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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제11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출제 소감
이 재 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번에 제11회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 출제를 담당하며 어떤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하였다.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고 시사성도 있으며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도 제시할 수 있는 주제를
찾고자 노력하였다. 숙고 끝에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저널리스트 카쇼기가 터키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사우디에서 파견된 관헌에게 살해당한 (또는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문제를
작성하여 보기로 하였다. 언론보도를 통하여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던 사안이고, 외교관의 특권 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여러 사건을 통해 언급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외교부에서도 일상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접하고 있는 국제법 쟁점 중 하나가 주한 외교관의 특권 면제라는 점도 아울러 고려하였다.
그래서 이 분야에 관한 문제가 학생들에게 국제법이 적용되는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재료를 제시하여 주지 않을까 생각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금년 모의재판경연대
회의 문제를 “외교관의 특권 면제와 접수국의 형사관할권”이라는 제목으로 하여 출제하게 되었다.
실제 출제를 진행하려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었다. 특권 면제 문제는 결국 접수국 정부와 파견국 외교직
원간의 여러 접촉을 그 대상으로 하다 보니 결국 사실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각각의 상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사실관계를 제시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사실관계를
자세히 제시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충분한 사실관계를 제시하면서도 동시에 일정한 영역은
빈틈으로 남겨 두어 양측의 합리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다.
최초 출제 이후 대한국제법학회의 여러 교수님들의 검토를 거치며 사실관계에서 상호 충돌이 있거나 내부
모순이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수정하였다. 검토를 담당하여 주신 교수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
을 전하고자 한다. 그리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부분은 참가 학생들에게 다툼의 영역으로 남겨 두었다.
그 다음으로 접하게 된 어려움은 어떻게 하면 양측에 균형을 맞춘 문제를 출제하는가 하는 점이었다.
대부분의 경우에 제소국이나 주장을 전개하는 쪽이 유리하게 된다. 이 사안에서도 상대국의 국제법 위반
을 주장하는 국가가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점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었다. 따라서 가능하면 양측이
공히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사안의 내용을 조정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부분은
구두심리에서도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졌다. 기본적으로 주장을 전개하는 쪽이 유리하다는 구조적인
성격을 이해하고 양측에 대한 균형잡힌 평가를 하도록 모의재판 참여 재판관들에게도 당부하였다. 전체
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은 잘 이루어져 대체로 균형잡힌 평가가 이루어졌다. 앞으로 모의재판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반드시 제소국이 유리하다든가 또는 피제소국이 유리하다든가 하는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출제자나
재판관들도 어떠한 상황에서 어느 쪽이 보다 구조적으로 유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기본적인 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참가 학생들의 노력과 창의성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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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출제된 사안의 핵심 쟁점은 제시된 여러 사실관계를 어떻게 외교관의 특권 면제를 향유할
수 있는 영역으로 포섭하거나 또는 제외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안과 관련되는 주요 법원(sources of law)
은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며, 이에 상응하는
국제관습법도 염두에 두었다. 나아가 2001년 ILC 국가책임초안도 아울러 고려되었다.
이번에 참여한 학생들이 제출한 서면입장서를 보고, 실제 진행된 모의재판에서 전개된 주장을 들으면
서 출제자로서 상당히 놀랐다. 학생들이 제시한 논리와 법리는 출제자로서 내가 생각하였던 바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젊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알고 있던 터라 어느 정도 짐작은 하였
지만 실제 이번 대회에서 진행되는 모습을 보니 그 실력과 노력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모든 학생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고자 한다. 특히 출제자로서 뿌듯하였던
부분은 여러 복잡한 사실관계를 양측이 잘 정리하여 주었다는 점이다. 무슨 사실관계가 유리한지 어떤
사실관계가 불리한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논리를 전개하여 나갔다는 점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문제에 숨겨진 사실관계도 잘 발굴하여 이를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참가팀도 있었다. 때로는
주어진 문제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사실관계도 문제에 포함된 여러 사실관계를 연결한 후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발전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모두 학생들의 집중력과 창의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부분은 실제 국제분쟁에서도 중요한 능력이다.
판례나 법리 설명에서도 학생들을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여러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적절히 활용하였다. 구두심리시 판례에 대한 질문에도 효과적으로 답변하였다. 국제법을 연구
하는 사람의 시각에서도 이러한 학생들의 답변은 흡족스러웠다.
경연대회인 이상 어떻게든 점수를 부여하고 석차를 매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종 결과나 석차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훌륭한 주장과 깔끔한 논리를 전개하였다. 최종 결과는 종이 한 장 차이의 평가
에 기초한 것이니 크게 괘념치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 여러 바쁜 시간을 쪼개 이 정도 수준의 서면입
장서를 작성하고 활발하게 구두심리에 참여한다는 자체만으로도 국제법 분야에 대한 잠재성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모든 학생들이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하겠다. 이번에 참여한 학생들이 앞으로 꾸준히 정진
하여 국제법 분야 연구자 및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성장하여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들이 앞으로 성장하여 정부부처와 학계에서 활약하는 시점을 그려 본다.
언제나처럼 대한국제법학회 사무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였다. 모의재판경연대회가 대한국제법학회
연간 사업의 주요 항목으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 학회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여러 분이 십시일반 노력을
보태고 있다. 여러 직무이사들과 사무국장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복잡한 실무적 현안들이 효율적으로
정리되었다. 더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준 학회의 여러 선생님들과 실무자분들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외교부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의재판대회가 이제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참여 학생들의 수준도
날로 높아지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지금 우리 주변 정세가 날로 복잡해지며 여러 형태의 국제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조만간 여러 국제법원으로 진행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이
앞으로 이러한 분쟁을 담당하여 우리 국익을 수호할 수 있도록 성장해 나가는 데 모의재판은 중요한 기여
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외교부의 여러 지원 사업 중 특히 모의재판 사업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지난 11년간의 지원은 여러 영역으로 확산되고 스며들고 있어 먼 훗날 소중한 과실로 우리나라에 돌아올
것으로 믿는다. 내년에 진행될 제12회 대회에서도 새로운 문제로 더욱 치열한 법리 공방을 기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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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외교관의 특권 면제와 접수국의 형사관할권”

I. 사실관계
1. Republic of Ivory Forest (“RIF” 또는 “아이보리국”)와 Federal Republic of Sunnyvale (“FRS”
또는 “서니베일국”)은 서로 인접한 국가들이다. 두 나라는 모두 UN 회원국이다. 인접국으로서
두 나라간 여러 분야에서 교류가 있으나 양국 관계는 반드시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간 이런 저런
계기로 표출된 RIF의 호전적인 외교정책과 지속적인 군비 증강으로 인하여 FRS는 위협을 느끼고
있다. FRS 역시 이에 대응하여 군비를 강화하자 RIF는 지역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라며 이를 비난
하고 있기도 하다.
2. 특히 5년전 RIF 군부 지도자가 RIF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 군부가 국가 운영에 밀접히 관여하고
있다. FRS 정부는 이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였고 유엔 총회 등 여러 계기를 통해 이러한
RIF의 국내정세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양국 관계는 최근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양국 관계는 최근 발생한 FRS 정부의 RIF 대사관 감시 및 RIF 외교관 출국금지
사태로 인하여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구체적인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3. 군부가 지배하는 정부가 출범하자 이에 반대하는 RIF 야당 지도자들은 일부 해외로 망명하였다.
망명을 하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는 RIF 국민 상당수도 현 RIF 정부에 대한 반대운동에 적극 참여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RIF 정부는 상당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 반정부
인사 및 반정부 운동들이 여러 국가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여 오고
있다.
4. 인접국인 FRS에도 RIF 국적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도 현 RIF 정부에 대한 반대
운동에 참여하고 있고 최근 들어 그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FRS 내에서 RIF 정부에 대한
반대운동이 확산되자 양국간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특히 RIF에 대한 비난을 국제사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FRS의 정책과 맞물려 FRS 내 RIF 정부에 대한 반대기운은 점차 커지고 있다.
FRS 정부는 최근 RIF 야당 지도자 수명에 대한 정치적 망명신청을 허용하였다. 이들 중 한 명은
최근 FRS의 국영 TV와 인터뷰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강하게 피력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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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RS 내 이러한 반대 운동의 핵심 인물은 과거 RIF 녹색개혁당의 당수를 지내며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였던 David Goodwill이다. Goodwill은 현재 5년째 FRS 내에 거주하고 있다. 그의 부인과
자녀 등 가족들은 RIF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다. Goodwill은 FRS 정부 및 의회의 여러 인사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FRS의 정책결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6. 2018년 5월 8일 오후 Goodwill은 자신의 여권 만료일이 다가오자 그 갱신을 위하여 FRS 수도
Kimberly에 소재한 RIF의 대사관을 방문하였다. 여권업무를 담당하는 영사부는 대사관 내에 위치
하고 있다. 그러나 대사관 경내로 들어간 Goodwill은 그날 자택으로 복귀하지 않았고 그 이후
행방이 묘연하다. RIF 대사관 인근에 위치한 CCTV에서는 Goodwill이 대사관 경내로 들어가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으나 나오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다. Goodwill의 실종 사건은 FRS 내
국내언론 및 전 세계 언론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FRS 내 RIF 반정부 그룹 내에서도 그의 소재를
둘러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RIF의 소행임을 주장하고 있다.
7. 한편 RIF는 자신의 관련성을 철저히 부인하고 있다. 2018년 5월 11일 RIF 정부 대변인은 Goodwill
의 실종 사건에 대하여 RIF 정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발표하였다. 대신
RIF 정부는 Goodwill이 개인적인 이유로 종적을 감춘 것 같다며 FRS 정부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
였다.
8. 한편 Goodwill의 소재를 확인하고 행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RIF 대사관 주변에 상당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 중 일부는 대로변과 대사관 주변에 설치되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반면, 일부는 주변에 위치한 인접 건물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 이번 사건을 통해 새롭게 확인되었다. 특히 일부 CCTV는 고층빌딩에 설치되어 RIF 대사관
주변을 보다 정밀하게 조감하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는 대사관 경내를 촬영할 수도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CCTV의 추가설치는 Kimberly에 소재한 다른 나라 대사관 주변에서는 확인되
지 않는다.
9. Goodwill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종 2주가 경과한 후 RIF 대사관 내에
서의 일련의 상황과 대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이 FRS 언론에 배포되었다. 녹음 내용은 Goodwill이
RIF 본국에서 파견된 정부기관원들과 나누는 대화를 담고 있다. RIF 정부기관원들은 Goodwill에
게 본국으로 귀국하라고 요청하였다. Goodwill이 이를 거부하자 기관원 중 한 명은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언급도 하였다. 그리고 곧이어 본국에 있는 가족과
통화하는 내용도 녹음에서 확인되었다. 가족들과의 통화는 정부기관원이 공관 전화를 통하여 직접
연결하였다. 다만 신체적 위협 및 폭행 등의 내용은 녹음된 대화내용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RIF
정부의 통치방식과 관련한 부분에서 일부 목소리가 높아지고 긴장감이 느껴지기도 하였으나 대체
로 RIF 정부기관원들과 Goodwill이 담담한 목소리로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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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녹음 내용은 곧 해외 언론을 통하여 국제적으로도 배포되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RIF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이 거세졌다. RIF 정부의 책임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요컨대 RIF
정부기관원들이 Goodwill을 납치하여 강제로 본국으로 송환하였거나 또는 살해하였다는 취지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루머일 뿐이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
11. 해당 언론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에는 어떠한 경로로 그러한 녹음이 이루어졌는지 구체적 설명이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부 언론에서는 FRS 정보기관이 RIF 대사관을 상시적으로 도청하고
있었고 그 결과 이번 녹음 파일도 존재하게 되었다고 보도하였다. FRS 정부는 처음에는 도청
의혹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문제가 점점 커지자 FRS 정부는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12. 녹음 경위와 관련하여 FRS 정부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 FRS 내에서 반RIF 운동이
확산되어 이를 주도하고 있는 RIF 인사들에 대한 신체적 위협도 최근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FRS 사법당국에서는 이들에 대한 안전확보와 테러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2018
년 5월 7일 Goodwill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FRS 경찰 고위간부에게 연락하여 그 다음 날 RIF
대사관 방문 계획을 알리며 혹시 있을지 모를 위급상황을 설명하였다. 특히 대사관 내에서 공관직
원들과 자신간에 말다툼과 물리적 충돌이 혹시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 Goodwill의 설명이었다.
13. 이에 대하여 해당 경찰간부는 5월 7일 다음과 같이 Goodwill에게 설명하였다.
“대사관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관여하기는 참 힘들다.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면
내일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만약 대사관 내로 들어가면 우리도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없다. 대사관
내에는 우리 경찰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그래도 내일 가야하고, 신체적 위협이 느껴진다면
곧바로 우리에게 연락을 달라. 그러면 우리 외교장관이 RIF 대사에게 곧바로 연락하겠다.”

