 국제 문제에 있어 공동의 가치를 확인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영국 정부와
8.21(수)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채택하였다.
O 한-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이 9월 1일 발효된다.
O 우리 정부와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글로벌펀드(이하 글로벌 펀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말라리아 및 결핵 퇴치를 위한 고위급 심포지엄｣이 8.27.(화)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되었다.
O 스위스 제네바 개최 ｢무기거래조약(ATT) 제5차 당사국회의｣에 참가중인 우리 정부 대표단(수석
대표: 임상범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2019.8.27.(화) 기조연설을 통해, 재래식 무기
의 책임 있는 거래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조약 이행 노력을 평가하고, 견고한 국내 수출통
제체제 구축을 통한 조약의 충실한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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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외교조정관, 핵군축･NPT(핵비확산조약)
관련 스톡홀름 장관급 회의 참석
(2019-06-10)

◦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국회수소경제포럼이

쉍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2019. 6. 11.(화)

호주, 중국 등지의 수소에너지 정책 입안자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되는 ｢핵군축･NPT

관련 국제기구, 해외 민간 수소 전문가, 국내･

관련 장관급 회의(The Stockholm Ministerial

외 에너지 유관기관, 기업, 학계, 주한외교단

Meeting on Nuclear Disarmament and the Non-

등 약 500여명이 참석 예정

Proliferation Treaty｣에 우리 정부대표로 참석
한다.
◦ 스웨덴은 2020년 NPT 평가회의 대비, 주요
비핵보유국간 핵군축 현안들에 대한 공동 입

호텔(1층 그랜드볼룸)에서 ｢2019 국제 수소에
너지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후원하는 동 컨퍼런스에는 미국, 일본, 독일,

◦ 이 행사는 최근 우리 정부 및 국제사회가 에너
지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정
책을 적극 추진중인 가운데 개최 되어 더욱
주목

장 모색을 목표로 금번 회의를 개최
※ 16개국 참석 예정 : 스웨덴(주최국), 우리나

2. 이번 컨퍼런스는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의 개회

라, 독일, 인도네시아, 일본, 요르단, 네덜란

사,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의 환영

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카자

사를 시작으로, 각국의 수소에너지 정책, 기술

흐스탄, 스페인, 스위스, 에티오피아, 캐나

개발 현황 및 국제협력 동향을 청취하고, 우리

다, 핀란드

기업의 해외 수소에너지 시장 진출 기회를 모
색한다.

쉍 강 조정관은 NPT를 중심으로 한 기존 국제 군

◦ 기조 발표순서에서는 케이스케 사다모리(Keisuke

축･비확산 체제 하에서 핵군축이 개별 국가의

Sadamori)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장과 돌프 길

안보 현실을 고려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추

렌(Dolf Gielen)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진되어야 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소개하고,

국장이 각각 ‘세계 수소에너지 전망’, ‘재생에

국제사회의 핵군축 노력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너지를 이용한 수소 생산 및 전망’을 주제로

나갈 예정임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설 예정
◦ 제 1세션에서는 낸시 갈랜드(Nancy Garland)

쉍 또한, 강 조정관은 6.12(수)-13(목) 비엔나를

미국 에너지부 기술매니저, 제이슨 루소(Jason

방문, 아마노 IAEA 사무총장 등을 면담, 한･

Russo) 호주 연방산업혁신과학부 국장, 안펑

IAEA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상호 관심사항에

취앤(An Fengquan) 중국 국가에너지국 국제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부 부국장, 볼프강 랑겐(Wolfgang Langen) 독
일 연방경제에너지부 과장, 에이지 오히라(Eiji
Ohira) 일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2019 국제 수소에너지 컨퍼런스｣ 개최
(2019-06-10)
1. 외교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에 6.17(월) 서울 조선

(NEDO) 국장이 각국의 수소에너지 정책, 현
황 및 전망 등을 소개 예정
- 우리 정부측에서는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과 이상주 국토교통
부 도시정책과장이 각각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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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세션에서는 베른트 하이트(Bernd Heid)

※ 노르웨이는 북극이사회 8개 회원국중 하나

Mckinsey&Company社 시니어파트너, 아흐마

로 북극이사회 및 북극경제이사회 이사국

드 알시난(Ahmad Alsinan) 사우디아람코社 기

이자, 북극 원주민 사무국 소재지국이며, 북

술전략담당, 린다 라이트(Linda Wright) 뉴질

극 관련 핵심 국제회의인 ‘북극 프런티어’

랜드수소협회 회장, 김세훈 현대차 연료전지

개최국으로서 우리나라와 북극 관련 협력

사업부장, 안드레아스 피힐러(Andreas Pichler)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

Solid Power社 사장, 리 주비(Lee Juby) Intelli-

◦ 양국은 오늘 서명된 양해각서(MOU) 및 양해

gent Energy社 본부장, 섀넌 오로크(Shannon

각서 부속서(Annex)를 통해 양국의 북극 관련

O’Rourke) 우드사이드社 수소비즈니즈부문장

기관간 과학연구협력은 물론 각종 학술행사,

이 글로벌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전문가 교류, 북극 의제 공동 대응 등 협력 기

동향 등을 소개 예정

반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3. 이번 컨퍼런스는 우리나라 수소경제 활성화 및

< 한-노르웨이 북극연구기관 간 MOU >

국제협력을 통한 안정적 수소 공급 체인 구축
노력에 일조하고, 더 나아가 에너지 전환을 통

① 극지연구소(KOPRI) - 노르웨이 극지연구소

한 일자리 창출 등 新성장동력 확보에도 기여

(NPI)간 과학연구협력 양해각서(MOU) 갱신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GDs) 달성을
위한 수소에너지 역할과 필요성 인식을 더욱
확대하는데도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

② 극지연구소(KOPRI) - 난센환경원격탐사센터
(NERSC)간 북극해빙원격탐사 및 예측모델 분
야 양해각서 부속서(Annex) 교환
③ 극지연구소(KOPRI) - 비야크네스 기후연구센
터(Bjerknes centre for climate research)간 과
학연구협력 MOU 체결

한-노르웨이 북극 협력 강화 (2019-06-13)

④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 프리초프난센연
구소(FNI)와 협력 MOU 갱신

쉍 외교부는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노르웨이 외

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 북극프론티어 사

교부와 함께 6.12(수) 오후(현지시간 오후 3

무국간 협력 MOU 체결

시), 한-노르웨이 북극 관련 연구기관 간 협력

(한국 북극협력주간-노르웨이 북극프론티어 행

MOU 체결(갱신 및 부속서 교환 포함) 행사를

사 간 협력)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하였다.
◦ 우리나라 박흥경 외교부 북극협력대표, 노르

쉍 금번 연구기관간 MOU 체결･갱신･부속서 교

웨이 뵈른 미툰(Bjørn Midthun) 북극 국장이

환은 우리나라의 북극 과학연구에 대한 기여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본 행사에서 한국해양

및 북극권 국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발

수산개발원(Korea Maritime Institute: KMI) 양

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창호 원장과 극지연구소(Korea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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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KOPRI) 홍종국 부소장은 5개 노르

쉍 특히, 금번 서명식에서 양국 외교부 대표는 북

웨이 북극 관련 연구기관과 협력 문서에 서명

극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

하였다.

성을 위해서는 과학연구에 기반한 정책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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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 외교부 박흥경 북극협력대표는 금번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 계기 양국 간 북극 협력

- 오헤아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문타폰(Muntarbhon) 특별보고관 및 다루스만(Darusman)
특별보고관에 이어 3번째 특별보고관

기반을 확대하게 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
나라가 양국 연구기관간 연구 및 교류 협력을

쉍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금번 방한 기간중 △ 외

바탕으로 북극의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발전목

교부, 통일부 등 정부 부처 인사와의 면담 △

표 달성에 더욱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탈북민 및 시민사회 면담 등 일정을 가질 예정

◦ 노르웨이 외교부 뵈른 미툰(Bjørn Midthun)
북극 국장은 한국의 북극에 대한 관심과 한노르웨이 북극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평가

이다.
◦ 외교부 인사로는 이태호 2차관을 6.17(월) 예
방 예정

하면서, 금번 MOU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 특별보고관은 이번 방한 결과에 대한 기자회

북극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하

견을 6.21(금) 15:00,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개

였다.

최 예정

쉍 양국은 금번 한-노르웨이 정상회담이 양국간

쉍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2016.8월 임무를 개시한

북극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이후 금번이 여섯 번째 방한으로, 금번 방한은

유용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한-노르웨

금년 10월 유엔 총회에 제출 예정인 보고서 작

이 북극협의회 및 양국에서 개최되는 북극 관

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련 국제행사(북극협력주간, 북극프런티어) 등
을 통해 양국간 북극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
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방한
(2019-06-14)

우리나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이사국 5회 연속 진출 (2019-06-15)
쉍 우리나라는 2019. 6. 14.(금) 유엔 총회에서 실
시된 2020-22년 임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ECOSOC: Economic and Social Council) 이

쉍 오헤아 킨타나(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6.17(월)-6.21(금)간 방한할 예
정이다.

사국 선거에 당선되었다.
◦ 우리나라는 2008년 이래 5회 연속 이사국
진출

※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004년 유엔 인

※ 우리나라는 유엔 가입 이래 현재까지 8차례

권위원회(인권이사회 전신) 결의(2004/13)에

(1993-95, 1997-99, 2001-03, 2004-06, 2008-

따라 설치되었으며, 2006년 인권이사회 창설

10, 2011-13, 2014-16, 2017-19) ECOSOC

유엔 총회 결의(60/251)에 의해 승계되어 매

이사국 수임

년 인권이사회 결의로 임무 연장

-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인권 상황을
조사･연구하여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

ECOSOC 이사국 지속 연임중
◦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3년 임기의 54개 이
사국으로 구성되며, 이번 선거에서 총 18개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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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국 선출

합 기본협약･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

※ (아시아태평양지역) 우리나라, 방글라데시,

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파리협정 이행부속기

중국, 태국, (아프리카지역) 베냉, 보츠와

구｣(SBI,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나, 콩고, 가봉, (동유럽지역) 라트비아, 몬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테네그로, 러시아, (중남미지역) 콜롬비아,

◦ 이행부속기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

니카라과, 파나마, (서구및기타지역) 호주,

서 및 파리협정을 포함하는 유엔기후변화협

핀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약 체제 전반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 당선을 위해서는 총회에서 선거시 유효 투
표 2/3 이상의 지지 확보 필요

핵심적인 상설기구로서, 감축, 적응, 투명성,
재원, 기술 및 역량 배양 등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쉍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국제사회의 경제･사

검토하고, 각 회원국의 감축목표 상향을 모색

회･문화･교육･보건 등 관련 유엔 내 논의를 주

◦ 앞으로는 파리협정의 채택으로 마련된 신기

관하는 기관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인권

후체제로의 전지구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

이사회 등과 함께 ‘유엔의 3대 축’(평화･안보,

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

인권, 개발) 달성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ited

한다.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특히 국제사회의 공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협약에 대

통 과제인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

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행 논의를 주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도하고, 유엔 통계위원회 등 20개 이상의 산하

Change) 및 파리협정(Paris Agreement)는

기구 업무를 총괄하며, 유엔개발계획(UNDP),

각각 별도의 조약이지만, 통합적으로 2개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의 상설 부속기구(이행부속기구(SBI) 및 과

등의 이사국 선출 권한 보유

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쉍 우리나라는 이번 ECOSOC 이사국 연임을 계

를 운영

기로 유엔 및 국제사회의 경제･사회･개발 등
관련 논의에 지속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쉍 이번 유대사의 부의장직 수임은 그간 우리나
라가 국제사회에 보여준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국제사회와의 협력 의사 및 기
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우리 정부의

유연철 기후변화대사, 유엔기후변화 협약
부속기구 부의장에 최초로 선출
(2019-06-18)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를 보여주는 것
으로 판단된다.
◦ 우리나라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의 설립, 녹색기후기

쉍 유연철 기후변화대사는 6.17.(월) 개최된 제50

금(GCF, Green Climate Fund)의 본부 유치

차 유엔기후변화협약 제50차 유엔기후변화협

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움직임

약 부속기구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

에 선제적으로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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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 대
한 전문성과 국제사회에의 기여를 인정받아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제32차
집행이사회 개최 (2019-06-19)

지난 4월 유엔기후변화협약 국가적응계획 국
제포럼을 개최하는 등 선진-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

1. 세계 3대질병(결핵, 에이즈,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국제의약품구매
기구(Unitaid)의 제32차 집행이사회가 6.19.(수)-

쉍 2019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5)
에서는 지난 당사국 총회(COP24)에서 채택된

20.(목)간 외교부 및 질병관리본부 공동주최로
서울에서 개최된다.

파리협정 이행규칙에 대한 세부 논의가 진행

◦ 국제의약품구매기구는 에이즈, 결핵 및 말라

될 예정인만큼 2020년 이후에 개시될 신기후

리아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 및 의료기

체제로의 정착을 위해 이행부속기구가 더욱 핵

기 개발을 지원하여 가격 인하, 품질 향상, 기

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술 혁신, 개발도상국내 안정적 공급 등을 유도

◦ 특히 파리협정의 본격적인 이행을 앞두고 있

하는 국제기구로, 2006년 9월, 5개 창립이사

는 올해에는 당사국 총회(12월)에 앞서 2019

국(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브라질, 칠레) 주

기후행동 정상회의(9월), 녹색기후기금 재원

도로 출범하였다.

보충행사(11월) 등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전지

◦ 우리나라는 2006년 11월 제2차 집행이사회부

구적인 의욕 강화 및 재정지원을 위한 국제적

터 아시아에서 유일한 이사국으로서 동 기구

인 행사 개최 예정

의 사업전략과 운영방안 결정에 참여해 왔고,
지난 2018년 6월 제29차 집행 이사회에서‘한

쉍 유대사는 부의장 자격으로 임기 2년 동안 이행

국’단독 의석을 부여 받았다.

부속기구의 활동과 관련하여 의장을 보좌하면
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의장단 및

2. 이번 집행이사회는 프랑스, 영국 등 공여국, 아

사무국, 여타 협약부속기구 의장단과 긴밀히

프리카 등지의 수원국, 세계보건기구(WHO), 3

협의하고,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는 역할을 수

대 감염병 환자 대표 민간단체 등의 이사 12명

행할 예정이다.