14. 그 다음 날인 5월 8일 오후 Goodwill은 예정대로 대사관에 들어갔다. 영사부에 들어서자 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낀 Goodwill은 곧바로 몰래 어제 대화한 FRS 경찰 간부에게 전화하였다. 그러
나 전화통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곧바로 RIF 대사관 직원 및 RIF 본국에서 파견되어 온 정부기관원
들과 대화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Goodwill의 전화가 FRS 경찰 간부와 연결된 상황에서 면담이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면담 내용을 해당 경찰관이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 전날 대화를
통해 상황의 심각성을 짐작한 경찰관은 곧바로 이 내용을 자신의 전화기에 녹음하였다. 그리고
그 녹음 내용을 그 다음 날인 5월9일 FRS 외교부 및 정보기관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15. 그러나 해당 녹음만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단정짓기 힘들고, 또한 이 문제가 가져
올 수 있는 심각한 파장을 감안하여 FRS 정부는 해당 녹음 내용을 공표하지 않고 있다가 Goodwill
실종이 2주째로 접어들자 그 소재 추적을 위하여 모든 정보의 공개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해당
녹음 내용도 일단 공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16. 이에 대하여 RIF 정부는 여러 정황상 RIF 대사관에 대한 FRS 정부의 광범위한 도청 사실이 공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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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확인되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설령 FRS 정부의 공식 설명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자국
대사관에 대한 도청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17. 그리고 RIF 정부는 Goodwill의 소재에 대하여는 자신들도 아는 바가 없으며, 대사관 방문 이후
대사관을 떠났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Goodwill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왜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지에 대하여는 자신들도 아는 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수 해외
언론들은 Goodwill이 사실상 납치되어 모처에 구금되어 있거나 RIF 본국으로 비밀리에 강제 송환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8. 이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국내외 압력이 점증하자 FRS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밝히고 있다. FRS 사법당국은 필요하다면 RIF 정부담당자 및 FRS 소재 RIF 대사관
직원들에 대하여도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비엔나 협약”)의 범위 내에서 참고인으
로 소환하여 조사할 방침이라고 천명하였다. RIF 정부기관 담당자에 대한 수사 개시 및 RIF 외교관
에 대한 수사협조 요청 방침에 따라 양국간 관계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었다. RIF는 FRS의 도청
을 강력히 비판하고 자국 공무원에 대한 수사와 외교관에 대한 조사방침 역시 전례가 없는 일이라
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도청과 조사는 비엔나 협약과 이에 상응하는 국제관습법에 위반된
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두 나라 모두 비엔나 협약의 당사국이다.
19. FRS 정부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2018년 6월 2일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 RIF의 참사관
과 서기관은 출국을 시도하였다. William Swadling 참사관과 James Taser 서기관은 Kimberly 국제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이 저지되어 공항 밖으로 인도되었고 RIF 대사관으로 다시 돌아오
게 되었다. 자신들의 탑승이 저지되자 이들은 그 이유를 묻고 자신들의 신분을 밝혔으나 그 외에
특별한 문제 제기나 물리적 충돌없이 다시 RIF 대사관으로 복귀하였다.
20. FRS 정부는 Goodwill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참사관과 서기관의 출국은 Goodwill의 생명을 더욱 위험에 처하게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들에 대하여 당분간 FRS 역내에 머무르며 수사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밝혔다.
21. 또한 FRS 정부는 RIF에 대해 Goodwill에 대한 협박, 납치의 협의가 있는 RIF 정부기관원들의
인도를 요청하였다. FRS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들의 행위는 대부분 FRS 영역 내에서 발생하였
다고 한다. 이들은 다른 목적으로 FRS에 입국한 이후 자국 대사관을 이용하여 반정부 인사에
대한 탄압 행위에 나섰으며 그 과정에서 FRS 국내법을 위반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외교직원이
아닌 이들에 대하여 외교관의 특권 면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이들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
를 요청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FRS 정부의 입장이다. FRS 정부에 따르면 이들의 인도 시까지
Goodwill 사건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RIF 참사관과 서기관에
대한 FRS 사법당국의 수사 협조요청은 필요하며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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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RIF는 FRS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비엔나 협약 및 관련 국제관습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역시 주장하
고 있다. 이에 대해 FRS 정부는 이를 일종의 임시적 차원의 대항조치(countermeasures)로 주장하고
있다. 현재 FRS 정부는 이 사건에 직접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RIF 정부기관원 2인을 FRS로
인도하여 준다면 상기 참사관과 서기관의 출국을 허용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FRS와 RIF는 별도의
양자간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은 FRS의 주장에 대해 RIF는 사실상
외교관을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비엔나 협약 및 1980년 테헤란 주재 미대사관 인질사건1)
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확인한 법리에도 위반하는 조치임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FRS 정부
는 이 역시 일종의 대항조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23. 2018년 6월 5일 FRS 정부는 본국으로 향하는 RIF 대사관의 외교행랑을 개봉하였다. 해당 외교행
랑에 Goodwill의 시신이 들어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은 결과였다. FRS 정부는 제보자의 신원은
밝히지 않고 해당 제보가 제공된 시기와 방식을 밝혔다. FRS 경찰은 Kimberly 국제공항에서 RIF
외교행랑 담당자에게 해당 외교행랑에 중요한 범죄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그 개봉을 요구하였다. RIF 담당자는 별다른 저항없이 외교행랑을 FRS 경찰에 내어 주었
다. 이 담당자는 RIF 대사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으로 주로 대사관 차량의 운전과 물자의 운송을
담당하고 있다.
24. 한편 RIF 대사관 주변의 광범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FRS 정부는 2018년 7월 2일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연일 반정부시위가 이어지는 RIF 대사관 주변의 경비와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비엔
나 협약 제22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FRS 정부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공관의 불가침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이를 대사관의 “존엄성 훼손 (impairment
of dignity)”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점을 FRS 외교부 대변인은 밝힌 바 있다. RIF
대사관 주변에 보다 많은 CCTV를 설치한 것은 이 대사관에 대한 경비 수요가 다른 대사관에
비하여 점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CCTV가 눈에 잘 띄지 않은 지역에도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RIF 대사관의 존엄에 대한 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FRS 외교부 대변인은 밝히
고 있다. CCTV 설치 지역을 모두 고지할 의무는 국내법뿐 아니라 국제법상으로도 없다는 것이다.
25. RIF는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금전적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자국 외교직원의 출국이
연기되고 FRS 정부의 조사가 확대되는 등 일련의 사태로 RIF 대사관의 정상적인 업무가 지장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RIF 대사관 주변의 반 RIF 시위 격화로
대사관과 대사 관저 주변을 경비하기 위한 사설경비 회사를 고용하였고 이로 인한 비용이 지출되
었다. 반 RIF 보도 등에 대응하기 위한 홍보 및 언론 접촉 비용도 지출되었다. 일련의 법적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 비용도 적지 않게 소요되었다. 자료 번역과 관련자 통역 역시 비용
지출이 필요하였다.
26. FRS 역시 금전적 손해를 주장하고 있다. RIF의 국제법 위반 행위로 촉발된 일련의 사태로 인해
1) Case Concerning 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 ICJ Judgment (May 24,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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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었다는 것이다.
관련 자료의 번역 및 관련자의 통역에도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었다. Goodwill 실종 사건 이후
격화된 반 RIF 시위대의 RIF 대사관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경찰관이 부상을 당하였다.
이들의 치료를 위하여 상당액의 경비가 지출되었다.
27. 양국간 분쟁은 그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에 두 나라는
이 문제를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하기로 하였다. 2018년 9월 양국은 특별협정(compromis)을
체결하여 이 분쟁을 ICJ에 회부하기로 합의하였다. 2019년 4월 18일 현재 RIF와 FRS를 당사국으
로 하는 ICJ 분쟁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양국은 ICJ 규정 및 규칙에 규정된 여러
절차적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 ICJ의 관할권에 대하여 양국간 다툼은 없다.
RIF는 이 ICJ 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과 청구를 제출하였다:
① FRS의 조치는 외교공관에 대한 통신의 불가침을 규정하고 있는 비엔나 협약 제27조 및 이와
관련되는 국제관습법 위반임.
② RIF 외교직원의 출국제한은 외교관에 대한 이동 및 통행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비엔나 협약
제26조 및 이와 관련되는 국제관습법 위반임.
③ RIF 외교직원의 출국을 타인의 범죄인 인도와 연계시킴으로써 외교직원의 신체의 불가침을 규정
하고 있는 비엔나 협약 제29조 및 이와 관련되는 국제관습법 위반임.
④ RIF 외교직원의 출국을 타인의 범죄인 인도와 연계시키는 것은 외교직원에 대한 간접적인 형사
처벌에 해당하며 이는 비엔나 협약 제31조 및 이와 관련되는 국제관습법 위반임.
⑤ CCTV 설치를 통한 RIF 대사관 활동의 감시는 공관의 불가침권을 침해하고 공관의 존엄성을
훼손하여 비엔나 협약 제22조 및 이와 관련되는 국제관습법 위반임.
⑥ 그간 다양한 경로로 RIF 국내정책을 비판하고, FRS 내 RIF 반정부단체를 지원하며, Goodwill
실종에 대하여 RIF 정부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유엔 헌장 제2조제7항에서 명문화
하고 국제관습법이 확인하고 있는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 위반임.
이러한 주장과 함께 RIF는 FRS에 대하여 해당 외교직원의 신속한 출국 허용, 관련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약속, 그리고 2,000,000 USD에 상당하는 액수의 손해배상을 명할 것을 것은 ICJ에 요청하였다.
한편 FRS는 ICJ 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과 청구를 제시하고 있다:
① RIF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구함. FRS 정부는 RIF 대사관에 대한 도청이나 여타방식으로
통신의 불가침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비엔나 협약 제27조 및 국제관습법 위반은 발생하지
아니함. 예비적으로 설사 해당 협약과 국제관습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FRS 정부 조치의
위법성이 조각됨.
② RIF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구함. 외교직원 2인에 대하여 FRS 사법당국의 조사에 협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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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들은 자발적으로 FRS 역내에 체재하고 있음. 따라서 비엔나 협약 제26조
및 이와 관련되는 국제관습법에 대한 위반이 발생하지 아니함. 특히 문제의 상황이 발생한 공항
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시설로 비엔나 협약 제26조가 규정하고 있는 예외에 해당함. 예비적으로
설사 해당 협약과 국제관습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FRS 정부의 조치의 위법성이 조각됨.
③ RIF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구함. RIF 외교직원의 출국을 위한 여러 조건을 RIF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번도 RIF 외교직원의 신체적 자유가 속박되거나 제한된 적이 없었음. 따라
서 비엔나 협약 제29조와 이와 관련되는 국제관습법에 대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음. 예비적으로
설사 해당 협약과 국제관습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FRS 정부 조치의 위법성이 조각됨.
④ RIF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구함. RIF 외교직원의 출국을 위한 여러 조건을 RIF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번도 RIF 외교직원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가 제기된 바 없음. 따라서 이들에
형사처벌은 없었고 비엔나 협약 제31조 및 이와 관련되는 국제관습법에 대한 위반사실은 발생하
지 않았음. 예비적으로 설사 해당 협약과 국제관습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FRS 정부 조치
의 위법성이 조각됨.
⑤ RIF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구함. CCTV 설치는 RIF 공관에 대한 경비와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비엔나 협약 제22조 및 이와 관련되는 국제관습법에 대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음. 예비
적으로 설사 해당 협약과 국제관습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FRS 정부 조치의 위법성이
조각됨.
⑥ FRS 내 RIF 반정부단체의 활동은 FRS와 관련이 없으며, 유엔 등 국제회의를 계기로 국제인권문
제 등에 대한 정책을 표명하는 것이 타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에 해당하지 아니함. 오히려
Goodwill의 면담과정에서 확인된 RIF 정부기관원들의 FRS 영역 내 활동은 FRS의 영토주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함. 그리고 이를 알고도 묵인한 RIF 외교직원들은 비엔나 협약 제41조를 위반함.
FRS는 RIF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상기와 같은 자신의 주장을 채택하여 줄 것을 ICJ에 요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FRS는 자신이 입은 물적 피해와 관련하여 ICJ가 RIF에게 총 1,500,000 USD에 상당하는
액수의 손해배상을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더 나아가 FRS는 ICJ가 RIF에 대하여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약속도 함께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II. 문제해설
1. 출제배경 및 해설순서
이 사안은 외교관의 특권 면제 문제를 다루며, 최근 사우디 저널리스트 카쇼기가 터키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사우디에서 파견된 관헌에게 살해당한 사건을 배경으로 작성되었다. 이 사안의 핵심 쟁점
은 여러 사실관계를 어떻게 외교관의 특권 면제를 향유할 수 있는 영역으로 포섭하거나 또는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따라 RIF와 FRS 양쪽 모두 나름의 논리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
다. 이 사안과 관련되는 주요 법원(sources of law)은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하 “비엔나
협약”) 및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며, 이에 상응하는 국제관습법도 적용될 것이다. 나아가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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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ILC 국가책임초안도 역시 중요한 법원을 제시하고 있다.
Goodwill의 영사관 방문에서 본 사건이 시작되었으나 이 영사관이 RIF 대사관 경내에 위치하고 있고,
관련 인사들도 이 대사관의 외교직원인 점을 감안하면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적용은
제한적일 것이다. 반면 주로 1961년 비엔나 협약에 따라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양국이 제출한 6개의
청구 및 주장 중 5개 항목은 비엔나 협약 제27조, 제26조, 제29조, 제31조, 제22조와 이와 연관되는
국제관습법과 각각 연관되며, 나머지 1개 항목은 유엔헌장 제2조 7항이 규정하고 국제관습법이 확인하는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을 다룬다. 아래에서 이 순서대로 논점을 정리한다.

2. 비엔나 협약 제27조와 국제관습법: 외교공관에 대한 통신의 불가침
RIF는 FRS의 조치 중 RIF 대사관내 대화 내용을 FRS 경찰관이 녹음한 사실, 그러한 녹음파일이
언론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지 못한 상황1), FRS의 상시적인 도청 혐의2)3), 외교행랑의 개봉4)에 문제
가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사안에 주어진 사안을 적절히 활용하여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기대된
다. 반면, FRS는 RIF 대사관에 대한 도청이나 여타방식으로 통신의 불가침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사실관
계도 이를 입증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나아가 설사 이러한 침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FRS
내 “안전 확보와 테러방지”를 위한 것5)이었으며, 생명의 위협에 직면한 Goodwill의 신변보호와 후속수사
를 위한 조치6)7)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공관의 공용통신은 불가침인데, 이는 공관과 본국간 자유롭고 안전한 통신의 확보가 외교업무 수행을
위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통신에 있어 프라이버시권은 국제인권법에도 보장되는 것으로 비엔나
협약 제27조 고려 시 이 부분도 참고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8) 공용통신에는 인터넷을 통한 통신,
즉 이메일, 스마트폰, 여러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통신도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청’의 심각성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9) RIF측은 비엔나 협약에 도청이 명시되어
1) 실종 2주 후 RIF 대사관 내 일련 상황과 대화가 녹음된 파일이 FRS 언론에 배포되었다. 배포된 내용 중에는 Goodwill이 RIF
본국에서 파견된 정부기관원들과 나누는 대화가 담겨 있다. (para. 9)
2) 어떠한 경로로 그런 녹음이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제공되지 않아서 일부 언론에서는 FRS 정보기관이 RIF 대사관을
상시적으로 도청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para. 11)
3) RIF는 “여러 정황상” FRS 정부의 RIF 대사관에 대한 “광범위한 도청 사실이 공공연하게 확인”되었다고 보며, FRS 정부의
공식 설명 역시 비엔나 협약과 국제관습법에 위반되는 “도청”에 해당한다고 본다. (paras. 16 and 18)
4) 2018년 6월 5일 RIF 대사관의 외교행랑이 개봉되었다. 이는 해당 외교행랑에 Goodwill의 시신이 들어있다는 익명의 제보 때문이
었다. FRS 정부는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제보 제공 시기와 방식을 밝혔다. RIF 측 담당자는 대사관에 근무하는 “행정직
원”으로 “대사관 차량의 운전과 물자의 운송”을 담당한다. (para. 23)
5) FRS 사법당국에서는 RIF 인사들의 “안전확보와 테러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8년 5월 7일 Goodwill은
FRS 경찰 고위간부에게 대사관 내 공관직원들과 자신간의 말다툼과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예고하였다. (para. 12)
6) FRS 경찰 간부는 Goodwill에게 대사관 내 경찰력의 한계를 설명하며, “신체적 위협이 느껴진다면” 곧바로 연락을 달라고 하였다.
(para. 13)
7) 2018년 5월 8일 Goodwill은 영사부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FRS 경찰 간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통화 시작 전 곧바로 RIF 대사관 직원과 RIF 본국에서 파견된 정부기관원들과 대화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화가 FRS 경찰
간부와 연결된 상황에서” 면담이 진행되었고, 전날 대화를 통해 상황의 심각성을 짐작한 해당 경찰관이 이를 녹음하고, 5월
9일 FRS 외교부 및 정보기관에 제출하였다. (para. 14)
8) Paul Behrens (ed.), Diplomatic Law in a New Millenniu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p. 175.
9) Ibid., p.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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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는 않으나 통신의 불가침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10) RIF는 기본적으
로 대화 내용을 녹음하게 된 경위에 대한 FRS의 설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상시적인 도청의
결과임을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입증은 주어진 사실관계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설사 FRS의 설명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대사관 경내에서 외교직원이 관여한 대화임을 인지한 이후에도
해당 경찰관이 지속적으로 녹음을 한 것은 도청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통신의 불가침은 침해한 것으
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FRS는 우연한 계기로 녹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 녹음과 이를 통한
대화 내용의 확인이 FRS로 귀속될 수는 없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녹음파일이 공관의 문서와 서류(archive and document)에 해당된다면 제24조에 따른 불가침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영사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은 “녹음”도 문서와 서류에 포함하고 있다
(제1조⒦호). 문서가 “공관원에 의해 제3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되어 불가침성이 상실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FRS 수중에 들어간 RIF 외교공관의 문서는 즉시 반환되어야 하며, FRS에서 사법절차나 다른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없다.
한편 외교행낭은 개봉되거나 유치되지 아니하는데, 대신 RIF는 외교행낭을 구성함에 있어 그 특성을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는 표지11)를 달아야 하며, 공용을 목적으로 한 외교문서나 물품만을 넣을 수 있다.
외교행낭이 남용되고 있다는 명백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도 동의 없이는 FRS는 이를 개봉하거나 유치할
수 없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5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FRS가 수상한 외교행낭의 경우,
본국이나 공관으로 반송을 요구할 수 있다. 본 사안에서는 과연 FRS의 외교행랑 개봉이 RIF의 동의하에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FRS와 RIF 양쪽 모두 각각의 주장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만약 사람이 감금되어 있거나 시신이 포함되어 있다면 현지 관헌이 발송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식
외교행랑을 개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양국은 각기 다른 근거를 댈 수 있다. 1985년 Report of the
House of Commons Foreign Affairs Committee on the Abuse of Diplomatic Immunities and Privileges는
런던에서 납치당한 후 외교행낭에 갇혀있던 전 나이지리아 장관 Umaru Dikko의 사례를 다루기도 했다.
당시에는 해당 외교행낭에 사람이 있으리라고 판단할 만한 조건이 있었으며(약품 냄새 및 가방에서 숨을
쉴 수 있게 해놓은 구조 등의 특징), 결국 행낭을 열고 Dikko를 구한 바 있다. 즉, 인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외교행낭의 불가침성에 우선시 한다고 보는 의견이다. 상기 보고서를 작성한 위원회의 견해에
따르면 이와 같은 행낭은 기본적으로 ‘외교행낭’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12) 즉, 행낭에 무기, 시체,
사람 등이 들어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면 인간의 생명이나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외교행낭을 여는
것이 가능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13) 그러나 RIF는 “익명의 제보”로는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th

10) Peter Malanczuk, Akehurst’s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7 edition (New York: Routledge, 1997), p. 126.
11) 영국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다. 1. seal in lead or wax marked with the official stamp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sending state or the diplomatic mission, 2. a tag or stick-on label identifying the contents. 그러나 국가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th
제시하기도 한다. Eileen Denza, Diplomatic Law: Commentary on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4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pp. 196-197.
12) Denza, supra note 11, pp. 195, 203-204.
13) Anthony Aust, Handbook of International Law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 134.
www.mofa.go.kr

15

특집

• • • •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변론서 및 Review

실제 개봉 이후에도 사람이나 또는 시신이 발견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개봉 행위가 비엔나
협약 제27조를 위반한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겠다. FRS는 정보 제공 시기와 방식을 밝힌 것을 들어
외교행낭에 Goodwill의 시체가 들어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RIF 측 담당자는 대사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으로 “대사관 차량 운전과 물자의 운송”을 담당한다.
외교신서사 혹은 배달인(diplomatic courier) 역시 직무 수행에 있어 접수국의 보호를 받는다. 문제는
이 행정직원이 외교행랑 개봉에 대하여 동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여부이다. 찬반양론이 모두 존재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직원은 물품의 운송에만 전념하는 행정직원이라는 점에서 고도의 외교 판단을 요하는
외교행랑의 개봉에 동의할 권한은 없다고 보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행정직
원이 그러한 동의를 부여할 만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RIF 담당자가 별다른 저항 없이
외교행랑을 FRS 경찰에게 내어준 점은 동의를 부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설사 비엔나 협약 관련 조항에 위반하더라도 Goodwill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조치 또는 중요한 이해관
계(essential interest)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 등을 들어 FRS는 자신들의 협약 위반 및 국제관습
법 위반이 치유될 것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RIF는 이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개진할 것이여 사실관
계를 어떻게 정리하여 소명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비엔나 협약 제26조와 국제관습법: 외교관의 이동 및 통행의 자유
한편 RIF는 자국 외교직원에 대한 FRS 정부의 조사방침 천명 이후14) 진행된 출국제한 조치15)16)와
관련하여 역시 비엔나 협약 위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FRS는 이에 대해 RIF가 동 사건의 심각성
을 인지하고 우선적으로 조사를 요청하였고17), 이에 대해 FRS가 조사를 개시하였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
다. 특히 외교직원 2인이 FRS 사법당국의 조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하였음을 강조할 것이다. 출국의 자발
적 지연과 접수국에서의 자발적 체류가 이동 및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이르지는 못하였음을 강조
할 것이다.
접수국은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를 이유로 출입이 금지되거나 규제된 지역에 관한 법령에 따를
것으로 조건으로 하여 모든 공관원에게 접수국 영토 내 이동과 여행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문제의
배경인 ‘공항’에 대해서는 비엔나 협약 제26조가 규정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시설이라 예외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양측 간 논점이 될 수 있다.
만약 자신의 조치가 협약과 국제관습법 위반에 해당된다면 FRS는 이에 대하여 자신의 국가책임이 조
14) RIF는 FRS의 자국 공무원에 대한 수사와 외교관에 대한 조사방침 역시 전례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였다. (para. 18)
15) 2018년 6월 2일 “사건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 RIF 참사관과 서기관은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이 저지되어 공항 밖으로
인도되었는데, 이 와중에 이들은 그 이유를 묻고 자신들의 신분을 밝혔다. 그 외에는 특별한 문제제기가 없었다. (para. 19)
16) 외교직원의 출국 연기로 인해 RIF 대사관의 “정상적인 업무가 지장을 받게” 되었다. (para. 25)
17) 2018년 5월 8일 Goodwill의 대사관 방문 3일 후인 2018년 5월 11일, RIF 정부 대변인은 Goodwill의 실종 사건에 대해 RIF
정부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대신 Goodwill이 개인적으로 사라진 것 같다며 FRS 정부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였다. (para.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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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8)된다는 논리를 펼 것이다. 즉 위법성 조각사유 중 동의(consent), 조난(distress), 긴급피난(necessity)
등을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FRS는 2주 동안 이미 다른 방법을 강구했으나 이제 남은 선택지가
없다는 점, Goodwill의 생명에 대한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감지된다는 점을 주장해볼 수 있겠다.

4. 비엔나 협약 제29조와 국제관습법: 외교직원의 신체 불가침
RIF는 RIF 외교직원의 출국을 여타 자국민에 대한 범죄인 인도19)20)와 연계시킨 FRS 조치가 비엔나
협약을 위반한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사실상 이들 외교직원에 대한 신체구속의 효과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FRS는 RIF 외교직원의 신체적 자유가 속박되거나 제한된 적이 없었다
는 점21)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 출국이 제한된다는 사실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하지 않고, 접수국은 외교관의 신체, 자유, 품위에 대한
여하한 침해(any attack on his person, freedom, dignity) 에 대해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shall take all appropriate steps) 한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이나 외교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억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시로는 경찰이 길거리에서 총을 든
외교관을 무장해제시키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외교관을 저지하는 활동 등을 들 수 있다.22) ICJ도 Tehran
Hostages 사건 에서 외교관이 폭행이나 다른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것까지도 불가침의
원칙이 적용되리라고는 보지 않았다.23) 또한 제한적인 경우지만 FRS의 국가안보나 다른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RIF 외교관의 체포 및 억류가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24) 이러한 논리 구성이
가능한 지 여부는 주어진 사실관계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이러한 급박성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을 것이다.
FRS는 RIF 외교관들에 대한 당국의 조치가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는 “체포나 구금”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공항에서 대사관으로 순순히 이동한 사실은 이들의 신체의 자유와 품위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
지 않는다는 주장을 해볼 수 있다. 품위에 관한 침해 역시 좁게 해석되고 있는데, 이는 Certain Question
of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Djibouti v France) 사건의 ICJ의 판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
다.25) 2007년 2월 14일 프랑스 법원의 클레멘(Clément) 판사는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656조에 따라 마침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프랑스에 있는 지부티(Djibouti)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하였다. ICJ는 만약
18) 녹음만으로는 상황 파악이 어렵고, 심각한 파장이 있을 수 있기에 FRS 정부는 실종 2주 동안이나 녹음 내용을 공표하지
않았으나, 그 이후에는 Goodwill의 소재 추적, 그리고 모든 정보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녹음 내용을 공개하게
되었다. (para. 14)
19) FRS 영역 내 RIF 정부기관원들의 협박 및 납치 혐의로 인해 범죄인 인도가 요청되었다. (para.21)
20) FRS는 직접 연루된 RIF 정부기관원 2인을 FRS로 인도하면 참사관과 서기관의 출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한다. 양국은 별도의
양자간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상태다. (para. 22)
21) 2018년 6월 2일 Swadling 참사관과 Taser 서기관이 Kimberly 국제공항에서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이 “저지되어 공항 밖으로
인도”되었고, 특별한 이의제기나 “물리적 충돌 없이” RIF 대사관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para. 19)
22) Aust, supra note 13, p. 137.
23) 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 Judgment, 1. C. J. Reports 1980, para. 174.
24) Malcolm N. Shaw, International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p. 578.
25) Denza, supra note 11, p.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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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법당국이 지부티 대통령의 증인 소환 사실과 같은 기밀 정보를 누설하였다면 이는 프랑스 법은
물론이고 국제법상 의무 위반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프랑스 사법당국이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프랑스 법률에 따라 지부티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한 법원의 행위 자체를 지부티
대통령의 명예와 존엄성 또는 품위에 대한 공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26)
출국을 위해 공항 내에 진입한 외교직원의 출국을 막은 경우는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사건 27)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그러나 RIF 측은 상기 판례의 상황은 무력충돌을 배경으로
한 상황이었음에 비해 이번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범죄인인도 요청은 RIF에 체류하고 있는 RIF 정부기관원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외교직원이 대상은 아니라는 점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도 역시 만약 해당 협약과 국제관습법 위반이 있더라도 FRS는 국가책임 조각28)29)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형태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의, 조난, 긴급피난, 대항조
치 등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들 각각의 조각 사유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RIF는
주장할 것이다. 가령 동의가 부여된 바 없고, 사람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는 증거도 없으며, 국가의
핵심이익을 보호하는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상대국의 국제법 위반 조치 자체가
부재하니 이에 대하여 대항조치를 취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RIF는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5. 비엔나 협약 제31조와 국제관습법: 접수국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
RIF는 자국 외교직원의 출국을 타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30)31)와 연계시키고 조사에 대한 협조를 강요
한 부분을 언급하며 이는 사실상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을 파견국 외교관에 대하여 행사하는 것임을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형사재판관할권의 행사는 비엔나 협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설명할 것이다.
이에 반해 FRS는 RIF 외교직원의 출국을 위해 여러 조건을 RIF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출국이 지연
된 것이며, 자국이 진행하는 수사절차에 RIF 외교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RIF 외교직원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가 제기된 바는 없으므로 형사재판관할권이 이들에 대하여 행사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제31조 1항은 외교관이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재
판관할권의 면제에 대한 포기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한다. 아무리 RIF국이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고

26) Certain Questions of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Djibouti v. France), Judgment, I.C.J. Reports 2008, paras. 177-180.
27)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Uganda), Judgment, I.C.J. Reports 2005,
para. 339.
28) Goodwill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참사관과 서기관의 출국은
Goodwill의 “생명을 더욱 위험에 처하게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FRS는 이들이 FRS 역내에 머무르며 수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para.20)
29) FRS는 이를 일종의 대항조치(countermeasure)로 파악하고 있다. (para. 22)
30) FRS 영역 내 RIF 정부기관원들의 협박 및 납치 혐의로 인해 범죄인 인도가 요청되었다. (para.21)
31) FRS는 직접 연루된 RIF 정부기관원 2인을 FRS로 인도하면 참사관과 서기관의 출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한다. 양국은 별도의
양자간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다. (para.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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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이때 FRS 정부는 합법적인 대응조치로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를 선언하고 퇴거를 요청할
수 있을 따름이다. Tehran hostages 사건에서도 과거 불법행위 혐의를 토대로 한 이란 정부의 미국 외교관
불법 억류는 대응조치로 정당화되지 않았다. 또한 러시아 대사관 직원이 미 국무부를 도청한 사건에서도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기피인물 지정 및 퇴거 요청이었다.32)
다만 본 사안에서는 RIF 외교직원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형사상 소추도 다뤄
지지는 않았으므로, 타국의 외교사절에 대한 특권이나 면제가 명백하게 침해되어 국제법 위반을 구성한
Case concerning the Arrest Warrant 사건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안에서는 이들이
현재 FRS 수사절차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을 형사재판관할권에 복종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것인지 수사
에 대한 자발적 협조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변수로 보인다. 각각의 주장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교직원 이외 실제 Goodwill과 대면한 정부기관원들에 대해서는 외교사절이 아닌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된 인력에 대한 1969년 특별사절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Special Missions of
1969)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한번 다룰 수는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도 위법성 조각사유 문제를 다룰 수 있다. 만약 FRS 정부의 조치가 비엔나 협약과 국제관습법
위반에 해당되더라도 FRS 정부는 상황의 급박성이나 Goodwill의 생명에 대한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
등을 통해 위법성 조각사유를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33)