을 포함, 총 80여명이 참석하며, 국제의약품구

◦ 유대사는 1991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제정을

매기구의 2017-2021년도 전략 이행 성과를 점

위한 협상에 참여한 이래 외교부 환경협력과

검하고, 수직적인 투자(결핵, 에이즈, 말라리아

장, 에너지기후변화과장, 녹색성장위원회 국

등 각 질병별 접근)에서 수평적인 투자(항생제

제협력국장 및 환경부 국제협력관 등 국제환

내성 및 소외열대질환)로 확대하는 방향을 검

경 전문가로서 활동해왔으며, 주제네바 차석

토 할 예정이다.

대사, 주쿠웨이트 대사를 역임

◦ 6.19(수) 오전 개회식에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 성공적인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해서는 유엔

차관,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 참석

기후변화협약 체제내 기구뿐만 아니라, 여타

하여, 한-국제의약품구매기구간 협력 방안 등

국제기구, 협상그룹 및 시민사회 등과 폭넓게

에 대한 기조 발언을 할 예정이다.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이 긴요한만큼, 소통의
조력자로서 부의장직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

3. 이사회 본회의 전날인 6.18(화) 오전, 이태호 외
교부 제2차관 및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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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마모라(Lelio Marmora) 국제의약품구매기구

색하기 위해 ’18년 7월 20명의 전문가로 구

사무국장 및 마르타 마우라스(Marta Maura’s)

성된 고위급 패널을 설립하였고, 동 패널은

이사회 의장을 면담하고 한-국제의약품구매기

디지털 분야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패널

구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고서를 작성, 지난 6월 10일자로 이를 발

◦ 아울러, 외교부는 국제의약품 구매기구에 대
한 우리 정부의 다년도(2019-2021) 기여를 약

표했다.
※ 주요 패널 위원으로는 Melinda Gates 게이

속하는 약정서에 서명하였다.

츠 재단 회장, Jack Ma 알리바바社 회장이

※ 우리 정부는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국제의

있으며, 한국인으로는 엄수원 Adriel AI社

약품구매기구에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대표가 패널로 참여함.

총 59백만불 기여
2. 이번 토론회에는 보고서 패널위원인 엄수원
4.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기

Adriel AI社 대표가 직접 참석하여 패널이 구

탑승권에 부과된 1,000원의 출국납부금으로 조

성되어 활동하기까지의 과정과 발표된 보고서

성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활용하여 그간 국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의약품구매기구의 활동과 같이 에이즈, 결핵

◦ 엄 대표는 동 패널 보고서의 목적은 ▴디지털

및 말라리아와 같은 감염병의 예방과 퇴치를

기술 영향력에 대한 공공 부문의 인식 제고,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왔다.

▴디지털 협력의 필요성과 가치, ▴디지털 협

◦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의약품구매기구와 같은
보건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개발도

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 제언이라고 소개
하였다.

상국내 질병을 퇴치하여 해외여행객 3천만명

◦ 아울러, 엄 대표는 동 보고서가 ▴포용적 디지털

시대에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건강을

경제 사회 건설, ▴인권 및 자율성 보호, ▴글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로벌 디지털 협력 장려, ▴인간과 기관의 역량

※ 기존 공적개발원조(ODA)를 보완하는 ‘혁

개발, ▴신뢰･보안 및 안정성 증진 등을 강조

신적 개발재원’의 대표적인 사례인 항공권

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연대기금(air-ticket solidarity levy)은 2007

협력 거버넌스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년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라는 이름으로 처
음 도입되었으며, 2017년 1월 국제질병퇴
치기금법 시행으로 제도화

3. 이번 토론회에는 권기환 국제기구국장이 진행
을 맡았으며, 이동만 카이스트 교수, 남승현 고
려대학교 교수, 이승주 중앙대학교 교수, 유준
구 외교안보연구소 교수가 토론위원으로 참석

｢디지털 협력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고위급
패널보고서 토론회｣ 개최 (2019-06-19)

해 보고서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가졌다.
◦ 토론위원들은 동 보고서가 디지털 협력의 필
요성을 포괄적으로 다루었으며, ▴디지털 격

1. 외교부는 6.19(수) 15시 외교부 청사 1층 국민

차, ▴인권, ▴다중이해관계자 접근 등 다양한

외교센터에서 ｢디지털 협력에 관한 유엔 사무

이슈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는 역할을 했다는

총장 고위급 패널 보고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 유엔 사무총장은 디지털 분야 협력 증진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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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토론위원들은 디지털 협력이 다방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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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정부부처별 협력
이 필수적이며, 산업계와 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들을 지속 관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

회장 및 Jack Ma 알리바바社 회장
❒ (패널위원)
- (관료, 4명) ▴(UAE)Mohammed Al Gergawi
내무･미래부장관, ▴(노르웨이)Nikolai Astrup

언했다.

국제개발장관, ▴(보츠와나)Bogolo Kenewendo
4. 이번 패널 보고서는 신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혜택을 극대화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

투자무역산업부 장관, ▴(스위스)Doris Leuthard
연방환경교통에너지통신부 장관

한 방안 마련을 위해 유엔 사무총장 주도 하

- (산업계, 8명-공동의장 포함) ▴(미국)Vinton

작성된 것으로, 디지털 분야 내 국가간 협력 필

Cerf 구글社 부사장, ▴(한국)엄수원 Adriel AI

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실질 협력을 촉

社 대표, ▴(미국)Fadi Chehade ABRY Partners

진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회사 대표, ▴(러시아) Marina Kolesnik

◦ 유엔 사무총장은 동 보고서를 기반으로 디지

청년기업인, ▴(르완다)Akaliza Keza Ntwari

털 협력 로드맵을 작성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정보통신기술 전문가 겸 기업인, ▴(이스라

우리 정부도 향후 국제사회와의 디지털 협력

엘)Kira Radinsky eBay社 이사

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 (학계, 4명) ▴(프랑스)Jean Tirole 툴루즈대
교수, ▴(영국)Cathy Mulligan 임페리얼 칼리
지 가상화폐센터 객원교수, ▴(칠레)Lsabel

디지털 협력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고위급 패널 개요
2019.6.19.(수), 국제기구국(국제안보과)

1. 개요

Guerrero Pulgar 하버드대 강사, ▴(브라질)
Edson Prestes 리오그란데도술대 정보연산
학 교수
- (민간단체, 4명) ▴(에스토니아)Marina Kaljurand 국제사이버공간 안정성 위원회 의장
(前 에스토니아 외교장관), ▴(일본)Yuichiro

❒ (명칭) 디지털 협력 관련 고위급 패널

Anzai 일본과학진흥회 대표, ▴(케냐)Nanjira

❒ (설립일자 및 활동기간) ‘18년 7월 12일 설립

Sambuli World Wide Web 재단 임원, ▴

/ ‘18.9월-‘19.6월 (9개월) 활동
❒ (패널 구성) 민･관･산･학계 전문가 20명

(호주)Dhananjayan Sriskandarajah 시민단
체연합 CIVICUS 사무총장

※ 공동의장 : Melinda Gates 게이츠재단 공동회장
및 Jack Ma 알리바바社 회장

3. 활동 내역

❒ (추진배경) 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
은 △디지털 기술이 가진 잠재력을 통해 SDGs

❒ ‘18년 7.12 뉴욕, 패널 발족

를 실현하고, △디지털 기술 발전이 예기치

❒ ‘18년 9월 뉴욕, 고위급 패널 1차 회의 개최

못하게 가져올 부정적 결과를 통제･국한시

❒ ‘19년 1월 제네바, 고위급 패널 2차 회의 개최

키기 위해 동 패널 구성

❒ ‘19년 4월 헬싱키, 고위급 패널 3차 회의 개최
※ 동 패널은 고위급 패널 회의 외 60여개의 회의

2. 패널 위원(총 20명)
❒ (공동의장) Melinda Gates 게이츠재단 공동

및 워크숍에 참여해 디지털 분야 각계와 교류

❒ ‘19년 5.10 제네바, 전문가 회의 개최해 학계･
국제기구･외교단 대상 패널보고서 내용 소개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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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6.10 뉴욕, 유엔 사무총장 패널보고서
발표

따라 5.2.부터 △이란산 원유 (컨덴세이트)
수입 및 △한-이란 간 교역 결제를 위한 원
화 계좌 운용이 중단된 상황

4. 향후 계획
❒ 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향후 6-10개월 간
3단계에 걸쳐 로드맵 작성

쉍 홍진욱 국장은 예외국 지위가 종료된 이래 우
리 정부는 대이란 진출 및 수출 기업의 고통
경감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 보고서 인식 제고를 위한 아웃리치

원화 계좌를 활용한 인도적 품목의 대이란 수

- 각 국가와 지역기구들의 의견이 수렴하는

출 및 기타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공통 분야 식별
- 디지털 시대의 도전과제에 대한 구체 로드
맵 작성
❒ 완성된 로드맵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고될
예정.

미측의 계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해 Peyman 부차관보는 한국이 동맹국
으로서 미국의 대중동･대이란 정책에 협력해
온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으며, Smith 부국장
은 그간 한국 정부가 제공한 자료 등을 바탕으
로 대이란 진출 및 수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
동맹국인 한국의 요청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미국의 대이란 제재 예외 종료에 따른
한-미 간 후속조치 협의 (2019-06-21)

신속하게 검토 결과를 회신할 수 있도록 하겠
다고 언급하였다.

쉍 정부 관계부처 합동 실무대표단(외교부, 기획

쉍 양측은 필요한 경우 외교경로 및 대면협의 등

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구성 / 수석대표: 홍

을 통해 상호 관심사항을 계속 논의하기로 한

진욱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은 6월 20일

바,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기업 간의

(목) 미국 워싱턴에서 데이비드 페이먼 (David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토대로 우리 기업의 애

Peyman) 미국 국무부 금융위협대응･제재 부

로 사항 해결을 위해 한-미 간 협의 등 필요한

차관보 및 브래드 스미스(Brad Smith) 재무부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외국자산통제국(OFAC) 부국장과 한-미 간 관
계부처 합동 협의를 갖고, 미국의 대이란 제재
예외 종료(5.2.)에 따른 인도적 분야의 대이란
교역, 대이란 수출 기업 애로사항 등 후속 조
치 필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리나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 부의장국으로 최초 선출
(2019-06-21)

※ 합동 협의 및 Peyman 부차관보 주최 업무
만찬 개최
※ 우리나라 등 8개 국가는 2018.11.5. 미국으로
부터 180일 동안 미국의 대이란 제재 예외국
지위를 인정
- 8개 국가에 대한 미국의 예외 종료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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쉍 주오이시디대표부에 근무 중인 고재명 참사관
이 2019.6.18.(화)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
발원조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 개발원조위원회: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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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원조위 부의장은 임기가 2년이며, 의장단
*에 소속되어 전반적인 위원회 업무를 기획하

것이 긴요한 만큼, 소통의 조력자로서 부의장
직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고, 의장을 보좌해 위원회 활동을 주도하는 역
할을 수행하게 된다.
* 의장 1명(영국), 부의장 3명(한국, EU, 캐나다)

국제기구 진출 방법을 인사 담당관이 직접
소개합니다 (2019-06-25)

쉍 OECD는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
로 현재 36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디

쉍 외교부는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국

지털 경제, 포용성장 등 세계 경제발전을 위한

민들에게 현장감 있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

논의를 선도하고 있다.

하기 위해 주요 국제기구들의 인사담당관을

◦ 개발원조위원회는 OECD 산하의 25개 위원회

초청, 6.27.(목)-6.28.(금)간 서울시청 및 전북

가운데 하나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일정 자격

도청에서 ｢제12회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를

*을 갖춘 30개 국가가 관여하고 있으며, 국제사

개최할 예정이다.

회에서 선진공여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 △ 적절한 원조전략, 정책 및 제도 구비,
△ ODA/GNI 비율이 0.20% 이상이거나

◦ 6.27.(목) 13:30-18:00, 서울시청 / 6.28.(금)
13:30-18:00, 전북도청
※ 6.27.(목) 서울시청에서 서울소재 국제기구

ODA 규모가 1억불 이상, △ 모니터링 및

채용 상담 및 홍보전 동시 진행

평가 시스템의 구축

- 상세 내용 외교부 국제기구 인사센터 홈페

** 개발원조위원회 주요 역할: 개발원조 관

이지(www.UNrecruit.go.kr) 공지사항 참조

련 규범 수립과 평가, 통계 생산, 유엔 지
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지원 등

쉍 이번 설명회에는 8개 주요 국제기구의 인사담
당관들이 참석하여 각 기구별 채용･인사제도,

쉍 이번 부의장직 수임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요 업무 및 국제기구 이력서 작성 방법 등에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한 우리나라의 발전

대해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사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그리고 향후 우

가질 예정이다.

리 나라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를 보
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 △유엔자원봉사단(UNV), △세계지식재산권기
구(WIPO), △유엔난민기구(UNHCR),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 △유엔아동기금(UNICEF),

쉍 고 참사관은 1998년 외교부에 입부하여 외교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아시아태평

부 Post-2015 개발의제 팀장, ‘Post-2015 개발

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 국제노동

의제 수립을 위한 유엔고위급패널’ 자문관, 기

기구(ILO)

획재정부 개발협력과장 등 개발협력 전문가이
며,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필리핀 공관 근무를
통해 현장 경험도 보유하고 있다.
◦ 성공적인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해
서는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시민사

쉍 특히, 금번 설명회 참가 신청자 중 사전 서류
심사를 통해 선별된 희망자들에게는 참석 국
제기구 인사담당관과의 모의 면접 기회도 제
공된다.

회, 민간부문 등과 폭넓게 교류하고, 협력하는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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쉍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개
최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며, 이 외에도 수시

야에서 기여하고, 국제기구 진출을 위한 경험
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간담회 등을 통해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 있는

◦ 2013년 15명, 2014~2016년간 연 25명을 파견

국민들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의 장을 마련하

해 오다, 이후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유엔자원

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봉사단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017년 이
후 연 50명 이상으로 파견 규모를 대폭 확대
하였다.

외교부, 유엔자원봉사단(UNV)과 우리국민의
국제무대 진출 확대를 위한 협의 개최
(2019-06-26)

쉍 외교부는 이번 전략대화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쉍 외교부는 우리국민의 유엔자원봉사단(UN Volun-

※ UNV 관련 선발 공고 및 여타 상세정보는 국제

teers, UNV) 활동 촉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기구인사센터 홈페이지(UNrecruit.mofa.go.kr)

제3차 한-유엔자원봉사단 전략대화(Strategic

참조.