6. 비엔나 협약 제22조와 국제관습법: 외교 공관의 불가침
RIF는 CCTV 설치를 통한 RIF 대사관 활동의 감시34)를 문제 삼을 것이다. 이러한 감시가 바로 비엔나
협약 제22조가 규정하는 외교공관의 불가침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일 것이다. 실제 외교공
관으로 접수국 관헌이 진입하지는 않았으나 디지털 장비를 이용하여 감시하는 것은 공관의 불가침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한 이러한 감시는 공관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역시 주장할 것이다. 이에 반해 FRS는 CCTV 설치가 RIF 공관에 대한 “경비와 질서유지”를
위해 이루어진 것35)이라고 반박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관의 불가침을 규정한 해당 조항에 대한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관지역은 공관장의 주거 및 공관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부속토지인데, 접수국은 공관지역을
어떠한 침입이나 손해로부터 보호하고, 공관의 안녕과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32) Shaw, supra note 24, p. 579.
33) RIF 정부기관원들의 인도전까지는 RIF 참사관과 서기관이 Goodwill 사건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RIF 참사관과 서기관에 대한 FRS 사법당국의 수사 협조요청은 “필요하며 합리적”이다. (para. 21)
34) Goodwill의 소재 확인 및 행방 추적 중 RIF 대사관 주변에 “상당수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주변에 위치한 인접 건물의 잘 보이지 않는 곳에”까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 이번에 새롭게 확인되었다. 그 중에는
고층빌딩에 설치되어 “일정한 한도 내”에서 “대사관 경내”를 촬영할 수 있었고, 이러한 “추가 설치”는 다른 나라 대사관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다. (para. 8)
35) 2018년 7월 2일 FRS 정부는 연일 반정부시위가 이어지는 RIF 대사관 주변의 “경비와 질서유지”를 위해, 즉 비엔나 협약
제22조 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는 대사관의 “존엄성 훼손(impairment of dignity)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FRS 외교부 대변인이 밝혔다. 또한 CCTV 설치지역을 “모두 고지할 의무”는 “국내법뿐 아니라 국제법
상으로도 없다”고 하였다. (para.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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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있다. 현지 관헌은 공관장의 동의 없이 공관지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공관 안의 비품, 기타
재산, 공관의 수송수단은 수색, 징발, 차압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특히 제22조제2항은 특수한
의무로서, 자국 내 외국인을 보호할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의무에 수렴한다는 의견도 있다.36)
비엔나 협약 성안 시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불가항력이나 묵시적 동의를 이유로 공관장
의 허가 없이 현지 관헌이 진입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은 배척되었으며, 따라서 비엔나 협약은 공관의
“절대적 불가침”을 규정했다고 해석된다. 또한 Tehran Hostage 사건에서 설시된바와 같이 외교관과 공관
의 불가침은 외교관계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다.37) 다만 오늘날 공관지역을 “치외법권지역” 또는 “외국
영토의 연장”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화재나 전염병 등의 긴급한 경우에는 공관장의 동의 없이 공관
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국제관습법상 인정된다는 주장도 있어 FRS 정부가 이를 원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반정부시위”의 경우 소음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공관의 업무를 방해할 소지가 있고, 그 수위에 따라
공관의 안녕과 품위의 손상과 연계될 수도 있겠지만, 국가 실행이 다양하기에 양쪽이 모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38) 따라서 접수국은 정치 의견 표현의 자유와 파견국에 대한 의무 간 균형을 도모해야
하며, 양국은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는지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개진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CCTV
를 통한 공관 내 감시 내지 촬영이 공관에 대한 불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일반적으
로 관찰이 되지 않는 영역을 고화질의 CCTV를 숨겨진 장소에 배치하여 촬영하고, 이를 다시 확대하여
분석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다면 공관에 대한 침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이미 공개된 장소에 불과하여 단지 인근 고층 빌딩에서 자연스럽게 촬영한 것이라면 그러한 침해의 성격
은 희박해 질 것이다. 어차피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도 쉽게 그 정도의 모습은 육안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CCTV”의 경우 오히려 접수국이 비엔나 협약 제22조의 의무를 수행하는 기제라고 주장되어질 수도
있겠다.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사건에서 ICJ가 판시하였듯이 접수국은 접수국
자체가 공관의 불가침을 지킬 의무도 있지만, 다른 주체가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의무도
있다.39) 이에 따라 FRS는 CCTV 배치가 반정부 시위 및 충돌의 증가로 인하여 경비소요가 대폭 증가한
RIF 대사관을 상대로 한 특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안전한 경비를 위하여 불가피하였음을 주장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1984년 St. James Square Incident와 같이 영국 주재 리비아 대사관 내 저격수의 오발로 인한 런던
경찰 소속이던 Yvonne Fletcher 경찰관이 사망한 사례를 볼 때, RIF에 대한 반정부시위 등으로 FRS의
경찰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공관의 불가침성에 예외가 적용될 여지도 있다.40) 그러나 인접국
36)
37)
38)
3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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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7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 356.
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 (United States of America v. Iran), Judgment, paras. 86, 91.
Denza, supra note 11, pp. 142-145.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사건, para. 342.
Behrens (ed.), supra note 8, pp. 176-177; Shaw, supra note 24, pp. 57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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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대한 반대 시위의 확산이 이러한 추가 감시 장비의 설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양한
반대의견도 제시될 수 있고, RIF가 이를 차용할 수 있을 것이다.41)
여기에서도 FRS 정부는 ILC 국가책임협약 초안 제24조 조난(Distress)이나 제25조 긴급피난(Necessity)
에 대한 원용을 시도할 수 있다. 조난의 경우에는 행위자가 조난 상황에 처하여 자신이나 그의 보호
하 맡겨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없는 상황(no other reasonable
way)”이 검토될 수 있다. 즉 Goodwill의 생명이 명확하게 위험한 상황이고, FRS가 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 원용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긴급피난의 경우 본질적 이익
(essential interest)은 중대하고 급박한(grave and imminent), 그리고 문제의 행위가 관련 국가인 RIF나
국제사회 전체의 본질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42) 또한 ILC 의 특별보고관도
“인간의 생명, 공공보건 혹은 재산에 대한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공관의 불가침에
대한 예외도 상정 가능하다는 점도 언급한 바 있다.43) 혹은 공관 내 범죄행위가 있었고 이러한 범죄행위
가 FRS의 핵심 이해관계를 저해한다면 역시 긴급피난을 원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44)

7. 유엔 헌장 제2조 7항과 국제관습법: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
한편 RIF는 상대국인 FRS가 다양한 경로로 RIF 국내정책을 비판하고45), 자국 영역 내 RIF 반정부단체
를 지원하고46), Goodwill의 실종에 대해 RIF 정부가 배후에 있음을 주장하는 FRS의 일련의 조치47)를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이다.48) RIF 국내문제에 FRS가 관여하고 이는 유엔 헌장 2조 7항에 규정된 국내문
제 불간섭 원칙을 위반한다는 취지가 될 것이다. 반면에 FRS는 자국 내 RIF 반정부단체의 활동은 FRS와
공식적인 관련이 없으며, 유엔 등 국제회의를 계기로 국제인권문제에 대한 정책을 표명하는 것이 타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양국은 “국내문제”
와 “간섭”의 해석을 달리 할 수도 있겠다. 통상 국내문제는 타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능이지만, 기본적 인권문제와 관련한 사안은 이미 그 자체가 국제문제화 되어 이에 대하여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이 적용될 수 없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간섭의 경계 역시 변용 가능할 것인데,
인권문제를 화두로 설정한다면 양국 간 의견이 크게 갈리는 쟁점이 될 것이다. RIF는 Nicaragua 사건
41) Chanaka Wockremasinghe, “Immunity of State Officials &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alcolm D. Evans (ed.), International
th
Law, 5 ed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pp. 354-355.
42) Behrens (ed.), supra note 8, p. 86.
43) Article 12 of the ‘Draft Articles on Diplomatic Intercourse and Immunities’, ILC Yearbook 1955 vol II, 16. 영문 번역은 UN
Doc A/ CN.4/ 9 참조, in Denza, supra note 11, p. 118.
44) Behrens (ed.), supra note 8, pp. 149, 161-165.
45) FRS 정부는 RIF 야당 지도자 수명에 대한 “정치적 망명신청을 허용”하였고, 이들 중 한 명은 FRS 국영 인터뷰 중 정치적
소신을 피력했다 (para. 4).
46) FRS 내 반대운동 핵심인물 David Goodwill은 과거 RIF 녹색개혁당의 당수였고,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다. 그리고 Goodwill은
FRS 정부 및 의외의 여러 인사들과 친분을 유지하여 FRS의 “정책결정에 간접적인 영향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para. 5).
47) 공관 내 녹음 내용을 해외 언론을 통해 “국제적으로 배포”하여, “RIF를 비난하는 국제 사회의 비난이 거세졌다.” RIF 정부의
“책임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이 중에는 RIF 정부기관원들이 Goodwill을 납치해 강제로 본국으로 송환했
거나 살해했으리라는 추측도 있었다. (para. 10).
48) 사건 보도 이후 RIF 대사관 주변의 반 RIF 시위 격화로 사설경비 회사를 고용하고, 반 RIF 보도에 대응하는 홍보 및 언론
활동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었다. (para. 25)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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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 205 등에서 판시된 위법한 개입의 범위를 원용하거나 확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오히려 Goodwill 면담과정에서 인지된 RIF 정부기관원들의 FRS 영역 내 활동49)50)이 FRS 영토주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RIF 관헌들이 FRS 내에서 사법집행 행위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묵인한 RIF 외교직원은 비엔나 협약 제41조, 즉 접수국의 국내법령 준수의무 및 외교사절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FRS는 역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도 2010 판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관지역은 법적으로 파견국의
해외 영토에 해당되지는 않으며51), 공관지역에도 접수국의 국내법은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FRS 국내
법에 위반된다고 제시된 RIF 정부기관원의 행위, 즉 다른 목적으로 FRS의 영토에 입국한 후 자국 대사관
을 이용하여 반정부 인사를 면담, 협박, 납치, 혹은 탄압한 행위는 비엔나 협약 제41조제3항에 저촉될
수도 있다. 이 조항은 공관지역은 국제법상 공관의 직무와 양립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 RIF는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약간의 긴장감이 흐르지는
하였지만 담담한 대화가 주를 이룬다는 점을 들어 협박, 납치, 탄압을 부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단순히
자국민을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국내 정세를 설명한 것이 사법집행작용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FRS에
대한 영토 주권의 침해나 RIF 외교공관의 부당한 사용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카쇼기 사건 이후 Callamard Report(A/HRC/41/36)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되었
다. 이 보고서에서는 카쇼기의 생명권 침해와 수사방해 등이 사우디의 국가책임을 발생시킨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물론 사우디는 해당 보고서를 수용하지 않았고 사실 관계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UN 특별 보고관과 여러 학자들에 의해 해당 보고서가 언급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서 이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해당 특별 보고관은 사우디의 행위가 국제위
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FRS 역시 RIF의 일련의 행위가 국제법상 공관
및 외교관의 직무와 양립하지 않으며, 국내문제라는 이유로 자국의 인권문제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RIF 주장을 배척하기 위한 주장을 전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우디 정부의 직접적인 관여와
개입이 명백히 들어난 카쇼기 사건과 비교하여 본 사안에서는 애매한 부분이 적지 않게 있다. 일단 해당
반체제 인사에 대한 신체의 위해나 살해 등의 과정이 입증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평온한 대화가 진행되
었다는 부분도 차이가 있다. 접수국이 파견국 공관 주변과 경내를 관찰하고, 대사관 내에서 진행된 대화내
용을 파악하고 녹음하게 된 경위도 분명하지만은 않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사안에서는 RIF와 FRS
양측 모두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전개하여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9) RIF 정부기관원들은 Goodwill에게 본국으로 귀국할 것을 요청하였고, Goodwill이 이를 거부하자 기관원 중 한 명은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을 생각하라는 언급도 했다. 그리고 본국에 있는 가족과 통화를 하도록 했다. 다만 신체적 위협이나 폭행은
녹음 파일에서 알 수 없으며, 간혹 RIF 정부의 통치 방식에 관한 일부 논쟁에서 긴장감이 감돌기는 했지만 대체로 담담한
어조로 1시간 동안 나눈 대화가 녹음되었다. (para. 9).
50) RIF 정부기관원의 행위는 FRS영역 내에서 발생했으며, Goodwill에 대한 “협박, 납치의 혐의”가 있다. 특히 “다른 목적으로
FRS에 입국”한 후 자국 대사관을 이용하여 반정부 인사를 탄압한 행위는 FRS 국내법 위반이라는 것이 FRS 정부의 입장이다.
(para. 21).
51) Aust, supra note 13, p.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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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목차

판례 색인
관할권 진술
제기된 문제 요약
사실 관계의 진술
변론의 요약
변론

I. FRS의 조치는 외교공관에 대한 통신의 불가침을 규정하고 있는 비엔나 협약 제27조 및 이와 관련되는
국제관습법 위반이다.

1. FRS의 조치는 비엔나 협약 제27조 1항 및 관련 국제관습법 위반이다.
1) FRS는 RIF 대사관의 통신의 자유를 허용하며 보호하여야 한다.
(1) 비엔나 협약 제27조 1항은 공관의 통신의 자유에 대해 규정한다.
(2) FRS는 RIF 대사관에 대해 제27조 1항상 의무를 다해야 한다.
2) 2018년 5월 8일 FRS 경찰간부에 의한 Goodwill과 RIF 정부기관원들 간의 대화 녹음 및 그 공개는
RIF 대사관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1) Goodwill과 대화를 나눈 RIF 정부기관원들은 공관직원에 포함된다.
(2) 문제의 대화는 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3) 문제의 대화는 제27조 1항의 적용 대상으로 FRS는 RIF 대사관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다.
2. FRS의 조치는 비엔나 협약 제27조 3항 및 관련 국제관습법 위반이다.
1) RIF 대사관의 외교행랑은 불가침성을 향유하므로 개봉되거나 유치될 수 없다.
(1) 비엔나 협약 제27조 3항은 외교행랑의 절대적 불가침성에 대해 규정한다.
(2) RIF 대사관의 외교행랑은 개봉되거나 유치되어선 안 된다.
2) 2018년 6월 5일 FRS 정부의 RIF 대사관의 외교행랑 개봉은 RIF 대사관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II. RIF 외교직원의 출국 제한은 외교관에 대한 이동 및 여행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비엔나 협약 제26
조 및 이와 관련되는 국제관습법 위반이다.

1. RIF 외교직원의 출국 제한은 비엔나 협약 제26조 및 관련 국제관습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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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IF 외교직원은 이동 및 여행의 자유를 포함한 외교면제와 특권의 향유 주체로 FRS는 이를 존중
할 의무를 진다.
(1) 비엔나 협약 제26조는 이동 및 여행의 자유에 대해 규정한다.
(2) Swadling 참사관과 Taser 서기관은 이동 및 여행의 자유를 향유한다.
2) Kimberly 국제공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출입이 금지 또는 규제된 지역으로 볼 수 없다.
(1) 제26조상 접수국이 취하는 규제는 극히 한정적이어야 한다.
(2) Kimberly 국제공항은 국가안전을 위해 출입이 금지 또는 규제되어야 할 지역으로 간주되기
어렵다.
III. RIF 외교직원의 출국을 다른 범죄인 인도와 연계시키는 것은 외교직원의 신체의 불가침을 규정하고
있는 비엔나 협약 제29조 및 이와 관련되는 국제관습법 위반이다.

1. FRS가 RIF 외교직원들의 출국과 범죄인인도를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출국을 계속해서 제한하는 것은 외교직원의
구금불가와 자유 및 존엄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비엔나 협약 제29조 및 관련 국제관습법 위반이다.
1) FRS는 RIF의 두 외교직원을 실질적 구금(effective detention)함으로써 비엔나 협약 제29조 1,
2문 및 관습법을 위반했다.
(1) 비엔나 협약 제29조는 사실상(de facto)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조치도 금지한다.
(2) FRS의 행위는 실질적 구금(effective detention)이므로 비엔나 협약 제29조 위반이다.
2) FRS는 RIF의 두 외교직원을 자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음으로써, 외교관의 자유
(freedom)와 존엄(dignity)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비엔나 협약 제29조 3문 및 관습법을
위반했다.
(1) FRS는 RIF 외교관의 자유(freedom)와 존엄(dignity)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2) FRS의 행위는 RIF 외교관들의 자유를 제한하여 자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듦
으로써 자유(freedom)와 존엄(dignity)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
2. FRS는 위와 같은 비엔나 협약 제29조 및 관습법 위반을 대항조치(countermeasure)라는 위법성조각사유를
원용하여 정당화할 수 없다.
1) 외교관계법은 자기완비적 체제(self-contained regime)로서 대항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비엔나 협약 제29조 및 관련 관습법은 ILC 책임초안 제50조에 따라 대항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대항조치가 가능하더라도, FRS의 비엔나 협약 제29조 위반행위는 대항조치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IV. RIF 외교직원의 출국을 타인의 범죄인 인도와 연계시키는 것은 외교직원에 대한 간접적인 형사처벌
에 해당하며 이는 비엔나 협약 제31조 및 이와 관련되는 국제관습법 위반이다.

1. FRS의 범죄인인도 연계조치와 수사협조요청행위는 비엔나 협약 제31조 1항 위반이다.
1) 비엔나 협약 제31조 1항 1문은 형사법원의 재판권행사뿐만 아니라, 수사당국의 수사(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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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ion) 개시도 금지하며, 나아가 그 의도 및 효과 측면에서 형벌적(penal in intent and
effect)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금지한다.
2) FRS의 범죄인인도 연계조치는 그 의도 및 효과 측면에서 형벌적인 조치이므로 비엔나 협약 제31
조 1항을 위반한다.
3) FRS의 RIF 외교관들에 대한 수사 협조 요청행위의 실질은 이들에 대한 수사 개시이므로 비엔나
협약 제31조 1항 1문 및 관습법에 위반된다.
2. FRS의 비엔나 협약 제31조 및 관습법 위반행위는 대항조치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V. CCTV 설치를 통한 RIF 대사관 활동의 감시는 공관의 불가침권을 침해하고 공관의 존엄성을 훼손하
여 비엔나 협약 제22조 및 이와 관련되는 국제관습법 위반이다.

1. CCTV 설치를 통한 RIF 대사관 활동의 감시는 비엔나 협약 제22조 및 관련 국제관습법 위반이다.
1) RIF 대사관은 FRS 내에서 불가침성을 향유하며 이는 절대적인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다. 그리고 불가침성과 관련해 FRS는 RIF 대사관에 대해 두 가지 의무를 부담한다.
2) 제22조 1항상 ‘진입’(enter)의 의미는 단순히 물리적 진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CCTV 설치
를 통한 대사관 경내 촬영은 진입에 해당한다.
(1) 조약 문언의 진화적 해석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제22조 1항상 ‘진입’은 물리적 진입만을 의미
하지 않는다.
(2) 비엔나 협약의 영문본과 불어본을 비교하더라도 제22조 1항상 ‘진입’의 의미는 물리적 진입만
을 의미하지 않는다.
(2) FRS의 CCTV 설치를 통한 RIF 대사관 경내 촬영은 제22조 1항상 ‘진입’에 해당하므로 FRS는
RIF 대사관의 불가침성을 위반했다.
3) RIF 대사관 주변에 대한 상당수의 CCTV의 ‘은밀한’ 설치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대사관 경내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관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라 간주될 수 없으며, 이는 오히려
RIF 대사관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1) 지나친 CCTV 설치는 RIF 대사관을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라 볼 수 없다.
(2) RIF 대사관 주변에 대한 지나친 CCTV 설치 및 은밀한 곳에의 설치와 일부 CCTV의 대사관
경내 촬영 가능 사실은 RIF 대사관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2. CCTV의 추가 설치가 여타의 대사관 주변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비엔나 협약 제47조 위반이다.
VI. 그간 다양한 경로로 RIF 국내정책을 비판하고, FRS 내 RIF 반정부단체를 지원하며, Goodwill
실종에 대하여 RIF 정부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유엔 헌장 제2조 7항에서 명문화하고
국제관습법이 확인하고 있는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 위반이다.

1. FRS는 RIF의 국내문제에 간섭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
2. FRS의 일련의 행위는 RIF의 국내문제에 대한 위법한 간섭이다.
26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9, Vol.18, No.4 (통권 제55호)

제11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팀 RIF국 변론서

1) FRS 정부가 여러 경로를 통하여 RIF 국내정책을 비판한 것은 불간섭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간섭이다.
2) FRS 내 RIF 반정부단체를 지원한 것은 불간섭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간섭이다.
3) Goodwill 실종에 대하여 RIF 정부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불간섭 원칙에 위배된다.

결론 및 해결방안

판례색인

■ 조약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1945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1945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1961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Treaties, 1969
■ 사법판결(Judicial Decisions) 및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

Case concerning rights of national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Morocco, Judgment, I.C.J. Reports
1952, p.176
Certain Questions of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Djibouti v. France), Judgment, I.C.J. Reports
2008, p. 177
Dispute regarding Navigational and Related Rights (Costa Rica v. Nicaragua), Judgment, I.C.J. Reports
2009, p.213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Judgment, I.C.J. Reports 1994, p.112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u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Merits, Judgment. I.C.J. Reports 1986, p.14
Territorial Dispute (Libyan Arab Jamahiriya/Chad), Judgment, I.C.J. Reports 1994, p.6
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 Judgment, I.C.J. Reports 1980, p.3
■ UN 문서

ILC, Draft articles on Diplomatic Intercourse and Immunities with commentaries (1958)
ILC,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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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C,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with commentaries
(2001)
UN Doc. A/RES/2131(XX) (1965)
UN Doc. A/RES/25/2625(XXV) (1970)
UN Doc. A/RES/29/3281(XXIX) (1974)
UN Doc. A/RES/36/103 (1981)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Study Group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at its fifty-eighth session,
1 May-9 June and 3 July-11 August 2006, A/CN.4/L.682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58, vol.I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66, vol.II
■ 국내･국외 문헌

1. 단행본
A. Cassese, International Law in a Divided World, (Oxford: Clarendon Press, 1986)
Eileen Denza, Diplomatic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Ivor Roberts, Satow’s Diplomatic Practic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B. Sen, A Diplomat’s Handbook of International Law and Practice. (Dordrecht: Martinus Nijhoff,
1988)
2. 기타 자료
서울행정법원 2017.8.14. 선고, 2017아12095 결정.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57 No.1

관할권 진술

Republic of Ivory Forest (이하 “RIF”)와 Federal Republic of Sunnyvale(이하 “FRS”)은 2018년 5월
8일 FRS 에서의 RIF 국민 Goodwill의 실종을 전후로 발생한 양국 간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위해 동년
9월 체결한 특별협정(compromis)의 제출을 통해 국제사법재판소 (이하 “ICJ”) 규정 제40조 1항에 합치하
는 방식으로 ICJ에 출정하였다. 이에 따라, 당해 재판소는 규정 제36조 1항에 의해 당해 분쟁에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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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된 문제 요약
1. FRS가 RIF 대사관에 들어간 Goodwill과의 통화를 녹음한 행위가 공관의 통신의 불가침성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2. FRS가 RIF의 외교행랑을 개봉한 행위가 외교행랑의 불가침성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3. FRS가 RIF 참사관 및 서기관의 출국을 Kimberly 국제공항에서 저지하여 공항 밖으로 인도한 행위가
외교관의 이동 및 여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
4. FRS가 RIF 정부기관원들의 인도를 RIF 외교관들의 출국을 허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요구함으로써
양자를 연계시킨 행위가 외교관의 신체불가침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5. FRS가 RIF 정부기관원들의 인도를 RIF 외교관들의 출국을 허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요구함으로써
양자를 연계시킨 행위가 외교관의 신체불가침을 침해한 것이라면, 대항조치(countermeasure)에 해당
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6. FRS가 RIF 정부기관원들의 인도를 RIF 외교관들의 출국을 허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요구함으로써
양자를 연계시키고, RIF 외교관들에 대해 수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 행위가 외교관의 형사관할권
면제규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7. FRS가 RIF 정부기관원들의 인도를 RIF 외교관들의 출국을 허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요구함으로써
양자를 연계시키고, RIF 외교관들에 대해 수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 행위가 외교관의 형사관할권
면제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면, 대항조치(countermeasure)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8. RIF 공관 주변에 그 경내까지도 촬영할 수 있는 CCTV를 포함하여 상당수의 CCTV를 설치한
FRS의 행위가, 공관에 대한 진입을 구성하여 공관의 불가침성을 침해하는지 및 공관의 존엄성 훼손
(impairment of dignity)에 해당하는지 여부
9. RIF 공관 주변에 그 경내까지도 촬영할 수 있는 CCTV를 포함하여 상당수의 CCTV를 설치한 FRS의
행위가, 경비 및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공관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접수
국의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
10. 타국 공관들과 달리 유독 RIF 공관 주변에만 광범위하게 CCTV를 설치한 FRS의 행위가 차별적
조치로서 비엔나 협약 제47조 위반인지 여부
11. RIF 국내정책을 비판하고, RIF 반정부단체를 지원하며, Goodwill 실종에 RIF 정부의 책임을 주장한
FRS의 행위들이 관습법상 불간섭원칙 위반인지 여부

사실 관계의 진술

Republic of Ivory Forest(“RIF”)와 Federal Republic of Sunnyvale(“FRS”)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RIF 군부의 국가 운영 관여에 반대하는 RIF 야당 지도자들이 FRS로 망명하여 반대활동을 계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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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양국 관계는 최근 더욱 악화되었다.
FRS 내 이러한 반대 운동의 핵심 인물은 과거 RIF 녹색개혁당의 당수를 지내며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
였던 David Goodwill이다. 2018년 5월 8일 Goodwill은 여권의 갱신을 위하여 FRS 수도 Kimberly에 소재
한 RIF 대사관을 방문하였으나 이후 행방이 묘연하다. FRS는 Goodwill의 실종과 관련하여 RIF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RIF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RIF 대사관 주변에 상당수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일부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거나 RIF 대사관 주변을 보다 정밀하게 조감하고 대사관 경내까지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실종 2주 경과 후 RIF 대사관 내에서의 일련의 상황과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 FRS언론에 배포되었
다. 녹음 내용은 Goodwill이 RIF 본국에서 파견된 정부기관원들과 나눈 대화를 포함하고 있다. 녹음
경위와 관련하여 FRS 정부는 5월 7일 Goodwill이 FRS 경찰 고위간부에게 연락하여 RIF 대사관 방문
계획을 알렸고 해당 경찰간부는 8일 Goodwill이 대사관 안에서 전화를 건 채로 대화를 시작하자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이를 녹음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FRS 정부는 Goodwill 실종 사건에 대해 적극적 수사 의지를 밝히며 필요하다면 RIF 정부담당자 및
대사관 직원들에 대해서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할 방침이라고 천명하였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6월
2일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 RIF의 참사관과 서기관이 출국을 시도하였다. William
Swadling 참사관과 James Taser 서기관은 Kimberly 국제공항에서 비행기 탑승 직전 FRS 경찰관에 의해
출국이 저지되어 공항 밖으로 인도되었고 RIF 대사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둘은 특별히 경찰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거하지 않고 별다른 물리적 충돌 없이 대사관으로 복귀하였다.
또한 FRS 정부는 Goodwill의 협박, 납치 혐의가 있는 RIF 정부기관원들의 인도를 요청하였다. FRS
정부는 이들의 인도 시까지 Goodwill 사건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RIF 참사관과 서기관에 대한 FRS 사법당국의 수사 협조 요청은 필요하며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FRS와
RIF가 별도의 양자간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고 있지는 않다.
2018년 6월 5일 FRS 정부는 본국으로 향하던 RIF 대사관의 외교행랑을 개봉하였다. RIF 담당자는
별다른 저항 없이 외교행랑을 FRS 경찰에 내어주었으며 이 담당자는 RIF 대사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으
로 주로 대사관 차량의 운전과 물자의 운송을 담당하고 있다.
양국은 이 과정에서 서로 적지 않은 금전적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였다. 분쟁이 악화되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2018년 9월 양국은 특별협정을 체결하여 이 분쟁을 ICJ에 회부하기로 합의하
였다.