앞으로도 유엔자원봉사단(UNV) 파견을 계속
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Dialogue)를 6. 26.(수)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 수석대표 : 우리측 권기환 국제기구국장, 유
엔자원봉사단(UNV)측 올리비에 아담(Olivier
Adam) 사무국장
※ 유엔자원봉사단(UNV)은 1970.12월 유엔 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
2019 서울국제법아카데미 개최
(2019-06-27)

회 결의에 의거하여 설립된 국제기구로,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유지에의 기

쉍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는 7월

여를 목적으로 다양한 국제기구 현장사무소

1일(월)부터 12일(금)까지 10일간 우리나라 및

에 봉사단원을 파견하여 개발지원 및 인도적

아･태지역 21개국 국제법 관련 외교관, 공무

구호사업 등 수행

원, 학자, 연구원, 대학원생 등 42명을 대상으

- 161개국 출신 봉사단원 7,201명이 146개국

로｢2019 서울국제법아카데미｣를 개설한다.

에 파견되어 활동중(2018년 기준)
◦ 2015년 시작된 한-유엔자원봉사단(UNV) 전

쉍 동 과정은 동아시아 및 글로벌 현안의 국제법적

략대화는 우리정부와 유엔자원봉사단(UNV)

이슈(총 9과목)에 대해 스테판 마티아스 UN 법

양측간 진행되고 있는 협력사업을 점검하고,

률 사무차장, 에디스 브라운 와이스 전 미국 국

우리 국민의 유엔자원봉사단(UNV) 활동 참

제법학회장, 다포 아칸데 옥스퍼드 대학 교수 등

여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유용한 기회가 되고

저명한 국제법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글로벌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현안 및 국제법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쉍 외교부는 2013~2019년간 총 245명의 유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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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봉사단(UNV) 파견을 통해 우리국민이 전세

쉍 올해 4회째를 맞이하는 국립외교원 개설 서울국

계에 소재하는 국제기구 현장에서 근무함으로

제법아카데미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제법 관련

써 국제 평화･안보 및 개발과 같은 다양한 분

이슈에 대한 공동의 이해 제고, 지역 국제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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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의 구축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법 허

내 영향력 확대는 물론 전 세계 관세당국에

브 역할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협상력이 더욱 증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능력배양국장 직위는 WCO 내 5개 선출 보직

강태일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WCO
능력배양국장 당선 (2019-06-29)

중 하나로서, 183개 회원국 중 4분의 3에 달
하는 개도국들의 관세행정 제도와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WCO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직위

쉍 외교부와 관세청은 6.29.(토) 벨기에 브뤼셀에

이다.

서 개최된 제133/134차 세계관세기구(WCO)*

- WCO는 능력배양사업을 위해 자체 예산만

총회**에서 강태일 관세청 정보협력국장(51･

해도 매년 약 2천만 유로(약 240억원) 이상의

행시37회)이 2020∼24년 임기의 WCO 능력

자금을 투입하고 있고, 세계무역기구(WTO),

배양국장에 당선되었다고 발표했다.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벨기

관련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관세당국 회

동 사업은 국제무역의 원활화와 안전을 보

의체. 현재 183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

장하는데 효과적이어서 WCO의 중요한 활

며 이들 국가가 차지하는 무역량은 전 세계

동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무역의 99%에 달함. 무역원활화를 위한 국
제표준 정립, 불법부정무역 단속공조, 개도

쉍 금번 강태일 후보의 당선을 위해 관세청은 외

국 무역제도, 인프라 현대화 지원 등 관세

교부 및 재외공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매

분야 전반이 논의됨. 우리나라는 1968년부
터 회원으로 가입 중

우 적극적인 지지교섭을 실시하였다.
◦ 관세청에서는 김영문 관세청장 이하 주요 간

** 총회(Council): 183개 회원국의 관세행정 최

부 및 후보가 WCO 관련회의 참석 및 주요

고책임자가 모두 참여하는 WCO 최고 의사

여론 조성국 등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지지를

결정기관으로 매년1회 WCO 본부(벨기에)

요청하였다.

에서 개최됨.

- 또한 강태일 국장은 우리나라 관세청의 WCO

◦ 금번 WCO 능력배양국장 선거는 강태일 후

기여도를 강조하고 신기술 기반의 능력배양

보 외에 잠비아, 스위스, 튀니지, 모로코도

사업 추진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능

입후보하여 결선 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접

력배양사업 투명성 제고, 개도국별 맞춤형

전 끝에 잠비아 후보를 누르고 당선에 성공

비전 마련 등 다양한 개혁방안을 제시하며

하였다.

회원국에 지지를 호소하였다.

* 1차 투표에서 과반수 후보가 없을 경우, 상

◦ 외교부는 본부와 재외공관의 외교 채널을 모

위 1, 2위 투표자만을 대상으로 당선자를

두 가동하여 지원하였으며,

가리는 최종투표를 시행

- 특히, 선거 막바지에 WCO 본부가 위치한

◦ 이는 우리나라가 1968년 WCO에 가입한 이

벨기에 공관에서 본국을 대리하여 투표할

래 한국인 최초로 WCO 사무국의 고위급 직

가능성이 높은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지교섭

위 진출임과 동시에 관세청 개청 이래 국제기

활동을 집중적으로 수행한 것이 주효했다.

구 고위직 최초 진출로서, 우리나라의 WCO

◦ 강태일 국장은 당선 직후 “관세외교의 영향력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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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당한 힘을 발휘하는 무역전쟁시대에서

치유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역사적 경험에 기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

반하여 여성･평화･안보 의제에 대한 국제사

낀다”면서 “우리나라가 관세행정 관련 국제

회의 논의와 해결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작년

표준을 선도하고 이를 통해 개도국에 우리기

6월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 출범

업이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

※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 : △분쟁

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 성폭력 대응 관련 개발협력 사업 추진,
△국제회의 정례 개최 2개 축으로 구성
◦ 특히, 국제사회가 분쟁하 성폭력 문제 대응 및

외교부, 제1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개회식 개최 (2019-07-02)

진전 방안을 모색해나가는 과정에서 △분쟁
의 예방 및 평화구축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증
진, △피해자 및 생존자 중심 접근법 모색, △

쉍 외교부는 2019.7.2.(화)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
서 제1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개

시민사회의 역할과 참여 독려, △책임규명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

회식을 개최하였다.
◦ 이번 국제회의는 우리 정부가 작년 출범시킨

쉍 패튼 분쟁하 성폭력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구상의 일환으로 개최

는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2년간 특별대표로서

되는 첫 번째 국제회의로서, 개회식에는 2018

이라크, 콩고, 남수단 방문 등 현장 경험을 소

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무퀘게 박사, 패튼 분

개하고, 분쟁하 성폭력 문제 관련 그간의 규범

쟁하 성폭력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 레트노

적, 제도적 변화과정을 살펴보면서, 생존자들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디옵 아프리카연합(AU)

의 권리를 우선가치로 두는 생존자 및 인권 중

여성･평화･안보 특사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

심 접근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참석
쉍 또한, 2018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무퀘게 박
쉍 강경화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안보리 결의 1325

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4월 채택된 안보리

호 채택 20주년을 1년 앞둔 중요한 해를 맞이

2467호 결의의 의의를 설명하는 한편, △생존

하여 그간의 국제사회의 분쟁하 성폭력 대응

자 중심 접근, △성폭력으로 태어난 아동의 보

노력을 돌아보면서, 우리 정부가 작년 출범시

호, △무퀘게 재단 주도의 분쟁하 성폭력 생존

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을 소개하는

자 배상 기금 설립 노력을 강조하였다.

한편, 분쟁하 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제
고 방향을 제시하였다.

쉍 레트노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은 축사를 통해 금

◦ △안보리 결의 1325호(2000) 및 후속결의 채

번 한국 주최 국제회의의 시의적절성을 강조

택, △분쟁하 성폭력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

하면서, 현재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여

임무 설치 등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쟁

성 역량 강화 및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주류

하 성폭력 문제 관련 규범과 현실의 간극이

화하기 위한 인도네시아의 노력을 소개하였다.

넓은 상황

◦ 이어 디옵 아프리카연합(AU) 여성･평화･안

◦ 우리 정부는 2차 대전 중 위안부 피해를 경험

보 특사는 축사를 통해 분쟁과 테러가 지속되

한 국가로서 여전히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는 상황에서 아프리카 대륙내 평화와 안보 및

16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9, Vol.18, No.3 (통권 제54호)

| 외교부 소식 모음 |

법치와 민주주의 달성을 위해서는 여성･평

on Climate Change, IPCC) 1.5도 특별보고서

화･안보 의제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에 대한 논의를 종결지었다.

하면서, AU 특사로서 임무들을 소개

◦ 제6조(탄소시장메커니즘 등)의 경우, 작년 당

◦ 아울러 발스트룀 스웨덴 외교장관 및 로드 아

사국총회에서 마련한 2개 협상문안을 조율하

흐마드 영국 국무상 겸 분쟁하 성폭력 방지

여 금년도 당사국총회(’19.12., COP25) 협상

총리 특별대표는 축사 영상을 통해 회의의 성

기반이 될 1개의 초안으로 통합하는 성과를 이

공적 개최를 기원

루었으며, 핵심 사안인 국가간 거래한 ‘국제적
으로 이전된 감축 결과물(ITMO*)’을 국가결
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유엔기후변화협약 제50차 부속기구회의
폐막 (2019-07-02)

NDC) 달성에 사용하는 방식(상응하는 조정)
에 대해, 통합 초안에서는 각 당사국이 주장하
는 다양한 방법론이 옵션 형태로 유지

쉍 6.17.(월)-6.27.(목)간 독일 본에서 진행된 유엔

*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

기후변화협약 제50차 부속기구 회의*가 개최

◦ 투명성체계 관련, 온실가스 인벤토리, 감축목

되었다.

표 이행경과 등 의무제출 정보의 세부양식(표)

* 과학 및 기술 자문 부속기구(Subsidiary Body for

개발방안에 관한 국가간 입장이 대립되었는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SBSTA)

데, 선진국은 정량･공통･세부적인 양식, 개도

및 이행 부속기구(Subsidiary Body for Imple-

국은 정성･자율･유연한 양식을 주장하여, 각

mentation, SBI)로 구성되며, 매년 2회(6월,

세부양식(표)에 대한 각국의 제안서를 제출

12월) 정례적 회의 개최

(∼’19.9월말)하기로 합의

◦ 우리나라는 유연철 기후변화대사를 수석대표

◦ IPCC 1.5도 특별보고서에 포함된 과학적 근

로 관계부처* 담당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대

거에 대한 비판이(사우디아라비아) 있었으나,

표단 총 47명(대표단 27명, 자문단 20명)이 이

대다수의 국가들은 동 보고서의 내용이 향후

번 회의에 참석

많이 활용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1.5도 지구온

*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난화 관련 과학적 지식강화 방안에 대한 각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 기상청,

의 입장교환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의제 종결

농촌진흥청,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교통
안전공단 등 총 10개 부처 및 기관
◦ 185개 당사국 및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에
서 3,385명(대표단 1,943명) 참가

쉍 이행 부속기구(SBI) 회의에서는 바르샤바국제
메커니즘 검토 진행방안(Terms of Reference,
ToR)이 마련되었고, 선진국 ’20년 감축목표 이
행 다자평가가 진행되었으며, ’20∼’21년 협약

쉍 금번 과학 및 기술 자문 부속기구 회의(SBSTA)

운영 예산 5% 증액 및 유엔기후변화협약 회의

에서는 파리협정 제6조(탄소시장메커니즘 등)

효율성 제고방안 논의(제51차 회의) 등을 합의

세부 이행규칙 초안을 마련하였고, 투명성체

하였다.

계 보고서 세부양식(표)에 대한 각국 입장을

◦ COP25에서 손실 및 피해에 관한 바르샤바국

교환하고 향후계획에 합의하였으며, 기후변화

제메커니즘에 대한 첫 정기검토 예정으로, 검

에 관한 정부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토 진행방안 초안* 도출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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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범위, 투입자료 및 정보자료, 검토방
식, 기대결과
◦ 선진국의 ’20년 감축목표 이행 관련, 19개 다
자평가 참여국* 중, 호주, 이탈리아, 일본, 러
시아, 영국 등 주요 다배출 국가는 ’20년 목표

쉍 금년도 당사국총회(COP25) 의장국인 칠레가
회의 주제를 “Time for Action”으로 정하는 등
향후 국제사회는 기후행동 및 실천방안에 대
해 중점 논의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도 올해 예정된 IPCC 총회(8월, 9월)

달성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

및 기후정상회의(9월) 등을 통해 기후행동 강

* 호주, 크로아티아, 몰타, 덴마크, 핀란드, 아

화 및 의욕 향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리히

적극 동참해나갈 예정.