변론의 요약

첫째, FRS 경찰관에 의한 Goodwill과의 통화녹음 및 공개행위는 공관의 통신의 불가침을 침해하였다.
Goodwill과 대화를 나눈 정부기관원들은 공관직원에 포함되고, 해당 대화는 공적 목적에서 이루어졌으므
로 비엔나 협약 제27조 1항의 적용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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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FRS의 RIF 외교행랑 개봉행위는 외교행랑의 불가침성을 침해하였다. 외교행랑이 향유하는 불가
침성은 절대적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개봉될 수 없다.
셋째, FRS가 RIF 참사관 및 서기관의 출국을 저지한 행위는 외교관이 향유하는 이동 및 여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비엔나 협약 제26조상의 국가안보지역 예외는 극히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출국저지
행위가 발생한 Kimberly 국제공항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해당 외교관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른 행위는 해당 특권의 포기로 간주될 수 없다.
넷째, FRS가 RIF 정부기관원들의 인도와 RIF 외교관들의 출국을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RIF 외교관들의
출국을 제한한 행위는 실질적 구금에 해당하고, 외교관의 자유와 존엄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외교관의 신체불가침을 침해하였다.
다섯째, FRS는 외교관 신체불가침을 침해한 자국의 행위에 대하여 이것이 대항조치라고 주장하나,
외교관 신체불가침을 침해한 행위는 대항조치라는 명목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여섯째, FRS가 RIF 정부기관원들의 인도와 RIF 외교관들의 출국을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RIF 외교관들
의 출국을 제한한 행위는 그 의도와 효과 측면에서 형벌적인 조치로서 외교관의 형사관할권 면제규칙을
위반하였다.
일곱째, RIF 외교관들에 대한 FRS의 수사협조요청행위는 그 실질이 이들에 대한 수사개시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수사개시는 외교관의 형사관할권 면제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여덟째, FRS는 RIF 외교관들에 대한 자국의 수사협조요청행위가 대항조치로서 정당화된다고 주장하
나, 외교관의 형사관할권 면제규칙을 위반한 행위는 대항조치라는 명목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아홉째, 비엔나 협약 제22조 1항이 금지하는 ‘진입’은 단지 물리적 진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를 촬영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FRS가 RIF 공관주변에 공관 경내까지 촬영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한
행위는 공관 불가침성을 침해한 것이다.
열째, 지나치게 많은 수의 CCTV를 은밀한 곳에 설치하고, 그 중 일부는 RIF 공관 경내까지도 촬영할
수 있도록 한 FRS의 행위는 접수국으로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RIF 공관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이다.
열한째, 다른 국가의 공관과는 달리 RIF 공관주변에만 광범위하게 CCTV를 설치한 행위는 차별적
조치로서 비엔나 협약 제47조를 위반하였다.
열두째, RIF 국내정책을 비판하고, RIF 반정부단체를 지원하며, Goodwill 실종에 대한 RIF 정부의
책임을 주장한 FRS의 행위는, 타국의 국내당국을 압박하고, 타국 정부와 그 국민간의 관계에 개입하였으
며, 타국에 해로운 단체의 활동을 지원한 것으로서 관습법상 불간섭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변론

I. FRS의 조치는 외교공관에 대한 통신의 불가침을 규정하고 있는 비엔나 협약 제27조 및 이와 관련되는
국제관습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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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RS 경찰관에 의한 통화 녹음행위는 비엔나 협약 제27조 1항 및 관련 국제관습법 위반이다.
1) FRS는 RIF 대사관의 통신의 자유를 허용하며 보호하여야 한다.
(1) 비엔나 협약 제27조 1항은 공관의 통신의 자유에 대해 규정한다.
비엔나 협약 제27조 1항은 접수국으로 하여금 공용을 위한 공관의 자유로운 통신(free communication)
을 허용하며 보호할 것을 규정한다.1) 이는 Tehran Hostages 사건에서 국제관습법적 지위를 확인 받은
바 있다.2) 이러한 통신의 자유는 일차적으로는 공관과 본국 간의 통신에 관한 것이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접수국 내의 파견국민과의 통신, 국제기구와의 통신 등에까지 확장 적용되는 것으로 인정되
고 있다.3)
(2) FRS는 RIF 대사관에 대해 제27조 1항상 의무를 다해야 한다.
FRS 수도 Kimberly에 소재한 RIF 대사관은 양국 간 상호 합의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4) FRS는 동
협약 및 국제관습법에 따라 RIF 대사관의 통신의 자유를 허용하며 보호하여야 한다. 이는 FRS가 자국
내 위치한 타국 외교공관의 통신의 내용을 파악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자가 이를
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해야 함5)을 의미한다.
2) 2018년 5월 8일 FRS 경찰간부에 의한 Goodwill과 RIF 정부기관원들 간의 대화 녹음 및 그 공개는
RIF 대사관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1) Goodwill과 대화를 나눈 RIF 정부기관원들은 공관직원에 포함된다.
비엔나 협약은 일정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파견국이 자유로이 공관직원을 임명할 수 있음을 규정
하고 있다.6) 이때 공관장의 경우에는 파견 전 접수국으로부터 ‘아그레망’(agrément)을 받아야 하지만,7)
그 이외의 공관직원의 임명 및 파견에 대해서는 접수국의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파견국은 외교직원의 임명에 관해 접수국에 ‘적절한 통고’(due notification)를 해야 한다.8) 그러나
‘적절한’은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 등을 예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고가 ‘사전에 명단을 제출하는’(to
submit their names in advance) 등의 엄격한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다.9) 접수국은 외교직원의 임명에
대해 불만이 있을 시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 선언을 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외교직원 임명권은
파견국의 ‘완전한 재량에 달려 있다’(entirely at the discretion)고 인식되는 것이다.10) 한편 동 협약 제3조
1항은 외교공관의 직무를 ‘예시’하고 있을 뿐이므로,11) ‘공관’이 동 조에 명시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외교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관 내 활동이 명백하게 ‘공적’이며 상업적 이익 발생의
여지가 없을 경우 외교공관의 직무로 간주될 수 있다.12)
1)
2)
3)
4)
5)
6)
7)
8)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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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이하, “비엔나 협약”), Art. 27(1)
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 Judgment, I.C.J. Reports 1980, p.3, para.62. (이하, Tehran Hostages case)
B. Sen, A Diplomat’s Handbook of International Law and Practice. (Dordrecht: Martinus Nijhoff, 1988) p.130.
비엔나 협약, Art. 2
Eileen Denza, Diplomatic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p.183.
비엔나 협약, Art. 7
비엔나 협약, Art. 4
비엔나 협약, Art. 5(1)
Sen, supra note 3, pp. 41-42.
Ibid.
Ivor Roberts, Satow’s Diplomatic Practic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p.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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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RIF 정부기관원들은 자국민인 Goodwill을 대함에 있어 FRS 내에서 RIF를 대표하기 위해
파견되어 일종의 ‘외교공관직무’를 수행하는 외교직원이라 볼 수 있다.
(2) 문제의 대화는 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제27조 1항은 허용 및 보호 대상으로서의 ‘공관’의 통신이 ‘공적 목적을 위할 것’(for all official purposes)
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적’이라 함은 문제의 활동이 파견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뤄졌을 것을 의미한
다. 본국에서 파견된 정부기관원들은 정부를 대변하여 자국민인 Goodwill과 대화한 것이므로 문제의
대화는 ‘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문제의 대화는 제27조 1항의 적용 대상으로 FRS는 RIF 대사관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다.
종합하면, RIF 정부기관원들이 RIF 대사관 내에서 Goodwill과 나눈 대화는 ‘공용’을 위한 ‘공관’의
통신으로, 제27조 1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접수국인 FRS는 자국 내 위치한 타국 외교공관
의 통신의 내용을 파악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자가 이를 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13) 그런데 FRS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RIF 대사관 내 이뤄진 대화를 녹음함으로써 사실상 도청(de facto interception of communications)
을 행하였고, 또한 그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제27조 1항 및 관련 국제관습법을 위반했다.
2. FRS 정부가 본국으로 향하던 RIF 대사관의 외교행랑을 개봉한 행위는 비엔나 협약 제27조 3항 및 관련 국제관습
법 위반이다.
1) RIF 대사관의 외교행랑은 불가침성을 향유하므로 개봉되거나 유치될 수 없다.
(1) 비엔나 협약 제27조 3항은 외교행랑의 절대적 불가침성에 대해 규정한다.
외교행랑(diplomatic bag)은 개봉(opened)되거나 유치(detained)되어선 안 된다.14) 이때, 동 조 4항은 외
교행랑의 외부적 요건으로서 그 특성을 나타내는 식별 가능한 표지(visible external marks of its character)
를 달 것을 요구하며, 내부적 요건으로서 공용을 목적으로 한 외교문서나 물품만을 넣을 것을 요구한다.15)
3항과 4항의 순서는 1958년도 초안에서 1957년도 초안과 달라졌는데,16) 이는 외부적 요건을 충족한 외교
행랑의 경우 조건 없이, 즉 내부적 요건의 실질적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보호를 받아야 함, 다시 말해
절대적 불가침성을 향유함을 시사하기 위해서였다.17)
(2) RIF 대사관의 외교행랑은 개봉되거나 유치되어선 안 된다.
RIF 대사관의 외교행랑은, 외교신서사(diplomatic courier)로 간주되는 데 어떠한 의심의 여지도 없는
자 - RIF 대사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으로 주로 대사관 차량의 운전과 물자의 운송을 담당하는 자 –
에 의해 운반되었고 이에 더해 외부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조건 없는 불가침성을 향유하므로, 개봉되
12)
13)
14)
15)
16)

Denza, supra note 5, p.35.
Ibid., p.183.
비엔나 협약, Art. 27(3)
비엔나 협약, Art. 27(4)
ILC, Draft articles on Diplomatic Intercourse and Immunities with commentaries (1958) (이하, “ILC 외교면제초안 주석서”),
Art. 25 Commentary (1)
17) Denza, supra note 5, p.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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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유치되어선 안 된다.
2) 2018년 6월 5일 FRS 정부의 RIF 대사관의 외교행랑 개봉은 RIF 대사관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RIF 대사관의 외교행랑이 설사 공용을 목적으로 한 외교문서 및 물품 외의 것을 담고 있다고 할지라도,
허가되지 않은 내용물이 있다는 의심은 외교행랑의 개봉을 정당화할 수 없다.18) 심지어 외교행랑의 남용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할지라도 그의 개봉 또는 유치를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19) 따라서, FRS 정부
의 RIF 대사관의 외교행랑 개봉은 그 불가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RIF 대사관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II. RIF 외교직원의 출국 제한은 외교관에 대한 이동 및 여행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비엔나 협약 제26
조 및 이와 관련되는 국제관습법 위반이다.

1. RIF 외교직원의 출국 제한은 비엔나 협약 제26조 및 관련 국제관습법 위반이다.
1) RIF 외교직원은 이동 및 여행의 자유를 포함한 외교면제와 특권의 향유 주체로 FRS는 이를 존중할
의무를 진다.
(1) 비엔나 협약 제26조는 이동 및 여행의 자유에 대해 규정한다.
비엔나 협약 제26조는 일정한 조건하 접수국으로 하여금 모든 ‘공관원’(members of the mission)에
대하여 접수국 영토에서의 이동과 여행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규정한다.20) 이는 공관직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편의(facilities) 중 하나로21), Tehran Hostages 사건에서 국제관습법적 지위를 확인 받은
바 있다.22)
(2) Swadling 참사관과 Taser 서기관은 이동 및 여행의 자유를 향유한다.
RIF의 William Swadling 참사관과 James Taser 서기관은 ‘외교직원’(members of the diplomatic staff)23)
으로서 제26조상 ‘공관원’24)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FRS 내에서 이동 및 여행의 자유를 포함한 외교면제
와 특권을 향유한다. 따라서 FRS는 두 외교직원에 대해 이동 및 여행의 자유를 존중할 의무를 진다.
2) Kimberly 국제공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출입이 금지 또는 규제된 지역으로 볼 수 없다.
(1) 제26조상 접수국이 취하는 규제는 극히 한정적이어야 한다.
제26조는 예외적 상황으로서 ‘국가안전을 이유로 출입이 금지되어 있거나 또는 규제된 지역에 관한
법령’이 존재하는 경우를 명시한다. 그러나 접수국이 국가안전을 위해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더
라도, 외교면제와 특권이 공관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떠한 규제도
본 협약의 목적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25) 즉, 그러한 규제가 “이동과 여행의 자유를 공허하게 만들 정도로
18)
19)
20)
21)
22)
23)
24)
34

Ibid., p.198.
Ibid., p.202.
비엔나 협약, Art. 26
ILC 외교면제초안 주석서, Art. 24 Commentary
Tehran Hostages case, para.62.
비엔나 협약, Art. 1(d)
비엔나 협약, Art.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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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 be so extensive as to render freedom of movement and travel
illusory).26) 비엔나 협약 성안 과정을 다룬 ILC의 Yearbook(1958)을 보면, 이동 및 여행의 자유와 관련하
여 공관원만을 대상으로 규제를 설정하여서는 안 되며 일반 대중(general public)을 상대로 그러한 규제가
설정되었을 때 비로소 해당 자유에 대한 제한이 이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27) 일반적으로 군사 안보
지역 및 국경 지역 등 국가 안보와 긴밀한 연관을 갖거나 폭동 및 반란이 발생한 지역 등 공관원의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큰 지역에 대한 규제 등이 합리적인 것으로 인식된다.28) 국가 관행을 보더라도 관련
규제의 적용은 특히 냉전 종식 이후‘극히 한정적’(extremely limited)이어 왔고, 이동 및 여행의 자유는
광범위하게 허용되어 왔다.29)
(2) Kimberly 국제공항은 국가안전을 위해 출입이 금지 또는 규제되어야 할 지역으로 간주되기 어렵다.
FRS가 RIF 외교직원의 이동 및 여행의 자유를 침해함에 있어 관련 국내법령 및 규제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Kimberly 국제공항은 국가안전을 위해 출입이 금지 또는 규제되어야
할 지역으로 간주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국제’공항은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로, 현행범
체포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 개인의 출국 저지 및 공항 밖으로의 인도를 상상할 수 없다.
즉 FRS는 RIF 외교직원을 특정하여 Kimberly 국제공항에 대한 규제를 설정한 것이므로 이는 이들이
누리는 이동 및 여행의 자유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출국하고자 했던 RIF 외교직원에
대한 FRS 경찰에 의한 방해 및 공항 밖으로의 인도는 RIF 외교직원의 본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이들이 누리는 이동 및 여행의 자유를 침해했다.
III. RIF 외교직원의 출국을 다른 범죄인 인도와 연계시키는 것은 외교직원의 신체의 불가침을 규정하고
있는 비엔나 협약 제29조 및 이와 관련되는 국제관습법 위반이다.