텐슈타인, 모나코,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
니아, 슬로베니아, 러시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 예산(’20∼21년)은 중국 등 개도국 반대로 최
소한의 증액(+5%)에 합의했으며, 유엔기후변
화협약 회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제51차 회의
에서 논의키로 합의

이태호 2차관, 데레제 월도파(Dereje
Wordofa) 유엔인구기금(UNFPA)
부총재 면담 (2019-07-03)
쉍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7.3(수) 오전, 방한중인
｢데레제 월도파(Dereje Wordofa)｣ 유엔인구기

쉍 한편, 기후변화대사는 SBI 부의장으로 한국인

금(UNFPA) 부총재와 면담을 갖고, 한-UNFPA

최초로 선출되어 의장단으로서 SBI 주요회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선진국 다자평가 등) 주재하고, 의제별 쟁점

※ 월도파 부총재는 제1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

조율을 하는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화｣ 국제회의(7.2-3) 참석차 방한중

※ 외교부 정재혁 사무관은 SBSTA 회의 3개 의

※ 유엔인구기금(UNFPA: UN Population Fund)

제(투명성체계 관련) 공동주재자(Co-Facilitators)

- ▴여성과 청소년들의 성생식 보건 증진, ▴

로 한국인 최초로 선출, SBSTA 의제별 회의

산모 사망 예방, ▴성기반 폭력 방지 및 조

진행 및 쟁점 조율

혼･여성 할례 등 유해한 관습 폐지, ▴인구･
가족계획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1966년

쉍 아울러, 우리 대표단은 촉진적 경험공유(Faci-

설립된 유엔 기금

litative Sharing of Views, FSV)*에 참여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주요 감축이행 정보를

쉍 이 차관은 금년이 UNFPA가 창설 50주년을 맞

포함한 제2차 격년갱신보고서(’17.11월 제출)

는 해이자, 우리나라가 UNFPA 집행이사회 의

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관계부처의 유기적

장국을 수임하고 있는 특별한 해라고 평가하

인 협조 하에 총 8개국(영국, 일본, 미국, EU

고, 앞으로 여성 및 청소년의 성생식 보건, 저

등)의 배출권거래제, 에너지신산업, 전기차 보

출산, 고령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UNFPA

급 등 관련 질의에 답변하였다.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동 제도는 한국을 포함한 개도국(비부속서I

◦ 아울러, 우리 정부가 지난해 출범시킨 ｢여성과

당사국) 의무(’14년∼)로서, 감축이행 경과를

함께하는 평화｣ 구상 추진 과정에서도 UNFPA와

SBI 회의 계기 발표하며, 이번 회의에서 브라

협력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동 구상에 대한

질, 남아공 등 총 9개국 발표

UNFPA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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쉍 월도파 부총재는 지난 2월 ｢나탈리아 카넴

아 환경협력계획(NEASPEC) 틀 안에서 ▲

(Natalia Kanem)｣ UNFPA 총재 방한 계기에

대기오염 관련 정보 파악 ▲공동 연구 활

UNFPA 한국사무소가 개소되어 양자간 협력

동 수행 ▲정책 제언 및 과학 기반 정책 협

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금번 제

의 추진 모색

1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에 초청
해 준 데 사의를 표하면서, UNFPA의 중요한

쉍 이에 외교부는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

활동 목표중 하나인 분쟁하 성폭력 대응 분야

의 공식 발족을 기념하여 NEACAP 사무국*,

에서 양자간 협력이 지속 확대되기를 희망한

국가기후환경회의와 공동으로 7.4.(목) 09:30,

다고 하였다.

‘NEACAP 동북아대기협력 라운드테이블’을 롯

쉍 월도파 부총재의 제1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
화｣ 국제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루어진 금번 면

데호텔서울에서 연계 개최한다.
◦ 라운드테이블에는 외교부 이태호 2차관 및 국

담은 한-UNFPA간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재

가기후환경회의 안병옥 운영위원장이 참석하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여 개회사를 할 예정이다.
◦ 또한,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 과
학정책위원회와 기술센터 구성원, 동북아시아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 제1차
회의 및 동북아대기협력 라운드테이블 개최
(2019-07-03)

및 프랑스, 폴란드 등 EU의 대기질 연구 분야
저명 인사들이 함께한다.
◦ 동 회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오염물질

쉍 7.5.(금) 09:30, 동북아시아 역내 국가간 대

배출목록 작성, 대기오염 동향 공유, 감축 시

기오염 대응 협력체인 동북아청정대기파트

나리오 개발 등을 논의하고, 동 과학적 논의

너십(North-East Asia Clean Air Partnership;

결과를 정책 개발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NEACAP)이 롯데호텔서울에서 첫 회의를 개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최하며 본격 가동하게 된다.

* 우리나라 송도에 위치한 유엔아시아태평양

◦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은 한국･
일본･중국･러시아･몽골･북한 동북아 6개 회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동북아 사무
소가 NEACAP 사무국 겸임

원국간 역내 대기오염 공동대응 협력체로, 작
년 10월 출범에 합의하였다.

쉍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의 첫 회

◦ 최근 회원국별 전문가로 과학정책위원회

의와 이와 연계한 동북아대기협력 라운드테이

(Science and Policy Committee; SPC)와 기술

블을 한국에서 개최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향

센터(Technical Center; TC) 구성을 완료하여

후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 운영

‘제1차 NEACAP 과학정책위원회 및 기술센

과 성과 도출에 있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터 회의’를 개최한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orth-East Asia

◦ 동북아시아 미세먼지 저감 공동대응 논의 제

Clean Air Partnership) : 2018.10월 출범한

도화의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북아 6개국(한･일･중･러･몽골･북한)간 최
초의 대기오염 관련 포괄적 협력체로, 동북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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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 주도의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정례 국제회의 출범 (2019-07-03)

대행사로 진행되었으며, 총 우수작 3팀 수
상 : 1등 필리핀팀, 2등 케냐팀, 3등 한국팀
◦ 세션 4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사단법

쉍 분쟁하 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제

인 아디(ADI, Asian Dignity Initiative) 등 대

로 우리 정부 주도 하에 개최된 제1차 ｢여성과

표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평화 달성 및 생존자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가 정부, 국제기구,

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방안 모색

학계, 시민사회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
한 가운데 7.2.(화)-7.3.(수)간 열띤 토론 일정
을 마무리하고 종료되었다.

쉍 7.3(수) 강경화 장관은 폐회사를 통해 금번 국
제회의에서 전문가뿐 아니라 분쟁하 성폭력

※ 2018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무퀘게 박사, 패

생존자,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석

튼 분쟁하 성폭력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 디

하여 동 문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논

옵 AU 여성･평화･안보 특사, 유엔여성기구

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면서, 분쟁하 성폭

(UN Women) 및 유엔인구기금(UNFPA) 부총

력 문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모색에 있

재 등 분쟁하 성폭력 문제 관련 주요인사 참석

어 미래세대들의 창의적인 목소리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쉍 금번 국제회의에서는 분쟁하 성폭력 문제 관
련 4개의 주제세션이 진행되었으며, 분쟁하 성

쉍 금번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 정부 주도의

폭력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 현황과 생존자들

여성, 평화, 안보 정례회의가 출범하였다는 의

의 증언을 직접 듣는 한편, 청년과 현장의 목

미에 더하여, 우리의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소리도 공유하였다.

구상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제고하고, 여성, 평

◦ 7.2(화) 세션 1에서는 유엔여성기구(UN Women),

화, 안보 의제의 지향점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유엔인구기금(UNFPA), AU 대표 등과 함께

나갈 수 있는 국제적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으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국제규범이 발전해온

로 평가된다.

과정을 검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내에서의 정책 방향 논의

※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Action with Women
and Peace)’ 구상은 분쟁하 성폭력 대응을 포

◦ 세션 2에서는 우리를 포함한 이라크, 남수단,

함한 여성, 평화, 안보 의제 관련 우리 정부의

콜롬비아 분쟁하 성폭력 생존자들의 경험과

국제적인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작년 6월 출

증언을 직접 청취하고, 국내 및 국제적 차원에

범하였으며, △분쟁하 성폭력 대응 관련 개

서의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생존자 중심 접근

발협력사업 추진, △국제회의 정례 개최 2개

법 논의

축으로 구성

◦ 7.3(수) 세션 3에서는 금번 국제회의 계기 ‘2019
국제 청년 논문 공모전’ 우수작 후보 3팀의 발표
및 심사를 진행하고, 강경화 장관은 폐회식에서
동 공모전의 우수작 3팀에 대해 시상을 진행

유엔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 개최
(2019-07-04)

※ 제1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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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

개최를 통해 평화유지 관련 우리나라의 입지

를 개최하였다.

와 영향력이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 이번 정책협의회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있도록 관계기관간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는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방부, 합동참모

공감대 형성

본부, 경찰청, 국방대(국제평화활동센터), 국

※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2016년 출범

토연구원 등 평화유지활동 관계기관이 참석

한 평화유지 분야의 장관급 정례회의로, 2016

한 가운데 개최

년 영국 런던, 2017년 캐나다 밴쿠버, 2019

※ 상기 법률(제16조)은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각각 제 1, 2, 3차 회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 관계 부처 간

의 개최(통상 80~130여개국 대표 참석)

의 협력 등을 위해 외교부에 평화유지활동

- 우리정부는 유엔측의 제안에 따라 관련국

정책협의회를 둔다고 규정

들과의 협의하에 차기 장관회의를 2021년
우리나라에서 개최키로 결정하고, 강경화

쉍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 레바논 및 남수단

외교부 장관이 금년도 평화유지 장관회의

에 파견중인 국군 평화유지 부대(동명부대 및

(3.29, 뉴욕 유엔본부)에 참석, 이를 발표

한빛부대)의 파견 연장 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 2021년 국내 개최 예정인 차기 ｢유엔 평화

쉍 외교부는 향후 우리나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

유지 장관회의｣의 내실 있는 개최를 위한 관계

회 비상임이사국 진출(2024-25년) 등에 대비,

부처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제 평화안보에 있어 유엔의 가장 대표적인

◦ (파견 연장) △ 국군부대의 파견 지역내 정세

활동인 평화유지활동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

가 안정적이고, △ 우리부대가 성공적 임무수

상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행을 통해 유엔 및 현지정부로부터 높은 평가

이번 정책협의회는 이러한 차원에서 평화유지

를 받고 있으며, △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 및

활동 관련 범정부적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

관심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을 감안, 국군부대

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의 파견연장 필요성 확인
※ 국군 평화유지 부대 현황
- 동명부대 :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에 파견된 350명 규모의 특전사 중심 부

제41차 유엔 인권이사회, 우리 정부 주도로
“신기술과 인권” 결의 채택 2019-07-12)

대로, 2007년부터 파견되어 활동중
- 한빛부대 : 유엔 남수단 임무단(UNMISS)

쉍 제41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우리나라의 주도하

에 파견된 300명 규모의 공병 중심 부대

에 상정한 “신기술과 인권(New and emerging

로, 2013년부터 파견되어 활동중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 결의

※ 상기 법률에 따라 국군부대의 파견은 1년
단위로 국회의 동의하에 연장 가능

를 7.11(목) (제네바 현지시간) 컨센서스로 채
택하였다.

◦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 ｢유엔 평화유지 장

◦ 영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인권이사회 주요 이

관회의｣가 동 분야에서 유일한 장관급 회의체

사국을 포함하여 독일, 러시아, 이스라엘 등

이자, 80~130여개국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하

총 78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여 국제

는 대규모 회의인 만큼, 차기 회의의 성공적

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성공적으로 확보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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쉍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그 파급

가운데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효과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증대되고 있으나

2019.3월 제40차 인권이사회에서는 68개국

신기술 전반이 인권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

의 참여 하에 동 주제에 관한 공동발언을 실

을 다룬 결의는 없었던 만큼, 동 결의는 신기술

시하는 등 그간 유엔 인권이사회 내 관련 논

분야의 기업과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행위

의 활성화 주도.

자가 참여하는 총체적, 포용적, 포괄적 논의를
위한 유엔 차원의 기반을 처음으로 마련한 것
으로 평가된다.
◦ 이번 결의는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가

유엔 사생활권 특별보고관 방한
(2019-07-13)

신기술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보고서를 제47차 인권이사회(2021.6

1. ｢조셉 칸나타치(Joseph Cannataci)｣ 유엔 인권

월)에 제출토록 하고 △동 보고서에 정부, 국

이사회 사생활권 특별보고관이 7.15(월)-26(금)

제기구, 관련 유엔 기구 및 신기술 분야의 기

간 공식 방한할 예정이다.

업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할 것과 △제44

※ 우리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수임

차 인권이사회(2020.6월) 계기 패널토론을 개

자들이 주어진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

최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

도록 이들의 방문을 원칙적으로 수락하는 ‘상

◦ 유엔 차원에서는 △디지털 협력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고위급 패널이 지난 6.10 발표한 보

시초청(standing invitation)’ 제도에 ‘08.3월
이래 참여(총 121개 유엔 회원국 참여)중

고서를 통해 디지털 기술이 평화, 개발, 인권
등 유엔의 제반 임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2. ｢칸나타치｣ 특별보고관은 방한중 외교부, 여성

분석하며, 인권 분야 영향에 대해서도 대응을

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

촉구하였으며, △미첼 바첼렛 유엔 인권최고

방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

대표도 지난 5월 실리콘 밸리를 방문하는 등

찰청 등 정부부처 및 헌법재판소, 대법원 면담

신기술과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등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7.26(금) 기자

있는 상황

회견(14:30, 서울 프레스센터)을 가지고 금번
방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쉍 이번 “신기술과 인권” 결의는 2013년 이래 채
택되고 있는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에 이어

◦ 금번 방한 결과 및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는
향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 주도로 채택된 두
번째 결의로서, 우리나라가 IT 선진국으로서

3. 사생활권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

다자무대에서 관련 논의를 선도하고 있음을

절차중 하나로서, 2015년 유엔 인권이사회 결

보여주는 한편, 향후에도 패널토론과 후속 결

의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칸나타치｣ 특별보고

의 등을 통해 동 이슈와 관련 계속 주도적인

관은 ‘15.7월 임명되어 활동중이다.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 동 특별보고관은 △ 전 세계 사생활권 관련

※ 우리 정부는 2018.9월 제39차 인권이사회 계

현황과 도전과제, 모범관행 등에 관한 정보를

기 및 2019.6월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정부,

수집하고, △ 각국의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하

국제기구, 학계, 기술 분야 인사들이 참여한

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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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보고관 방한 연혁
- 아비드 후사인(Abid Hussain) 표현의 자
유 특별보고관(‘95. 6월)

고르니츠카(Charlotte Gornitzka) 국제연합아
동기금(UNICEF) 부총재를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2019.7.12.(금)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 호르헤 부스타만테(Jorge. Bustamante) 이
주민 인권 특별보고관(‘06. 12월)
- 프랭크 라 뤼(Frank La Rue)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10. 5월)
- 마가렛 세카쟈(Margaret Sekaggya) 인권
옹호자 특별보고관(‘13. 5월)
- 무토마 루티에르(Mutuma Ruteere) 현대
적 인종차별 특별보고관(‘14. 9월)
- 바스쿳 툰작(Baskut Tuncak) 인권과 유해
물질 특별보고관(‘15. 10월)
-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평화적 집회
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16.1월)
- 인권과 다국적기업 실무그룹(‘16. 5월)

쉍 우리 정부와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은 2004
년부터 매년 서울과 뉴욕에서 연례 정책협의
회를 교대로 개최하며 전 세계 아동과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최근에는 미래 세대인 청소년 교육 분야에서
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왔다.
*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은 그간 0-10세 아
동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던 데서 나아가 10-24
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기술 교육
지원을 확대코자 하며, 이를 ‘세대를 넘어서
(Generation Unlimited)’ 이니셔티브로 출범
(2018.6월)

- 레일라니 파르하(Leilani Farha) 적정주거
특별보고관(‘18.5월)
※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

쉍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우리 정부의 ｢여
성과 함께하는 평화(Action with Women and

- 유엔 인권이사회는 특정국가 또는 특정주

Peace)｣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한 협력, 대북

제에 관한 인권상황을 조사 및 분석하여

인도적 지원 사업 등 그간 꾸준히 강화되어온

유엔에 보고(권고 포함)하는 임무를 수행

협력 관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였다.

하는 특별절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인 “여성･평화･안보”

현재 44개의 주제별 특별절차와 12개의

분야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출

국별 특별절차가 활동 중임.

범하였으며(2018.6월), ①분쟁하 성폭력 대

- 특별절차 수임자를 일컫는 명칭으로는 특

응 관련 개발협력 사업 추진, ②여성･평화･

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독립전문가

안보 관련 국제회의 개최(2019.7.2.-3., 서울)

(Independent Expert), 실무그룹(Working

등으로 구성

Group) 등이 있으나 기능이나 역할에 따
른 구분은 아님.

쉍 특히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Action with Women
and Peace)｣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해 우리 정부
와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은 방글라데시

제15차 한-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정책협의회 개최 2019-07-13)

의 로힝야 난민을 위한 성기반(gender-based)
폭력 예방･대응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쉍 제15차 한-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정책
협의회가 오현주 외교부 개발협력국장과 샬럿

쉍 아울러 우리 정부가 지난 6월 국제연합아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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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UNICEF)를 통해 지원한 북한 모자보건 및

하면서 일측 조치의 철회를 촉구

영양 개선 사업 관련, 양측은 향후 북한 아동의

◦ 일본측의 이러한 조치는 역내 공동번영을 저

보건과 영양 개선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유지

해할 뿐만 아니라 아세안과 한･일･중 3국간

해나가기로 하였다.

협력에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
◦ 아세안 국가들은 자유무역질서 유지의 중요

강경화 장관, 아세안과 신뢰에 기초한
자유무역질서 유지의 중요성에 공감 제20차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 (2019-08-02)

성에 공감하고 특히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
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기대한다고
언급
쉍 한편, 참석 외교장관들은 아세안+3가 공동의

쉍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8.2.(금) 태국에서 개최

위기관리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그간의 도전을

된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기회로 전환해온 점을 평가하며, 금융, 식량안

로 출범 22주년을 맞이하는 아세안+3 체제의

보 등 제도화된 협력뿐만 아니라 인적･문화적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해

교류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의견을 교환하였다.

◦ 특히,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아세안+3 금융

※ 아세안+3 :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분야 협의체인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대응을 계기로 출범한 아세안 10개국 및

가 역내 경제 안정성에 크게 기여해온 점을

한･일･중 3국간 역내 회의체로, 기능협력을

평가하고, 최근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중심으로 운영중

(CMIM) 협정문 개정안이 최종 승인되어 동
이니셔티브의 실효성이 개선된 점을 환영

쉍 동 계기에 강 장관은 금일 오전 발표된 화이트
리스트 제외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일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CMIM)

본의 일방적･자의적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함

- 아세안+3 국가에 금융위기 발생시 달러 유

을 엄중히 지적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

동성 지원을 위한 다자간 통화스왑 체제

였다.
◦ 특히 이러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뿐만 아니라 올해 일본이 개최한

- 우리는 CMIM 총 2,400억불 중 16%인
384억불을 분담, 위기시 384억불까지 수
혜 가능

G20 정상회의에서도 강조된바 있는 ‘자유롭

※ CMIM 협정문 개정(2018.5월 합의, 2019.5

고 공정한 무역환경 구축’이라는 정신에도 정

월 승인) : 5년 단위 정기점검 결과를 토대

면으로 배치되는 자기모순적 조치라는 점을

로 협정문을 개정한 첫 번째 사례로, △자

강조

금지원 만기연장 횟수 확대(2회→3회 이

- 또한, 금번 조치가 수출관리의 일환으로 자

상), △자금지원 분할지급 도입, △자금지

유무역 이슈와 무관하다는 일측의 근거없는

원시 IMF와 협업에 필요한 정보공유 근거

주장을 일축하고, 우리에게 취한 수출물자

신설 등

통제는 강제징용 관련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이 분명하다는 점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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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성과를 거두어왔음을 평가하였다. 특히, 보호
무역주의 추세가 고조되는 가운데, 아세안+3
체제가 다시 한번 역내 번영과 평화 증진을 위
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를 당부하였다.

강경화 장관, 동아시아 안보 협력에 대해
논하다 -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 (2019-08-02)
쉍 강경화 장관은 8.2.(금)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 강 장관은 ▲아세안+3 비상쌀비축제도(APTERR)

제9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를 통한 쌀 지원, ▲한-아세안 센터 등 3국의

에 참석하여 한반도 문제를 포함, 지역 및 국제

아세안 센터들간 교류 확대, ▲동아시아포럼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EAF)･동아시아싱크탱크네트워크(NEAT)를

◦ 한국 및 아세안 10개국 이외에 ｢폼페오｣ 미국

통한 활발한 인적･문화적 교류 등 아세안+3

국무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 ｢고노｣ 일본

차원 기능별 협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점을

외무대신, ｢마르굴로프｣ 러시아 외교차관, ｢페

평가

인｣ 호주 외교장관, ｢피터스｣ 뉴질랜드 외교

◦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 협상이 연내 타결되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기초가 되기를 기대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인도, 뉴
질랜드 등 16개국의 역내 무역 자유화를

장관,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 참석
※ EAS : 아세안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미
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 EAS 정상회의는 2005년 출범하여 금년 11
월 제14차 정상회의가 개최되나, EAS 외교
장관회의는 처음 6년간은 비공식 개최되고
2011년부터 공식 개최중

위한 협정
- 2018.11월 제2차 RCEP 참여국 정상회의

쉍 강 장관은 금일 오전 발표된 화이트리스트 제

시 2019년까지 협상을 타결하기로 결의

외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일방
적･자의적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엄중히

쉍 아울러 강 장관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및 발사

지적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체 발사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6.30.

◦ 역내 공동번영의 기반이 되는 개방적이고 공

판문점 회동 이후 한반도 문제 관련 조성된 대

정한 자유무역 질서에 대한 지지의 뜻을 표명

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

하였으며, 이러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체조

지와 노력을 설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

치는 WTO 규범 뿐만 아니라 올해 일본이 개

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정착을 향한 대화의 실

최한 G20 정상회의에서도 강조된 바 있는 ‘자

질적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아세안 차원에서도

유롭고 공정한 무역환경 구축’이라는 정신에

지지와 협조를 계속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라는 점을 강조

◦ 여타 참가국 장관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 또한, 일측의 이러한 조치가 철회되고, 관련

를 위한 대화 재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제가 국가간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되

우리를 포함한 관련국들의 노력을 평가･지지

기를 바란다고 언급

한다고 언급.

◦ 참석 국가들은 다자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
질서의 필요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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쉍 강 장관은 또한 한반도 문제, 남중국해, 지역협

◦ 이와 관련, 강 장관은 상기 ‘관점’을 비롯한

력구상 등 지역 이슈, 테러리즘 등 비전통 안보

지역협력 구상들과 신남방정책이 상호 협력

이슈 등과 같은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적으로 조화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

있게 논의하는 최상위 전략 포럼으로서의 EAS

로 우리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한다고 언급

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EAS 회원국간 지속

※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

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인도네시아 주도로 인도-태평양 관련 아세

쉍 아울러, 강 장관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및 발

안 차원의 단일한 입장 정립 도모, 제34차

사체 발사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

아세안 정상회의(’19.6.22-23, 태국 방콕)

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에서 채택

영향에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지난 6.30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후 한반도 문제 관련 조

쉍 참석 장관들은 금년 11월 EAS 정상회의에서

성된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우리 정

채택을 목표하고 있는 △불법약물 대응, △초

부의 의지와 노력을 설명하고, 한반도의 완전

국가범죄 대응 협력, △지속가능성을 위한 파

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EAS 차

트너십 성명들이 국제사회가 당면한 현안들에

원의 협조와 독려를 당부하였다.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하고, 정상회의

◦ 외교장관들은 북측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
한 우리측 평가에 동의하고, 지난 1년간 한반

전까지 문안협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건설
적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도 대화프로세스의 진전을 환영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 및 관련국들의 역할에 대
한 지지 표명

수단 헌법 선언문 서명 관련 외교부 대변인
논평 (2019-08-19)

쉍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강 장관은 규칙에 기반한
(rules-based) 해양 질서와 비군사화 공약(non-

쉍 우리 정부는 8.17. 수단 군사과도위원회와 범

militarization commitments)의 중요성을 역설

야권연합인 ‘자유와 변화 세력*’간 헌법 선언

하고, 해당 수역의 평화와 안전이 유지되어야

문 서명을 통해 수단 국민들이 염원하는 민주

하며, 관련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

정부 수립을 위한 획기적 계기가 마련된 것을

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환영한다.

◦ 한편 장관들은 최근 남중국해 행동 규칙(Code

◦ 특히 수단내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대화 및 에

of Conduct) 1회독 완료 등 중-아세안 간 관련

티오피아와 아프리카연합(AU)의 중재 노력

협의 진전 평가

을 통해 평화적 합의가 도출된 것을 평가한다.

쉍 장관들은 아세안이 ’19.6월 채택한 ‘인도-태평

쉍 우리 정부는 향후 헌법 선언문 내용이 준수되

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Outlook)’을 환영하

어 수단의 민주화 과정이 순조롭게 진전되기

고, 동 관점이 강조하는 개방성, 포용성, 투명

를 기대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수단에 평화,

성, 국제법 존중, 아세안 중심성 등의 주요 원

안정 및 번영이 정착되기를 희망한다.

칙들을 바탕으로 역내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
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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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에 관한 협상을 주도해 온 범야권 연합

임스 카테카(James Kateka) 재판관, 토마스 하

체로, 수단전문직연합(SPA)･기성 야권 정치

이다(Tomas Heidar) 재판관 및 히메나 인릭

인･시민사회대표 등으로 구성

스 오야르세(Ximena Hinrichs Oyarce) 사무

※ (수단 사태 경과) 바시르 대통령 퇴진 및 군

처장대리도 동석하였다.

사과도위원회 구성(4.11.)→유혈사태 발생
(6.3.)→ 에티오피아 중재안 회람(6.20.)→에

쉍 강 장관은 1996년 설립 이래 국제 해양분쟁의

티오피아-AU 통합 합의안 회람(6.27.)→군

평화로운 해결 및 해양법 발전에 있어서의

부-야권간 과도정부 구성 합의(7.5.)→정치

ITLOS의 기여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재판소

합의문 서명(7.17.)→고등학생 시위대 사망

장으로서 백 소장의 지속적인 활동 성과를 기

사건 발생 및 대규모 규탄시위(7.29.-8.1.)→

대한다고 하였다.

협상 재개(8.1.)→헌법 선언문 가서명(8.4.)→
헌법 선언문 공식 서명식(8.17.)

◦ 아울러, 강 장관은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우리 정부와 ITLOS가 국제해양법 학술회의*
를 함께 개최하게 된 점을 평가하고, 향후 지
속적인 학술교류 및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강경화 장관,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
면담 (2019-08-19)

Junior Professional Officer) 파견 등을 통해
한국과 ITLOS간 학술적･인적 교류가 지속 강
화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쉍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9.8.19.(월) 2019 해

* 2019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외교부 주최

양법 국제학술회의(8.20-21, 서울) 참석차 방

(ITLOS, 대한국제법학회 주관)로 오는 8.20

한 중인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화)-21(수)간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되며,

소장과 면담을 갖고, △2019 해양법 국제학술

160여 명의 국제법 학자, 정부 인사 및 국제

회의 개최, △ITLOS와의 협력 현황 및 △국제

재판 실무자 등이 참석하여 ｢해양법의 발전

해양법 일반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과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역할｣을 주제로 논

*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의 예정

for the Law of the Sea):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재판소(독일 함부르크 소재)

쉍 이에 대해 백 소장은 약 20여년에 걸쳐 이어지

로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

고 있는 한국 정부의 ITLOS에 대한 지속적이

된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담당 / 21명의 재판

고 적극적인 기여에 사의를 표하고, 해양과 바

관으로 구성

다의 지속적이고 평화로운 이용을 위한 한국

※ 백진현 재판소장은 2009.3월 故 박춘호 재판
관의 별세에 따른 보궐선거에 당선(2009.3월

정부와 ITLOS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
였다.

-2014.9월 임기)되어 재판관 직무를 시작하

◦ 아울러, 백 소장은 금번 2019 해양법 국제학

여 2023년까지 재판관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

술회의가 심해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

며, 2017.10.2. 3년 임기의 재판소장에 당선

양생물 다양성 등 해양법 분야에서의 새로운

(인적사항 별첨 참조)

도전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국 정

◦ 금번 면담에는 데이비드 조제프 아타드(David
Joseph Attard) 국제해양법재판소 부소장, 제

부의 이러한 지적･재정적 공헌이 계속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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쉍 한편, 강 장관과 백 소장은 유엔해양법협약

서 및 국제사회에서의 법의 지배를 증진하기

(UNCLOS) 하의 분쟁해결과 관련한 개도국의

위해 ITLOS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

역량 강화 및 교육 훈련을 위한 방안 등 구체

였다.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 동석한 ITLOS 재판관들도 국제해양법의 이

쉍 백 소장은 기조연설에서 ITLOS가 유엔해양법

행에 있어 개도국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재차

협약에서 규정된 네 가지 분쟁해결 수단 중 하

강조하고, 이러한 분야에 있어 한국 정부의 지

나라고 소개하고, 금년도 재판소가 다룬 두 가

속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지 주요 사건*은 최근 ITLOS의 제도적 발전
과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분쟁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설명

“해양법의 발전과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역할”
(2019-08-21)

하였다.
* △우크라이나 군함 나포 사건(Case concerning
the detention of three Ukrainian naval vessels

쉍 외교부가 주최(국제해양법재판소･대한국제법

(우크라이나 v. 러시아)) 및 △산파드레피오

학회 주관)하는 ｢2019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사건(The M/T “San Padre Pio” Case (스위스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Law of

v. 나이지리아))

the Sea)｣가 8.20(화)-21(수) 이틀간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 국제해양법재판소: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

◦ 이어 심해저에 관한 분쟁에 대해 강제관할권을
갖는 ITLOS 해저분쟁재판부(Sea-Bed Dispute
Chamber)를 소개하며, 최근 논의가 이루어지
고 있는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에서의 생물 다

◦ 금번 학술회의에는 백진현 ITLOS 소장, 강정

양성 보존(BBNJ) 문제에 대해서도 유엔해양

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장마르크 뚜브냉

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Jean-Marc Thouvenin) 헤이그 국제법 아카

ITLOS가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분쟁 해결에

데미 사무총장 등 160여명의 학자, 정부 인사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및 국제재판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쉍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해양법의 발전과 국제
쉍 강 조정관은 환영사에서 바다의 헌법이라고도

해양법재판소의 역할｣을 주제로, △기후변화

불리는 유엔해양법협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와 해양법(제1세션),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데 있어 ITLOS가 20년 이상 수행해온 발전적

의 해양생물 다양성(제2세션), △심해저 개발

역할을 평가하고, 심해저 개발, 국가관할권 이

(제3세션), △북극 관련 쟁점(제4세션), △분쟁

원 지역에서의 생물 다양성(BBNJ) 보존 문제

해결과 국제해양법재판소(제5세션) 등 국제해

등 새로운 도전들에 대해서도 ITLOS가 건설

양법의 최신 현안과 과제들에 관한 심도있는

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였다.