1. FRS가 RIF 외교직원들의 출국과 범죄인인도를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출국을 계속해서 제한하는 것은 외교직원의
구금불가와 자유 및 존엄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비엔나 협약 제29조 및 관련 국제관습법 위반이다.
1) FRS는 RIF의 두 외교직원을 실질적으로 구금(effective detention)함으로써 비엔나 협약 제29조 1,
2문 및 관습법을 위반했다.
(1) 비엔나 협약 제29조는 사실상(de facto)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조치도 금지한다.
비엔나 협약 제29조 2문은 외교관 신체불가침의 한 내용으로서 외교관은 그 어떤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any form of arrest or detention)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0). 이 규정은 국제관습법을
반영하고 있다.31)“Any form”이라는 문구가 암시하는 것처럼, 여기에서의 체포나 구금은 사법당국 및
경찰당국에 의한 신체억류 조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에서 사실상(de facto)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일체의 조치를 말하는 것이다. 우선 체포 또는 구금의 목적과 관련하여, 수사 및 공소제
25)
26)
27)
28)
29)
30)
31)

ILC 외교면제초안 주석서, Art. 24 Commentary
Ibid.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58, vol.I, p.137.; Statement of Mr. Yokota.
Sen, supra note 3, p.127.
Denza, supra note 5, p.176.
비엔나 협약, Art.29.
Tehran Hostages case, para.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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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목적을 위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일시적으로 가두는 형사사법적 신병확보는 물론이고, 일시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반행정기관의 행정처분도 포함한다. 다음으로 구금(detention)의 범위와 관련
하여, 감금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제한된 공간에 감금하는 조치일 것이 요구되지 않으며, 실질적 구금
(effective detention)도 포함된다.32) ICJ도 Tehran Hostages 사건에서, 대리대사 및 외교부 소속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편의제공(necessary protection and facilities)을 중지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부처청사
(Ministry) 내에서의 구금(detention)을 구성함으로써 비엔나 협약 제29조에 대한 계속적인 위반(continuing
breach)이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33)
(2) FRS의 행위는 실질적 구금(effective detention)이므로 비엔나 협약 제29조 위반이다.
FRS 정부는 RIF의 두 외교직원의 출국을 금지하면서, 오직 RIF가 두 명의 정부기관원을 인도하여
줄 경우에만 이들의 출국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하고 있다. 이는 RIF 외교직원들을 제한된
특정 장소에 명백하게 감금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들의 신체의 자유를 사실상(de facto) 박탈하는
것으로, 제29조 2문이 금지하는 실질적 구금(effective detention)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실질적 구금은 RIF의 두 외교관을 FRS가 인질로 잡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위로서 비엔나 협약
제29조 2문 및 관습법의 명백한 위반이다. 그리고 비엔나 협약 제29조 2문은 동조 1문의 불가침성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서, 2문을 위반한 FRS는 제29조 1문 역시 위반하였다.
2) FRS는 RIF의 두 외교직원을 자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음으로써, 외교관의 자유
(freedom)와 존엄(dignity)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비엔나 협약 제29조 3문 및 관습법을
위반했다.
(1) FRS는 RIF 외교관의 자유(freedom)와 존엄(dignity)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비엔나 협약 제29조 3문은 접수국이 외교관의 신체, 자유, 존엄에 대한 여하한 공격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4) 이 조문은 국제관습법을 반영하고 있다.35)
이 조항에 의거하여 접수국은 외교관의 명예와 존엄(honour and dignity)을 보호할 의무를 지며36) 외교관
의 자유(freedom)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 ICJ는 Questions of Mutual Assistance 사건37)에서, 비엔나 협약
제29조에 의해 접수국은 사인들에 의해 발생 가능한 행위들을 억제할 방지의무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기관들이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보장할 적극적 의무(positive obligations)도 지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2) FRS의 행위는 RIF 외교관들의 자유를 제한하여 자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듦으로써
자유(freedom)와 존엄(dignity)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
FRS는 RIF 정부기관원 2인의 인도라는 자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국에 파견된 RIF의 외교관
들을 자국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한 일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FRS는 자국의 목적 달성을
32)
33)
34)
35)
36)

Denza, supra note 5, p.221.
Tehran Hostages case, para.78.
비엔나 협약, Art.29
Tehran Hostages case, para.62.
Certain Questions of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Djibouti v. France), Judgment, I.C.J. Reports 2008, p. 177, para.174.
(이하, Questions of Mutual Assistance case)
37) Questions of Mutual Assistance case, para.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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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외교관들의 자유를 박탈하여 그들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상을 수단화하는 행위는
명예 및 존엄을 보호할 의무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는 자국의 기관들이 외교관의 명예와
존엄(honour and dignity) 그리고 자유(freedom)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할 접수국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비엔나 협약 제29조 3문 및 관련 국제관습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2. FRS는 위와 같은 비엔나 협약 제29조 및 관습법 위반을 대항조치(countermeasure)라는 위법성조각사유를
원용하여 정당화할 수 없다.
1) 외교관계법은 자기완비적 체제(self-contained regime)로서 대항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기완비적 체제란 일국이 그 체제에 속하는 규칙을 위반한 경우 다른 국가들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수단이 그 체제 내에 구비되어 있어서, 위반에 대응하는 일반법상의 수단들(대항조치)이 배제되는
체제를 말하는 것이다.38) ICJ는 외교관계에 관한 일련의 규칙들이 자기완비적 체제라고 인정한 바 있
다.39) 그러므로 일국이 면제를 남용하는 등 외교관계법을 먼저 위반하는 경우라도 일반국제법상의 대항
조치와 같은 체제 외부의 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40)
FRS는 RIF가 먼저 비엔나 협약 제41조상의 공관남용금지 규칙을 위반하였으므로 대항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외교관계법은 하나의 자기완비적 체제를 구성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대항조치
를 취할 수 없다. 따라서 FRS의 비엔나 협약 제29조 위반행위는 대항조치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2) 비엔나 협약 제29조 및 관련 관습법은 ILC 책임초안 제50조에 따라 대항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ILC 책임초안 제50조 2항 (b)호에 따르면, 대항조치는 외교공관 및 영사관의 불가침성, 외교관과 영사,
외교문서 등의 불가침성에 관하여는 취해질 수 없다.41) 동 조항은 의무위반국이 먼저 위반한 규칙이
외교관계법상 규칙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대항조치는 외교면제 규칙을 위반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됨을 규정하고 있다.42) ILC에 따르면 동 조항의 도입취지는 각국에 파견되어 있는
외교관들이 “잠재적 인질 상태”(resident hostages)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43) 또한 제50조 2항
(b)호의 적용범위는 관할권 면제(jurisdictional immunity)를 포함하여 외교관 등의 신체적 안전 및 불가침
성(physical safety and inviolability)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의무들이다.44) 비엔나 협약 제29조 및 관련
관습법에 따른 외교관 신체 불가침은 신체적 안전 및 불가침성(physical safety and inviolability)에 해당하
므로 제50조 2항 (b)호의 적용범위에 든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비엔나 협약 제29조 및 관련 관습법상의
신체불가침 규칙은 제50조 2항 (b)호에 의해 대항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규칙이므로, 그 위반행위는 대항조
치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38)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Study Group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at its fifty-eighth session, 1 May-9 June and
3 July-11 August 2006, A/CN.4/L.682, p.81, para.152.
39) Tehran Hostages case, para.86.
40) United Nations, supra note 38, p.66, para.125.
41) ILC,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2001) (이하, “ILC 책임초안”), Art. 50(2)(b)
42) ILC,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with commentaries (2001) (이하, “ILC 책임초안
주석서”), Art. 50, Commentary (11), (15)
43) ILC 책임초안 주석서, Art. 50 Commentary (15)
44) ILC 책임초안 주석서, Art. 50 Commentary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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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항조치가 가능하더라도, FRS의 비엔나 협약 제29조 위반행위는 대항조치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어떤 의무위반행위가 대항조치로 인정받아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대항조치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45) ILC 책임초안에 따르면, 대항조치는 가능한 한 위반된 의무의 이행을 재개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취해져야 하고46), 비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47)
그러나 FRS는 RIF가 외교공관을 외교직무와 양립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하였
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대항조치를 통해 이행시키려고 하는 것은 RIF 정부기관원들의 인도이다.
따라서 FRS가 대항조치라고 주장하는 조치는 위반된 의무의 이행을 재개시키는 방법으로 취해지지
않았다.
또한 외교공관의 남용과 Goodwill의 실종으로 FRS가 입은 피해는 명확하지 않은 반면, RIF 외교관들은
사실상 인질이 되어 신체불가침, 더 나아가 신체의 자유라는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하였다. 그러므로
FRS의 조치는 비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FRS의 제29조 위반행위는 대항조치의 명목으
로 정당화될 수 없다.

IV. RIF 외교직원의 출국을 타인의 범죄인 인도와 연계시키는 것은 외교직원에 대한 간접적인 형사처벌
에 해당하며 이는 비엔나 협약 제31조 및 이와 관련되는 국제관습법 위반이다.

1. FRS의 범죄인인도 연계조치와 수사협조요청행위는 비엔나 협약 제31조 1항 위반이다.
1) 비엔나 협약 제31조 1항 1문은 형사법원의 재판권행사뿐만 아니라, 수사당국의 수사(criminal
investigation) 개시도 금지하며, 나아가 그 의도 및 효과 측면에서 형벌적(penal in intent and effect)
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금지한다.
비엔나 협약 제31조 1항 1문은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관할권(criminal jurisdiction)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8) 동 조항은 국제관습법을 반영하고 있다.49)형사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는
민사, 행정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와는 달리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완전한(complete) 면제이다.50)비엔나
협약 제31조 1항 1문이 말하는 형사관할권(criminal jurisdiction)이란 형사법원의 재판권행사만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기관 내지 경찰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체의 형사적 조치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형사재판에 앞서 이루어지는 범죄수사(criminal investigation), 기소(prosecution)도 포함
되며, 형사재판 이후에 이루어지는 교정 및 행형조치, 보안처분 등도 포함된다. 형사재판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그 의도와 효과 측면에서 형벌적인(penal in intent and effect) 조치 역시도 포함된다.51) ICJ는
Tehran Hostages 사건52)에서 외교관들을 재판 또는 수사(trial or investigation)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의도

45)
46)
47)
48)
49)
50)
51)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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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C 책임초안, Art. 22
ILC 책임초안, Art. 49(3)
ILC 책임초안, Art. 51
비엔나 협약, Art.31(1).
Tehran Hostages case, para.45.
ILC 외교면제초안 주석서, Art. 29 Commentary (4)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57 No.1, p.552.
Tehran Hostages case, para.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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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실화(put into effect)된다면 그것만으로 비엔나 협약 제31조 1항의 중대한 위반(grave breach)을 구성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비엔나 협약 제31조 위반이 성립하며, 반드시 공소제
기를 통해 형사재판이 진행되어야만 제31조 1항 위반인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2) FRS의 범죄인인도 연계조치는 그 의도 및 효과 측면에서 형벌적인 조치이므로 비엔나 협약 제31조
1항을 위반한다.
FRS는 RIF 정부기관원 2인의 인도가 있기 전까지는 두 RIF 외교관들의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
고 있다. 첫째로 이 조치의 의도를 보면, RIF 정부기관원들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RIF 외교관들을 사건의
공범자로 기소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려는 동기를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 둘째로 이 조치의 효과를
보면, 이는 일차적으로 출국금지조치의 효과를 갖는데, 대부분 국가에서 출국금지는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 및 기소에 있어 긴박한 필요가 있을 때 적용되는 사전절차로서 운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조치는 실질적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RIF 외교관들의 출국과 범죄인인도를
연계시킨 행위는 의도와 효과 측면에서 형벌적 조치(penal measure)인바, 그 자체만으로 비엔나 협약
제31조 1항 1문 및 관습법의 위반을 구성한다.
3) FRS의 RIF 외교관들에 대한 수사 협조 요청행위의 실질은 이들에 대한 수사 개시이므로 비엔나
협약 제31조 1항 1문 및 관습법에 위반된다.
FRS는 RIF 외교관들에 대해서 단지 수사 협조 요청을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그것은 표면상의
표현일 뿐, FRS는 RIF의 외교직원들을 Goodwill 사건의 공범자들로 인식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이들을
잠재적 처벌대상자로 파악하고 피의자로 전환, 수사(criminal investigation)를 개시한 것이다. 즉 FRS 정부
의 RIF 외교관들에 대한 수사 협조 요청의 실질은 이들에 대한 수사 개시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RIF 외교관들에 대한 수사 개시는 비엔나 협약 제31조 1항 1문 및 관습법의 위반을
구성한다.
2. FRS의 비엔나 협약 제31조 및 관습법 위반행위는 대항조치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외교관계법은 자기완비적 체제인 점, 비엔나 협약 제31조에 따른 관할권
면제(jurisdictional immunity)는 책임초안 제50조 2항 (b)호의 적용범위에 해당53)하여 대항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FRS의 비엔나 협약 제31조 및 관습법 위반행위는 대항조치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V. CCTV 설치를 통한 RIF 대사관 활동의 감시는 공관의 불가침권을 침해하고 공관의 존엄성을 훼손하
여 비엔나 협약 제22조 및 이와 관련되는 국제관습법 위반이다.