※ 학술대회 구체 프로그램은 별첨 참조

◦ 또한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한국에게 규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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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한 해양질서의 유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쉍 이번 학술회의는 그간 외교부가 주최해오던 ｢해

만큼,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평화로운 해양 질

양법 국제학술회의｣를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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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LOS와 함께 개최한 것으로서, 국제해양법

- 국제무대에서 협력 강화

관련 규범 형성 과정에 있어서의 한국 정부의

※ 그간 한-영 양국은 한-유럽연합(EU) 간 제반

기여 의사를 강조하고, 향후 한국과 ITLOS간

분야에서 기본 협력의 틀인｢대한민국과 유럽

학술적･인적 교류를 지속 및 강화해 나가는 토

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기본협정｣의 적용을

대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받아 왔으나,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할 경
우 동 협정의 적용이 불가해지므로, 양국이
서로 공유하는 핵심 가치와 제반 분야 협력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이후
한-영간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 채택
(2019-08-21)
1. 우리 정부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이
후에도 양국 간 변함없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
는 한편, 주요 지역, 국제 문제에 있어 공동의
가치를 확인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영국
정부와 8.21(수)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채택하였다.
◦ 한-영 공동성명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핵
심 가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대량살
상무기 확산 방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와 항구적 평화정착, ▴무역 자유화 및 국제
규범에 입각한 투자 증진, ▴지속가능 개발 등
을 위한 양국의 협력 의지를 담고 있다.
※ 한-영 공동성명은 상기 내용을 포함, 총 8개
조항으로 구성
- 양국간 인권, 기본적인 자유, 민주주의 등
가치에 대한 지지 재확인
- 규범 기반 국제무역체제하 자유무역 증진
지지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의지를 선언하는 성명을 채택하게 된 것임.
2.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오늘 채택된 공동성명
을 평가하고 양국간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
해 8.21(수) 사이먼 스미스(Simon Smith) 주한
영국대사를 면담하였다.
◦ 조 차관은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무역 증진 등
에 있어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영국 정부의
역할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주요 국제 현안에
있어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
한다고 하였다.
◦ 스미스 대사는 한국은 영국의 중요한 협력 파
트너임을 강조하면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이후에도 양국간 협력 관계는 변
함없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
과 규범 기반 질서 및 자유무역 증진에 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3. 이번에 채택된 공동성명은 영국 신정부 출범
계기 한-영 양국간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조
만간 서명 예정인 자유무역협정(FTA)와 함께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이후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도모하
는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정착을 위한 협력 지속
-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협력 지속
- 테러리즘 척결을 위한 협력 강화
- 지속가능한 개발 및 기후변화 협력 지속
-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분야에서 양국관계
강화

한-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 발효
(2019-08-26)
1. 한-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이 9월 1일 발효
된다.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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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면 룩셈

4. 이번 한-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 발효로 우리

부르크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가 납부해오던 룩

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셈부르크 사회보험료(연금, 고용, 산재, 건강)

총 34개국이 되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

가 5년간(합의시 연장 가능) 면제되어 우리 근

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우리 국민과

로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기업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
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

3. 또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수급하지 못

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하는 경우,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5. 룩셈부르크 사회보험료 면제를 위한 가입증명

예상된다.

서 발급, 룩셈부르크 연금 청구 등 사회보장협

* 예를 들어, 우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7년이

정 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

고 룩셈부르크 연금 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단 국제협력센터(☎02-2176-8700)에 문의하여

협정 발효 전에는 양국 연금 모두 받을 수 없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었으나, 협정 발효 후에는 양국 연금 가입기
간을 합산하여 총 가입기간 10년이 인정되어
양국 연금수급권 발생
※ 우리 국민연금 및 룩셈부르크 연금의 최소

말라리아 및 결핵 퇴치 위한 고위급
심포지엄 개최 (2019-08-26)

가입기간은 각 10년
◦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도 연금수급요건

쉍 우리 정부와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한･룩셈부르크 양

위한 글로벌펀드(이하 글로벌 펀드)’가 공동으

국이 각기 합산규정이 포함된 사회보장협정

로 주최하는 ｢말라리아 및 결핵 퇴치를 위한

을 제3국과 체결하였다면 그 제3국의 가입기

고위급 심포지엄｣이 8.27.(화) 서울 포시즌스

간도 합산**할 수 있다.

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우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3년, 룩셈부르

◦ 글로벌펀드는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의 예방

크 연금 가입기간이 3년, 독일 연금 가입

및 치료 재원의 범세계적 조성을 위한 협력기

기간이 4년인 경우, 우리나라와 룩셈부르

구로 2002년 설립되었으며, 우리 정부는 2018

크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해도 양국 국민연

년부터 집행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등

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우리나

글로벌 펀드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해 오

라와 룩셈부르크는 독일과 합산규정을 포

고 있다.

함한 사회보장협정을 각각 체결하였으므
로 독일에서의 가입기간까지 모두 합산이

쉍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감염병 전문가와

가능하게 되어 우리 국민연금 및 룩셈부르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 대표가 참석하여 △한

크 연금 수급권 발생

반도의 말라리아와 결핵 문제, △감염병 퇴치

◦ 합산될 경우에도 실제 지급받는 연금액은 각

분야 한국의 전문성과 혁신, △아시아 및 아프

국에 납부한 기간에 따라 각각 산정되어 지급

리카지역 감염병 퇴치를 위한 한국의 기여 등

된다.

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심포지엄 개회식에는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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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국회의원(외교통일위원회), 정은경 질

2. 특히, 동 계기 우리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

병관리본부장, 피터 샌즈(Peter Sands) 글로벌

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해당 조치의 조속한

펀드 사무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철회를 촉구하였다.
◦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규범을 충실

쉍 이번 심포지엄은 2030년까지 감염병을 퇴치

히 이행하고 있으며, 캐치올(Catch-all) 제도 등

하자는 국제사회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선진적 국내수출통제체제를 통해 재래식 무기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에 대한

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 오고 있음

국내외 관심을 제고하고, 감염병 퇴치를 위한

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일방적･자의

남북 협력을 포함한 국제 보건 분야에서 우리

적 수출규제 조치가 취해진 데 대해 유감 표명

의 선도적 역할과 기회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

◦ 이러한 조치는 다자 수출통제 체제의 근본적

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적과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제 수출통
제 규범을 악용하여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한

쉍 한편, 글로벌펀드는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로

나쁜 선례라는 점에서 우려 표명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2020년부터 2022

◦ 이러한 무역 제한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 촉구

년간의 사업 재원 140억불을 마련하기 위해,

와 함께, 양국간 협의를 통한 해결 필요성 강조

오는 10월 프랑스 리옹에서 제6차 재정조달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3. 한편, 우리 대표단(방위사업청 주관, 주제네바
대표부 이장근 차석대사 주재)은 8.26.(월) ｢재
래식 무기의 전용(轉用) 방지｣라는 주제로 부

무기거래조약(ATT) 당사국회의 계기 일본
수출규제 조치 부당성 지적 (2019-08-28)

대행사를 개최하고, 동 계기 우리나라 수출통
제 제도의 우수성에 대해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기회를 가졌다.

1. 스위스 제네바 개최 ｢무기거래조약(ATT) 제5

◦ 금번 부대 행사에 패널로 참석한 산업통상자

차 당사국회의｣에 참가중인 우리 정부 대표단

원부(전찬수 무역안보과장)는 한국이 세계적

(수석대표: 임상범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

수준의 체계적인 수출통제체제를 갖추고, 재

획관)은 2019.8.27.(화) 기조연설을 통해, 재래

래식 무기 등에 대한 수출통제를 철저히 이행

식 무기의 책임 있는 거래를 위한 국제사회의

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도 이러한 한국의 수출

지속적인 조약 이행 노력을 평가하고, 견고한

통제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

국내 수출통제체제 구축을 통한 조약의 충실한

◦ 방위사업청(이민우 기술보호과 소령)에서는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무기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무기

※ 무기거래조약 (ATT: Arms Trade Treaty)은

체계의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전 과정 관리 필

재래식 무기의 불법거래 및 전용(轉用) 방지

요성을 제안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무기 관

를 위해 재래식 무기의 국제거래 규제에 관

리 체계를 소개

한 공통기준을 수립한 조약(2014년 설립, 104
개국 가입)
◦ 금번 우리 정부 대표단은 외교부, 주제네바대표
부,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구성

◦ 이 외, 동 행사에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SIPRI), 분쟁군비연구소(CAR), 영국 수출통
제합동기구(ECJU), Saferworld 등 유수 연구
소 및 NGO가 패널 및 연사로 참여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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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PRI, CAR, Saferworld는 군비 통제 및

5. 우리나라는 2013년 무기거래조약 원서명국으

분쟁 방지를 목적으로 국제 평화･안보 및

로 참여한 이래 지난 6년간 당사국 회의에 참여

인권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연구

해 왔으며, 금번 회의를 통해서도 무기거래조

소 및 NGO

약의 보편화 및 이행 확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확약하였다.

4. 아울러, 우리 대표단은 금번 당사국회의 기간

◦ 특히, 우리나라는 2019년 아시아 지역 대표

(8.26-30) 중 국제 기구 및 주요 참가국들과 양

부의장 수임 계기, 아시아 지역 조약 보편화를

자 면담을 갖고, 일측 수출규제조치의 문제점과

위한 아웃리치 활동 전개 및 자발적 신탁기금

이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신규 납입 등을 통해 조약 발전에도 적극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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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제법률국 국제법 소통
❚ 기간 : 2019. 6. 1. ~ 2019. 8. 31. ❚

- 자세한 내용 및 기타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 [외교정책 > 조약･국제법 > 국제법 소통] 게시판 참조
O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사무처장(Registrar) 직위 공모 (2019-06-20)
O 한･핀란드 항공업무협정 서명식(6.10.) 및 한･노르웨이 사회보장협정 서명식(6.13.) 개최
(2019-06-24)
O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법률담당관(Legal Officer, P-4) 직위 공모 (2019-06-26)
O 제20차 해양 및 해양법 비공식협의 결과 (2019-06-27)
O [공지] 2019 해양법 국제학술대회 (8.20(화)-21(수)) (2019-07-26)
O 제42차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ATCM) 개최 결과 (2019-07-29)
O 제25차 국제해저기구(ISA) 이사회･총회 개최 결과 (2019-07-31)
O 한･중 해양경계획정 제2차 공식회담 개최 (2019-08-23)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사무처장
(Registrar) 직위 공모 (2019-06-20)

한･핀란드 항공업무협정 서명식(6.10.) 및
한･노르웨이 사회보장협정 서명식(6.13.)
개최 (2019-06-24)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함부르크 소재)는 사
무처장(Registrar) 직위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사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3개국(핀란

무처장의 임기는 5년이며, ITLOS 재판관에 의하

드, 노르웨이, 스웨덴) 순방 계기에 두 건의 조약

여 추천된 후보자 중 투표에 의하여 선출됩니다.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원 요건으로는 △최소 15년 이상의 국제공법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핀란드 Sanna Marin 교

또는 국제분쟁해결 분야 경력을 갖추고, △외교

통통신부 장관은 2019.6.10.(월) 헬싱키에서 ｢대

또는 국제기구업무 분야에 대한 지식과 △법학석

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

사 이상의 학위(국제공법 전공(국제분쟁해결 또는

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협정은 민간항공기

해양법 전공 선호))를 보유하며, △영어 및 불어를

상호 운항을 위한 제도적 기초를 재정비하여 양국

유창하게 구사할 것 등이 요구됩니다.

간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공지 및 ITLOS 홈페이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노르웨이 Marianne
Hagen 외교차관은 2019.6.13.(목) 오슬로에서 ｢대
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
장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노르웨이에 파견된 우리국민이 사회보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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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보험료를 이중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
대됩니다.

※ 제20차 해양 및 해양법 비공식협의는 제7차
유엔지속가능개발위원회(CSD) 회의(1999년
4월)가 ‘해양과 지속가능한 개발’ 문제 논의
를 위한 별도의 비공식협의회 구성을 권고함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법률담당관
(Legal Officer, P-4) 직위 공모
(2019-06-26)

에 따라 제54차 유엔 총회결의(A/RES/54/33)
에 의하여 설치되어 2000년 이후 매년 해양
및 해양법 주요 주제에 대해 논의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독일 함부르크 소재)

※ UN Decade는 2017년 유엔 총회에서 지속가

는 법률담당관(Legal Officer, P-4) 직위를 공모하

능발전목표 14(SDG 14, Life under water)

고 있습니다.

달성을 위해 해양과학의 역할이 중요함을 확
인하며 2021년부터 10년간을 ‘지속가능발전

지원 요건으로는 △국제법, 국제분쟁해결, 해양

을 위한 유엔해양과학 10년’으로 선언

법 또는 국제기구법 전공 법학 학위(advanced
university degree)를 소지하고, △7년 이상의 법률

동 주제 관련, △해양과학의 범위와 활용 그리

관련 업무 경험과 △영어 또는 불어 중 한 개 언어

고 미비점, △해양과학의 발전 관련 미비점 해소

에 능통하고 다른 한 개 언어는 업무가 가능한 수

를 위한 국제협력과 조정에 대해 각 국의 일반 토

준으로 구사할 것 등이 요구됩니다.

의 및 전문가 패널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채용 조건은 2년 계약이며, 관심있는 지원자는

우리 대표단은 UN Decade가 유엔해양법의 발

2019년 8월 4일까지 지원서 양식(P11)을 우편 또

전과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

는 이메일로 ITLOS 사무국에 제출해주시기 바랍

이라고 평가하고, UN Decade 실행에 있어 해양소

니다(P11 양식은 ITLOS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양(Ocean literacy)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러
한 UN Decade 활동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기여와

자세한 사항은 별첨 공지 및 ITLOS 홈페이지

활동을 소개하였습니다.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의를 통해 해양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이
용에 있어 해양과학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제20차 해양 및 해양법 비공식협의 결과
(2019-06-27)

기존의 유엔해양법 협약이 중요한 법적 틀을 제공
하고 있다는 공통된 인식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
습니다. 또한 각국이 해양법을 포함하여 해양과학

지난 6.10(월)-14(금)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

20차 해양 및 해양법 비공식협의가 개최되었습니

원에서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

다. 금년도 이 회의의 주제는 “해양과학과 지속가능

하였습니다. 회의 결과 상세 내용은 이 곳을 참조

한 발전을 위한 UN 해양과학 10개년(UN Decade)”

하시기 바랍니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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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9 해양법 국제학술대회
(8.20(화)-21(수)) (2019-07-26)

별보호구역(ASPA: Antarctic Specially Protected
Area), △남극 사찰활동, △남극조약 지역에서의
관광 및 비정부 기구 활동 등 여러 의제에 대한

오는 8월 20일(화)과 21일(수), 양일간 롯데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텔 서울에서 ‘2019 해양법 국제학술회의’가 개최
될 예정입니다.

남극생물자원 탐사와 관련하여서는 용어의 정
의가 불분명한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연구결과

국제해양법 분야의 핵심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

를 보다 적극적으로 당사국들 간에 공유하기로 하

고, 해양에서 법과 질서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하

였습니다. 남극지역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배상

고자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현재 국제해

책임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당사국들의 국내입법

양법재판소 소장이신 백진현 소장님이 기조연설

완료 등의 절차적 조치완료가 촉구되었습니다. 또

을 하실 예정이며, 국내외 권위 있는 국제법 전문

한, 우리나라는 이탈리아, 중국과 공동으로 장보

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고 기지 인근 Inexpressible Island에 남극특별보호
구역 지정을 제안하였으며, 올해중 ASPA 관리계

국제법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참석의 기회
가 열려있으니, 모쪼록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

획 초안 검토를 거쳐 다음 회의에서 지정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드립니다. 아울러, 학술대회 전 일정에 참석한 대
학(원)생에게는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명의 참가

이 회의의 결과보고서 등 관련 문서는 향후 남극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오니, 사전 신청서를 대학

조약사무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법학회 홈페이지(www.ksil.or.kr)에서 다운로
드 후 ocean@mofa.go.kr / ksilicls@gmail.com으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42차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ATCM)
개최 결과 (2019-07-29)

제25차 국제해저기구(ISA) 이사회･총회
개최 결과 (2019-07-31)
제25차 국제해저기구(ISA: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이사회(Council) 및 총회(Assembly)가
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자메이카 킹스턴에

제42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 Antarctic

위치한 ISA 본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Treaty Consultative Meeting)가 지난 7월 1일부터
11일까지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되었습니다. ATCM

※ 국제해저기구는 국가관할권 이원의 해저, 해

에는 매년 총 53개 가입국(협의당사국: 29개국, 비

상 및 그 하층토에 부존하는 광물자원을 관

협의당사국: 24개국) 및 옵서버가 참여하여 남극

리할 목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 제156조에

의 평화적 이용, 남극지역에서의 과학조사 및 국

따라 1994년 11월 자메이카 킹스턴에 설립

제협력 증진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된 기구

금번 회의에서는 △남극 생물자원 탐사(Biologi-

지난 2월 개최된 제25차 ISA 이사회 1차 회의

cal Prospecting), △배상책임(liability), △남극 특

에 이어 이번 2차 회의에서도 재정모델 논의와 함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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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 초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법률기술위원

한･중 해양경계획정 제2차 공식회담 개최
(2019-08-23)

회(LTC) 의장의 회기간 작업 보고를 통해 이사국
들은 △계약자의 활동, △해저지구의 규제활동, △

지난 7월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이태호 외교부

지역환경관리계획(REMP)의 검토 및 개발, △데

제2차관과 뤄자오후이(Luo Zhaohui, 羅照輝)중국

이터관리전략의 이행, △심해저기업(Enterprise) 운

외교부 부부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한･중 해양경

영 관련 문제 등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

계획정 제2차 공식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한 검토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였습니다.
우리측은 외교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연이어 개최된 총회에서는 사무국이 2018년 채

등 관계부처가, 중국측은 외교부, 중앙외사판공실,

택된 ‘2019-2023년 ISA 전략계획(Strategic Plan)’

국방부, 자연자원부, 농업농촌부, 해군, 해경국 등

의 전략목표 실현을 위해 작성, 공표(2019.5월)한

관계부처 대표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고위행동계획(High-level Action Plan) 및 주요성
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s)’초안에 대해

한･중 양국은 2015년 개최된 제1차 공식회담에

국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문이 채택되었습

서 우호 협상을 통한 해양경계획정이 양국관계의

니다. 특히, 올해는 ISA의 설립 25주년이 되는 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 및 양국 간 해양협력을

로서 총회 기간 중 이를 기념하기 위한 세션이 함

한층 더 강화함으로써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께 마련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

그룹 조정국으로서 아태지역을 대표하여 지난 25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년 간 ISA의 노력과 성과를 회고하고, 미래 발전
을 향한 기대와 아태국들의 기여 의지를 표방하는
기념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양국의 공통인식을 포함한 그간의 논의 성과를 확
인하고 향후 협상 추진 방향 및 관련 제반 사항에

이번 회의 결과와 기타 관련 문서는 ISA웹사이
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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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는 ‘국제노동법’(International Labour
Law)과 관련한 학술 도서 및 논문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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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Labour Office, 1987-

No. 3, pp. 446-490.
Barancová, H., Current Lawmaking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with Regard to
EU Law, Czec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5 (2014), No. 61-86.
Hofmann, C. and N. Schuster, “Internationale Arbeitsorganisation, Quo Vadis?”, Archiv des Völkerrechts,
51 (2013), No. 4, pp. 483-508.
Scheiwe, K. and V. Schwach, “Decent Work for
Domestic Workers: das Ubereinkommen 189
der Internationalen Arbeitsorganisation”, Zeitschrift
fur Auslandisches und Internationales Arbeitsund Sozialrecht (ZIAS), 26 (2012), No. 4, pp.
31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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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및 연속간행물
European Labour Law Journal
European Labour Law Journal (Online)
International Labour Law Report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Official bulletin. International Labour Office. Series A
Official bulletin. International Labour Office. Series B
Official bulletin. International Labour Office. Series C
Revue internationale de securite sociale
Revue internationale du travail
Social Charter Monographs
Zeitschrift für Ausländisches und Internationales
Arbeits- und Sozial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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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conference will explore Kofi Annan’s legacy for the
future of global governance, bringing together key

○ Call for Proposals: International Law Weekend
2019
International Law Weekend 2019 is scheduled

figures involved in his initiatives with actors currently
engaged in conflict prevention, humanitarian action
and human rights.

for 10 – 12 October 2019 in New York City. We

보다 자세한 내용은

welcome panel proposals from academics and prac-

https://www.chathamhouse.org/event/our-share

titioners. Proposals for ILW 2019 must be submitted

d-humanity-legacy-kofi-annan를 참고.

through the ILW portal. The deadline for panel
The Resilience of International Law. The conference

○ Regional ILA Conference in Slovenia
The Slovene Branch of the International Law

will explore international law’s capacity to preserve

Association is organising the first Regional ILA

the rule of law, promote both peace and justice, and

Conference in Slovenia, which will take place from

maintain stability in the face of growing fault lines.

27 – 30 June 2019 in the seaside resort of Bernardin

The world is changing. ILW 2019 seeks to answer

located between the town of Piran and the Portorož

whether its theme – The Resilience of International

Riviera on the Adriatic coast. The general theme of

Law – is a question or an affirmation. ILW 2019 is

the conference is “Migration / international legal

organized by the American Branch of the International

regulation” and will thus provide a forum to address

Law Association (ABILA).

and discuss a plethora of challenging questions

proposals is 15 May 2019. This year’s ILW theme is

보다 자세한 내용은

related to the issue of migration from both the public

https://www.ila-americanbranch.org/를 참고.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lens in a region largely
affected by the topic. Additionally, the conference will

○ The London Conference on International Law,
3-4 October 2019 at the Barbican, London

include a special presentation by Benjamin Pelletier

What is the use of international law and how do

Agency. The deadline for Registration is 26 June

we engage with it? The London Conference on

from the European Research Council Executive
2019.

International Law will bring together international

보다 자세한 내용은

law academics, judges, practitioners, representatives

http://www.ilaslovenia2019.com/를 참고.

of civil society, business-leaders, and other stakeholders to see how States and all other actors engage
with international law.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thelondonconference.org/를 참고.

○ Call for Proposals – International Economic
Law and Security Interests: ACIL-ESIL
Amsterdam Conference
On 14 – 15 November 2019, the Amsterdam Center
for International Law and the International Economic

○ Chatham House Conference – ‘Our Shared
Humanity’: The Legacy of Kofi Annan
As the UN’s 75th anniversary approaches, this

Law Interest Group of the Europ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will host at the University of
Amsterdam a Conference on International Economic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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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and Security Interests. Besides a roundtable on

with The Resolution Centre, Jersey Law Commission,

adjudicating the security exception, the Conference

and The Resolution Journal, is hosting an Environ-

will deal with the main areas of the topic over three

mental Crimes Law Conference on 31 October and

axes: International Law and Security, including the

1 November 2019 in St. Helier, Jersey, Channel

history and interpretation of the security exception;

Islands. The deadline for submissions is 30 August

Security Interests and International Economic Law,

2019.

addr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ecurity interests

보다 자세한 내용은

and the legal regimes governing trade and investment;

http://www.actwithus.org/call-for-papers-ecl20

and, Emerging Security Issues, to discuss the impact

19/를 참고.

of emerging concerns, such as cybersecurity, food
security and energy security, over the legal frame-

<국제법 관련 강의 및 기타 안내>

work governing transnational economic relations.
○ Stockton Center for International Law Visiting
○ Conference: ‘What Room for Military Assistance
on Request in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The Stockton Center for International Law is now

On Thursday 5 and Friday 6 December 2019, the

accepting applications for its Visiting Research

Journal on the Use of Force and International Law

Scholar Program. An integral part of the U.S. Naval

(JUFIL, Routledge) and the Ghent Rolin-Jaequemyns

War College, the Stockton Center is an internationally

International Law Institute (GRILI) will host an

recognized research institute focusing on the most

international conference focusing on ‘military assistance

challenging questions of international law pertaining

on request’. Having regard to recent third-State

to the use of force, the law of armed conflict, military

interventions in Yemen, Syria and elsewhere, the

operations, the law of the sea, and maritime security.

conference seeks to explore the legal framework

Visiting Research Scholars typically spend two to

governing such interventions, including relevant

three months at the Center, but shorter and longer

uncertainties and shortcomings as well as proposals de

stays are possible.

Research Scholar Program

lege ferenda. Separate expert panels will be devoted

보다 자세한 내용은

to the ‘authority’ to invite outside intervention on

https://usnwc.edu/Research-and-Wargaming/Re

the one hand, and the permissibility of third-State

search-Centers/Stockton-Center-for-International-

intervention in situations of civil war on the other

Law를 참고

hand.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law.ugent.be/grili/sites/default/file
s/publication/pdf/flyer_4-min.pdf를 참고.

○ Call for Abstracts: 3rd Hamburg Young
Scholars’ Workshop in International Law
The deadline to submit an abstract for the 3rd
Hamburg Young Scholars’ Workshop in International

○ Call for Papers: Environmental Crimes Law
Conference 2019
The Common Good Foundation in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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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held from 20 – 21 September 2019 at the
University of Hamburg is approaching. Abstracts
are accepted until 1 June 2019 to workshop-PIL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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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hamburg(.)de.

keeping operations are increasingly in tension between

보다 자세한 내용은

pragmatic approaches which seek realistically ach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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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ble outcomes and ambitious approaches rooted in

aktuelle-meldungen/2017-04-04.html를 참고.

humanitarian commitments and human rights. We
have seen increasingly complex mandates, robust

○ Workshop on The Paths of Change in
International Law

and militarised missions which may negatively affect
the local. Topics of interest include how best to

The Gradu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Develop-

pursue human rights and to incorporate local needs,

ment Studies is hosting an interdisciplinary workshop

the effect of militarisation and counter-terrorism in

on The Paths of Change in International Law in

peacekeeping mandates, and how these challenges

Geneva on 6 – 7 June 2019. The workshop is part of

impact human security and building peace.

an ERC-funded research project on processes of

보다 자세한 내용은

informal change in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and

https://www.city.ac.uk/events/2019/september/

asks how international law changes, how this change

postgraduate-research-workshop-militarisation-an

is registered among participants in legal discourses,

d-the-local-in-peacekeeping-ambition-pragmatism

and how the pathways of change differ across issue

-and-adaptability를 참고.

areas and sites of international legal practice. The
workshop will bring together leading and rising
scholars from different disciplines – law, international
relations, and political sociology – to explore these
issues in a small and interactive format.

○ ASIL International Law in Domestic Courts
Annual Workshop
The ASIL International Law in Domestic Courts
Annual Workshop will take place on Friday, 6

보다 자세한 내용을

December at Lewis & Clark Law School in Portland,

https://paths-of-international-law.org/events/를

Oregon. If you have a work-in-progress that you would

참고.

like to present, please send an abstract (or more if you
prefer) to interest group co-chairs Andrew Kent and

○ BISA Working Group on Peacekeeping and
Peacebuilding

Kristina Daugirdas (akent {at} law.fordham(.)edu,
kdaugir {at} umich(.)edu) by Friday, 6 September.

The BISA Working Group on Peacekeeping and

Five or six papers will be selected. Preference will

Peacebuilding, with funding from the BISA Post-

be given to papers that focus on U.S. courts, but all

graduate Network, is organising an interdisciplinary

proposals are welcome. Please note that those whose

PGR workshop entitled ‘Militarisation and the Local

papers are selected will need to submit a complete

in Peacekeeping: Ambition, Pragmatism and Adap-

draft by 15 November for circulation to the other

tability’ to be held at City, University of London on

workshop participants. Following the selection of

20 September 2019. The workshop is the first of a

papers, ASIL will solicit volunteers to serve as

four part series incorporating practitioners as well as

commentators.

academics and will explore challenges to peacekeeping

보다 자세한 내용은

through the lens of the local. Approaches to peace-

https://www.asil.org/event/annual-workshop-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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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national-law-domestic-courts-interest-group를

fields. It will take place at the European University

참고.

Institute, 8 – 9 May 2020. Contributors will explore
diverse interactions between sociological concepts

○ Call for Papers – Research Workshop: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such as identity, socialization, collective memory,

Economic Law and Human Rights Law

rules and institutions in these spheres. Scholars and

International law is rooted in communities, influencing and affected by social groups and their

social control or frames) and broad range of legal
graduate students are invited to submit abstracts by
15 October 2019.

socio-cultural features. This fifth workshop on the

보다 자세한 내용은

sociology of international law focuses on various

http://globalgovernanceprogramme.eui.eu/event

sociological aspects pertaining to international eco-

/call-for-papers-research-workshop-sociological-p

nomic law and human rights law, as well as to

erspectives-on-international-economic-law-and-hu

interrelationships between these two major legal

man-rights-law/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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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국제법 시청각 도서관 강의시리즈 |

유엔국제법시청각도서관(Audiovisual Library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l Perú)

of International Law)의 ｢강의시리즈｣(the Lecture
Series)는 다양한 지역, 법체계, 문화 및 특정 법 분야

• Horizontes del Derecho Internacional Económico:

를 대표하는 학자와 실무가들의 강의를 제공하며,

en busca de una Antropología (Perspectives on

거의 모든 국제법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Economic Law: Searching for an

강의 및 관련 자료는 강사의 개인 의견이 포함될 수
있으며, 유엔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강의시리
즈｣의 모든 강의는 유엔 국제법 시청각 도서관홈페이

Anthropological Approach, in Spanish)
by Sr. Manuel Monteagudo Valdez (Professor,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l Perú)

지(http://legal.un.org/avl/intro/welcome_avl.html)
 )"*)+,-".

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 &

/ )++" 
이번 호에는 2019년 6월부터 2019년 8월 사이에

.




#

#0 

새롭게 발표된 강의를 소개합니다.
• Tribunales ad hoc y legado para el Derecho Penal
 

 



    

Internacional (The Ad Hoc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and their Legacy, in Spanish)
by Ms Michelle Reyes Milk, (Professor, Pontificia

• Universal and regional systems of protection of

Universidad Católica del Perú)

human rights: harmonization, complementarity or
fragmentation / Les systèmes universels et régionaux
de protection des droits de l'homme : harmonisation,

 "1.
 



2 3

# +"45,

#.60 7.0

complémentarité ou fragmentation (in English and
French)

• The Obligation to Comply with the Decisions of

by Ms Hélène Tigroudja (Professeure de droit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English and

international Université d'Aix-Marseille / Membre

Spanish)

du Comité des droits de l'Homme)

by Mr. Pablo Moscoso de la Cuba (Docente,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l Perú)

  ! " 



#$ 

% &

'(   
• La singularidad y los límites del Derecho Inter-

 "1.

2 3

#"8

0  9
• Selecting and Removing International Judges and

nacional Económico contemporáneo (The Sing-

Arbitrators

ularity and Limitations of Contemporary Inter-

by Ms Chiara Giorgetti (Professor of Law,

national Economic Law, in Spanish)

University of Richmond)

by Sr. Manuel Monteagudo Valdez (Profe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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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유엔의 주요 일정과 향후 지속 또는 개최 예정인 유엔의
주요 일정을 소개합니다. 이 기간 동안의 유엔의 모든 일정에 대해서는 유엔 홈페이지 뺷Calendar of
Conferences and Meetings뺸 (https://conf.un.org/DGAACS/meetings.nsf)를 참고.
※ 일정표 관련 정보는 날짜 및/또는 장소와 관련하여 입법상 변경될 수 있으며 유엔 사무국에 의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
• General Assembly, Third Committee, Seventy-fourth session, New York, 1 October-20 November.
• Human Rights Council, intersessional forum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ocial forum),
Eleventh session, Geneva, 1-2 October.
• General Assembly, First Committee, Seventy-fourth session, New York, 3 October-8 November.
• General Assembly, Fourth Committee, Seventy-fourth session, New York, 3 October-15 November.
•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Seventeenth session, Geneva, 3 October.
•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Twenty-fourth session, Geneva, 4-11 October.
•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Meeting of Heads of National Drug Law Enforcement Agencies,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Twenty-ninth session (to be confirmed) Santiago or a capital in the region, 7-11
October.
• General Assembly, Second Committee, Seventy-fourth session, New York, 7 October-27 November.
• General Assembly, Sixth Committee, Seventy-fourth session, New York, 7 October-20 November.
• Human Rights Committee, pre-sessional Working Group on Communications, 127th session, Geneva, 7-11
October.
• Preparatory Commission for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Organization, Advisory Group,
Fifty-third session, Vienna, 7-10 October.
• UNCITRAL, Working Group I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irty-third session (to be
confirmed), Vienna, 7-11 October.
• UNEP, Annual Subcommittee of the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Sixth session, Nairobi, 7-11
October.
• UNHCR, Executive Committee, Seventieth session, Geneva, 7-11 October.
• United Nations Voluntary Fund for Victims of Torture, Board of Trustees, Fiftieth session, Geneva, 7-11
October.
• UNWTO, General Assembly, Twenty-third session, Saint Petersburg, 7-12 October.
• Advisory Committee on the United Nations Programme of Assistance in the Teaching, Study,
Dissemination and Wider Appreciation of International Law, Fifty-fourth session, New York, 8 October.
• Organis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Executive Council, Ninety-second sessi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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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gue, 8-11 October.
• Security Council, Governing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Compensation Commission, established
pursuant to Security Council resolution 692 (1991), Eighty-sixth session, Geneva, 8 October.
•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Open-ended Intergovernmental Expert Group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resolution 9/1, Vienna, 9-11 October.
• UNESCO, Executive Board, 207th session, Paris, 9-23 October.
• UNEP,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147th meeting, Nairobi, 11 October.
•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Fifty-first session**, New York, 14 October-29
November.
• Human Rights Committee, 127th session, Geneva, 14 October-8 November.
• 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to elaborate a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with respect to human rights, Fifth session, Geneva, 14-18
October.
• UNCITRAL, Working Group III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Reform), Thirty-eighth session (to be
confirmed), Vienna, 14-18 October
• UNCITRAL, Working Group III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Reform), Thirty-eighth session (to be
confirmed), Vienna, 14-18 October.
• UPU, Postal Operations Council, Bern, 14-18 October.
• Committee of Expert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ax Matters, Nineteenth session, Geneva, 15-18
October.
• ICAO, Committee Phase, 218th session, Montreal, 15-25 October.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orking Group on Communications
under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Forty-fifth session, Geneva, 16-18 October.
• Annual meetings of the Boards of Governors of the World Bank Group and IMF, Fall meetings, Washington
D.C, 18 October.
•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pre-sessional working group, Sixty-fifth session,
Geneva, 21-25 October.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Seventy-fourth session, Geneva, 21
October-8 November.
• Human Rights Council,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Durban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Seventeenth session, Geneva, 21 October-1 November.
•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the issue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law and in practice,
Twenty-sixth session, Geneva, 21-25 October.
• UPU, Council of Administration, Bern, 21-25 October.
•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Meeting of Heads of National Drug Law Enforcement Agencies, Asia and
the Pacific, Forty-third meeting, Bangkok, 22-25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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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 Governing Body and its committees, 337th session, Geneva, 24 October-7 November.
• Preparatory Commission for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Organization, Working Group
A and informal/expert meetings, Fifty-sixth session, Vienna, 28-30 October.
• Voluntary Fund for Technic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Board of Trustees, Forty-ninth
session, Venue to be determined, 28-30 October.
•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 126th session, Vienna, 29 October-15 November.
• UNCTA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f Experts on International Standards of Accounting and
Reporting, Thirty-sixth session, Geneva, 30 October-1 November.
• UNWTO, Executive Council, 111th session, Saint Petersburg, October.
• General Assembly, Fifth Committee, Seventy-fourth session, New York, October/December.
• UNWTO, Executive Council, 112th session, Saint Petersburg, October.

2019년 11월
• UNIDO, General Conference, Eighteenth session, Abu Dhabi, 3-7 November.
•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Thirty-fourth session, Geneva,
4-15 November.
• United Nations Pledging Conference for Development Activities, New York, 4 November.
• Committee against Torture, Sixty-eighth session, Geneva, 11 November-6 December.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pre-sessional working group,
Seventy-sixth session, Geneva, 11-15 November.
• Conference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to Protocol V to the 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ed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 Thirteenth Conference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Geneva, 11 November.
• UNCTAD, Investment, Enterprise and Development Commission, Eleventh session, Geneva, 11-15
November.
• Annual Conference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to Amended Protocol II to the 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ed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 Twenty-first annual conference, Geneva, 12
November.
• UNESCO, General Conference, Fortieth session, Paris, 12-27 November.
• UNESCO, General Conference, Fortieth session, Paris, 12-27 November.
• Annual meeting of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ed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 Meeting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Geneva, 13-15 November.
• United Nations System Chief Executives Board for Coordination, Second regular session, New York, 15-16
Nov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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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ittee against Torture, Subcommittee on Prevention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hirty-ninth session, Geneva, 18-22 November.
• Conference on the establishment of a Middle East zone free of nuclear weapons an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nual session, New York, 18-22 November.
•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Eighty-sixth session, Geneva, 18-22
November.
• IAEA, Board of Governors, Technic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Committee, Vienna, 18-20 November.
• ICAO, Council Phase, 218th session, Montreal, 18-29 November.
• IMO, Council, Thirtieth Extraordinary session, London, 18-22 November.
• UNCITRAL, Working Group VI (Judicial Sale of Ships), Thirty-sixth session (to be confirmed), Vienna,
18-22 November.
• WFP, Executive Board, Second regular session. Rome, 18-22 November.
• UN-Habitat, Executive Board, resumed First session, Nairobi, 19-20 November.
• GA High-level plenary meeting on the Thirtieth Anniversary of the adop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New York, 20 November.
• IAEA, Board of Governors, Vienna, 21-22 November.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One hundredth session, Geneva, 25 November-13
December.
• Conference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Twenty-fourth
session, The Hague, 25-29 November.
• Human Rights Council, Forum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Eighth session, Geneva, 25-27 Nov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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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ghth session, Geneva, 25-29
November.
• IMO, Assembly, Thirty-first session, London, 25 November-5 December.
• Preparatory Commission for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Organization, Fifty-third
session, Vienna, 25-27 November.
• Review Conference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Stockpiling,
Production and Transfer of Anti-personnel Mines and on Their Destruction, Fourth session, Oslo, 25-29
November.
• UNCITRAL, Working Group IV (Electronic Commerce), Fifty-ninth session (to be confirmed), Vienna,
25-29 November.
• UNCTAD, Trade and Development Commission, Eleventh session, Geneva, 25-29 November.
• United Nations Voluntary Trust Fund on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Board of Trustees, Twentyfourth session, Geneva, 25-29 November.
• Committee on the Exercise of the Inalienable Rights of the Palestinian People, Special meeting in
observance of the International Day of Solidarity with the Palestinian People, New York, 26 November.

www.mofa.go.kr

193

| 국제법 관련 유엔 향후 일정표 |

• Human Rights Council, Forum on Minority Issues, Twelfth session, Geneva, 28-29 November.
• UNESCO, Executive Board, 208th session, Paris, 29 November.
• Investments Committee, 243rd meeting, New York, November.
• United Nations Staff Pension Committee (1 meeting), New York, November.
• UNRWA, Advisory Commission (to be confirmed), Jordan, November.

2019년 12월
• Assembly of States Parties to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Eighteenth session, The
Hague, 2-7 December.
• FAO, Council, 163rd session. Rome, 2-6 December.
• Subcommittee of Expert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Fifty-sixth session, Geneva, 2-11
December.
• UNCITRAL, Working Group V (Insolvency Law), Fifty-sixth session (to be confirmed), Vienna, 2-6
December.
• UNFCCC,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and meetings of subsidiary bodies, Twenty-fifth
session, Santiago, 2-13 December.
• Meeting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Bacteriological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Annual session,
Geneva, 3-6 December.
• Ad Hoc Committee of the General Assembly for the Announcement of Voluntary Contributions to the
Programm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Pledging Conference, Geneva, 5
December.
• Executive Board of UNDP/UNFPA/UNOPS, Election of the bureau, New York, 6 December.
• IMO, Council, 123rd session, London, 6 December.
•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Advancing Responsible State Behavior in Cyberspace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 First session, New York, 9-13 December.
•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f Experts on People of African Descent, Twenty-fifth session,
Geneva, 9-13 December.
• Panel of External Auditors of the United Nations, the Specialized Agencies an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Sixtieth regular session, Bonn, Germany, 9-10 December.
• UNCTAD, Working Party on the Strategic Framework and the Programme Budget, Seventy-ninth session,
Geneva, 9-11 December.
• United Nations Voluntary Fund for Indigenous Peoples, Board of Trustees, Thirty-third session, Geneva,
9-13 December.
• Permanent Forum on People of African Descent, First session, Geneva, 10-12 December.
• UNEP,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148th meeting, Nairobi, 10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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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ted Nations Board of Auditors, Forty-ninth special session, Bonn, Germany, 10 December.
• IFAD, Executive Board, 128th session. Rome, 11-12 December.
• Independent Audit Advisory Committee, Forty-eighth session, New York, 11-13 December.
• Subcommittee of Experts on the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Thirty-eighth session, Geneva, 11-13 December.
•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and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Joint meetings
of the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reconvened sixty-second session, and the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reconvened twenty-eighth session, Vienna, 12 December.
•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Reconvened twenty-eighth session, Vienna, 13
December.
•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Reconvened sixty-second session, Vienna, 13 December.
• Conference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Eighth session,
Venue to be determined, 16-20 December.
• Conference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Implementation
Review Group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Second part of the resumed tenth
session, Venue to be determined, 16-17 December.
• Follow-up to the secon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High-level
midterm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Vienna Programme of Action for the Decade 2014-2024, New
York,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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