1. CCTV 설치를 통한 RIF 대사관 활동의 감시는 비엔나 협약 제22조 및 관련 국제관습법 위반이다.
1) RIF 대사관은 FRS 내에서 불가침성을 향유하며 이는 절대적인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다. 그리고 불가침성과 관련해 FRS는 RIF 대사관에 대해 두 가지 의무를 부담한다.
53) ILC 책임초안 주석서, Art. 50 Commentary (14)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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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협약 제22조는 공관지역(premises of the mission)54)의 불가침성(inviolability)을 규정한다.55)
이는 Tehran Hostages 사건에서 국제관습법적 지위를 확인 받은 바 있다.56) RIF 대사관은 ‘공관의 목적을
위해’(for the purposes of the mission) 사용되는 건물로서 공관지역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제22조 및
국제관습법 상 불가침성을 향유한다. 한편 이러한 공관지역의 불가침성은 동 협약 성안과정57)에서 잘
드러나 있듯, 절대적 성격(absolute character)을 가지므로 긴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공관장의 동의 없이는
접수국 관헌은 공관지역에 진입할 수 없다.
접수국의 관점에서 동 조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58) 첫째, 동 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
접수국은 자국 관헌이 어떤 공적 목적하에서든 공관지역에 진입하지 않을 의무를 지닌다. 둘째, 동 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듯, 접수국은 어떠한 침해 또는 손상에 대하여도 공관지역을 보호하고 안녕을 교란시
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special duty)를 지닌다.
이에 따라 FRS는 해당 지역에 대해 진입을 자제할 의무와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할 의무를 이행하여
야 한다.
2) 제22조 1항상 ‘진입’(enter)의 의미는 단순히 물리적 진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CCTV 설치를
통한 대사관 경내 촬영은 진입에 해당한다.
(1) 조약 문언의 진화적 해석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제22조 1항상 ‘진입’은 물리적 진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조약 문언의 ‘통상적 의미’(ordinary meaning)는 ICJ가 다수의 사건에서 밝힌 바 있듯 해석의 출발점을
제시한다.59) 통상적 의미는 원칙적으로 체결 당시의 통상적 의미를 말하나,60) ICJ는 Costa Rica v.
Nicaragua 사건에서 조약이 ‘일반적 용어’(generic terms)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시간의 경과
에 따라 그 의미가 ‘발전’(evolve)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고 있다고 판단했다.61) 비엔나 협약 체결
당시인 1961년에는 제22조 1항상 ‘진입’(enter)이 물리적인 진입만을 의미했을 수도 있으나, 그 이후 50여
년이 흐른 지금, 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진입하지 않아도 ‘사실상’(de facto)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입’의 의미가 진화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필요성 및 당위성을 무시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고층 빌딩에 설치되어 주변을 보다 정밀하게 조감하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는 대사관 경내를 촬영할 수도
있는, 지나친 수의 CCTV는 사실상 RIF 대사관 내부의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동 조항상 ‘진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비엔나 협약의 영문본과 불어본을 비교하더라도 제22조 1항상 ‘진입’의 의미는 물리적 진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비엔나 협약, Art. 1(i)
비엔나 협약, Art. 22
Tehran Hostages case, para.62.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58, vol.I, pp.129-134.
ILC 외교면제초안 주석서, Art. 20 Commentary (3)
Territorial Dispute (Libyan Arab Jamahiriya/Chad), Judgment, I.C.J. Reports 1994, p.6, para. 41.;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Judgment, I.C.J. Reports 1994, p.112, para.33.
60) Case concerning rights of national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Morocco, Judgment, I.C.J. Reports 1952, p.176, paras.188-189.
61) Dispute regarding Navigational and Related Rights (Costa Rica v. Nicaragua), Judgment, I.C.J. Reports 2009, p.213, para.66.
54)
55)
56)
57)
58)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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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약에 여러 정본이 존재하는 경우, 조약의 용어는 각 정본상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
며,62) 만일 정본의 비교에서 의미의 차이가 노정되는 경우에는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고려하여 최선으로
조약문과 조화되는 의미를 채택하여야 한다.63) 비엔나 협약의 영문본은 진입을 ‘enter’로 표현하고 있으나
불문본은 ‘pénétrer’로 표현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상을 통과하다’(passer
au travers de quelque chose malgré un obstacle)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64) 이렇듯 영문본이 물리적 진입을
시사하는 것에 비해 불문본은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만일 영문본의
의미를 고수하는 경우 ‘외교공관직무의 효율적 수행 보장’이라는 비엔나 협약의 목적을 저해할 것이다.
이에 따라 비엔나 협약 제22조 1항상 진입을 물리적 진입으로 한정시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 FRS의 CCTV 설치를 통한 RIF 대사관 경내 촬영은 제22조 1항상 ‘진입’에 해당하므로 FRS는
RIF 대사관의 불가침성을 위반했다.
상기 논의를 종합하면, 조약의 진화적 해석 가능성과 정본간 비교 시 조화로운 의미 채택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FRS가 RIF 대사관 주변에 설치한 상당수의 CCTV 중 일부가 RIF 대사관 경내를 촬영할
수 있다는 점은 제22조 1항상 공관장의 동의 없는 ‘진입’에 해당한다. 만일 이를 진입으로 보지 않을
경우 RIF 대사관 직무의 수행을 방해하여 비엔나 협약의 목적에 반하게 되며, 이에 따라 조약의 해석에
관한 일반 원칙인 ‘실효성의 원칙’(principle of effectiveness)65)에도 위배될 것이다. 이에 따라 FRS는
RIF 대사관의 불가침성을 위반했다.
3) RIF 대사관 주변에 대한 상당수의 CCTV의 ‘은밀한’ 설치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대사관 경내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관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라 간주될 수 없으며, 이는 오히려 RIF 대사관
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1) 지나친 CCTV 설치는 RIF 대사관을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라 볼 수 없다.
FRS는 RIF 대사관 주변의 광범위한 CCTV 설치를 해당 지역에 대한 경비와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제22조 2항상 의무 이행의 노력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동 조항상 침입 또는 손해에 대한 접수국의
보호의무는 ‘적절한 조치’(appropriate steps)에 기반해야 하며, 이때 ‘적절한’이란, 공관지역에 대한 위험
또는 위협에 대해 보호의 정도가 비례함을 의미한다.66) 또한 안녕의 교란 여부는 정상적인 대사관 활동의
방해받는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67) 즉, 아무리 RIF 대사관 주변에서 연일 반정부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RIF 대사관 경내까지 촬영 가능한 CCTV의 설치는 보호의 필요 정도를 일탈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간주되기 어렵다. 만일 RIF 대사관에 대한 보호가 목적이었다면 CCTV가 RIF 대사관
내부까지 촬영해야 할 필요가 전혀 때문이다. 오히려 대사관 경내 촬영을 통해 RIF 대사관을 사실상
감시함으로써 RIF 대사관 직무의 수행을 방해하며 ‘침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더 크다.

62)
63)
64)
65)
66)
67)

Vienna Convention of Law of the Treaties (이하, “조약법 협약”), Art. 33(3)
조약법 협약, Art. 33(4)
https://www.larousse.fr/dictionnaires/francais/p%C3%A9n%C3%A9trer/59215 (최종 접속일: 2019.7.10.)
“ut res magis valeat quam pereat”: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66, vol.II, p.219.
Roberts, supra note 6, p.229.
Ibid. 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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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IF 대사관 주변에 대한 지나친 CCTV 설치 및 은밀한 곳에의 설치와 일부 CCTV의 대사관 경내
촬영 가능 사실은 RIF 대사관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제22조 2항상 ‘존엄성’의 정의 및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국가의 실행을 통해 그 의미를 유추해볼 수
있다. 영국68)은 공관의 업무(the work of the mission)가 방해받지 않는 것(should not be disrupted)이
존엄성 보호의 주요 고려 요소 중 하나라고 인정한다. 한국 법원 판례69)는 미, 일 대사관 주위가 시위의
참가인들로 에워싸여질 경우 직원들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심리적으로 갇힌 상태로 느낄 수 있음을
언급하며 비엔나 협약 제22조의 위반 가능성을 주장했다. 요컨대 국가들은 공관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작용으로 인해 ‘공관 직무의 효율적 수행’(functional necessity)이 방해되는 경우를 ‘존엄성’의 손상으로
인정하고 있다.70)
RIF 대사관에 대해 과도하게 그리고 잘 보이지 않는 곳에 CCTV를 설치한 것은 감시의 의도가 없었다
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감시는 RIF 대사관이 FRS에 대한 고려 없이 자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특히 제22조상 공관의 불가침성은 접수국으로 하여금 파견국의 ‘공적
비밀’(official secrets)에 관하여 공관의 기능을 해하는 작위 및 부작위를 삼갈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FRS처럼 경내를 촬영하고, 또 ‘은밀한 방식으로’(in clandestine fashion) 공관지
역 주변에 전자장치를 설치하여 공관지역의 활동을 감시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71) 이에
따라 FRS는 CCTV 설치와 관련해 RIF 대사관의 존엄성을 훼손했다.
2. CCTV의 추가 설치가 여타의 대사관 주변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비엔나 협약 제47조 위반이다.
비엔나 협약 제47조 1항은 본 협약의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가 간에 차별을 두어선 안 됨을 규정하
고 있다. 그런데 FRS가 RIF 대사관 주변에 행한 CCTV의 추가 설치가 Kimberly에 소재한 다른 나라
대사관 주변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FRS의 차별적인 조치는 제47조를 위반했다.
VI. 그간 다양한 경로로 RIF 국내정책을 비판하고, FRS 내 RIF 반정부단체를 지원하며, Goodwill
실종에 대하여 RIF 정부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유엔 헌장 제2조 7항에서 명문화하고
국제관습법이 확인하고 있는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 위반이다.

1. FRS는 타국의 국내문제에 간섭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
동 원칙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타국의 주권적 권리의 행사를 종속시키거나 타국으로부터 여하한
종류의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타국을 강제(coerce)하는 경제적, 정치적, 기타 모든 형태의 조치를
사용할 수 없다.72) 이는 UN헌장 제2조 7항에도 반영되어 있다.73) 따라서 직･간접적인 무력간섭(armed
intervention)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적 간섭을 포함한 ‘기타 모든 유형의 개입 또는 위협의 시도’(all other
forms of interference or attempted threats)도 금지된다.74) 그러므로 어떤 형태로든 타국의 안정을 약화시
68)
69)
70)
71)
72)
73)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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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za, supra note 5, p.144.; responding to this Report in their Review of the Vienna Convention.
서울행정법원 2017.8.14. 선고, 2017아12095 결정.
Sen, supra note 3, p.98
Ibid., p.112.
UN Doc. A/RES/25/2625(XXV) (1970), third principle, para.1.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rt.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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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거나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한 행동 또는 시도를 할 수 없으며,75) 타국의 국내문제에 개입함을 목적으로
그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비방 및 적대적 선전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76)
관습법상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첫째, 국가는 타국의 국내당국을 압박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거나 외국정부당국과 그 국민간의 관계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 둘째, 외국에 해로운 활동의
조직을 지원하지 말아야 하며, 셋째, 타국에서 내란이 발생한 경우 반란단체를 원조하지 말아야 한다.77)
2. FRS의 일련의 행위는 RIF의 국내문제에 대한 위법한 간섭이다.
1) FRS 정부가 여러 경로를 통하여 RIF 국내정책을 비판한 것은 불간섭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간섭
이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체제를 선택하고 이행하는 것은 각국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78). 어떤 국가가
특정한 이념 또는 체제를 선택하였다는 이유로 그 국가의 국내문제에 개입할 권리는 그 어떤 국가에게도
인정되지 않는다.79) FRS는 RIF 국내정책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비판함으로써 RIF의 주권사항이자 배타
적 관할권에 속하는 국내문제에 개입하려고 시도하였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를 변경시키려고 시도하
였다. 이는 ‘타국의 국내당국을 압박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입법부의 입법방향과 행정부의 법 집행노선을 제약하고 통제하고자 한 것이다.
2) FRS 내 RIF 반정부단체를 지원한 것은 불간섭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간섭이다.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에 따라 각국은 타국의 반정부단체를 지원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80) 또한 타국이
제공하는 지원 자체의 성격과 관련하여, 그 지원행위가 직간접적인 무력사용을 수반하는 군사적 지원행위
일 것은 요구되지 아니한다.81) 다음으로 반정부단체의 공간적 소재와 관련하여, 당해 반정부단체가 반드
시 피간섭국 영토에 소재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제3국이나 간섭국 영토에 소재할 수도 있다.
FRS 내에서 활동하는 RIF 반정부단체들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현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함으로써
RIF의 안보와 정치적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이 RIF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한 FRS 정부의 행위는 ‘외국에 해로운 활동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칙을 위반
한 것이다.
3) Goodwill 실종에 대하여 RIF 정부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불간섭 원칙에 위배된다.
RIF 국민인 Goodwill을 둘러싼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것은 RIF와 그 국민간의 관계로서 RIF의
국내문제인데, FRS 정부는 RIF 정부가 Goodwill 실종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날조하여 이를 공개
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는 ‘외국정부와 그 국민간의 관계에 개입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FRS가 RIF 정부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RIF 내외에 소재한 반정부단체들의
75)
76)
77)
78)

UN Doc. A/RES/36/103 (1981), ANNEX, 2.II.(e).
Ibid., Annex, 2.II.(j).
A. Cassese, International Law in a Divided World, (Oxford: Clarendon Press, 1986) pp.144-145.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u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Merits, Judgment. I.C.J.
Reports 1986, p.14, para.202. (이하, Nicaragua case)
79) Nicaragua case, para.263.
80) Cassese, supra note 71, pp.144-145.
81) Nicaragua case, para.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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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자극하고 촉진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RIF의 정치･사회적 안정을 약화시키려는 시도에
해당하며, RIF의 국내문제에 개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RIF 정부를 비방하여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므
로 불간섭원칙의 위반을 구성한다.

결론 및 해결방안

위와 같은 이유로, RIF는 존경하는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려주도록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
다.
‘외교관의 특권 면제와 접수국의 형사관할권(Federal Republic of Sunnyvale/Republic of Ivory Forest:
Jointly Submitted by a Special Agreement)’사건에 관하여,
1. FRS는 비엔나 협약 제27조, 제26조, 제29조, 제31조, 제22조 등을 위반했다. 또한 어떠한 위법성조각
사유도 성공적으로 원용되지 못한다.
2. FRS가 다양한 경로로 RIF 국내정책을 비판하고, FRS 내 반정부단체를 지원하고, Goodwill 실종에
대해 RIF 정부의 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RIF의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이다.
3. FRS는 해당 외교직원의 신속한 출국 허용, 관련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RIF에게
약속한다.
4. FRS는 RIF가 입은 물적 피해와 관련하여 총 2,000,000 USD에 상당하는 액수의 손해배상을 제공한다.
상기 내용을 정히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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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목차

판례 색인
관할권 진술
제기된 문제 요약
사실 관계의 진술
변론의 요약
변론

I. FRS 정부는 도청이나 여타 방식으로 RIF 대사관이 향유하는 통신의 자유(freedom of communication)
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비엔나 협약 제27조 및 국제관습법 위반은 발생하지 않았다.

1. 2018년 5월 8일 FRS 경찰관에 의한 통화내용의 녹음행위로 인해 RIF 공관의 통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았다.
1) 통신의 자유는 ‘공용을 위한’ 통신에 한해 적용된다.
(1) 비엔나 협약 제27조 1항과 2항은 공용 통신의 불가침을 규정한다.
(2) RIF 정부기관원들은 공관(mission)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나눈 대화는 공관의 통신
에 포함되지 않는다.
(3) Goodwill과 RIF 정부기관원 간 대화내용은 ‘공용을 위한’ 통신으로 볼 수 없다.
(4) RIF가 주장하는 '도청' 행위는 국제법상 정의가 불분명한 개념이며, 본 녹음행위는 해당사항이
없다.
2) 가사 국제법 위반의 소지가 있더라도, ‘조난’의 사유를 근거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1) 통화녹음행위는 Goodwill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조난에 해당한다.
(2) ‘조난’원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018년 6월 5일 FRS 정부가 본국으로 향하던 RIF 대사관의 외교행랑을 개봉한 행위로 인해 통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았다.
1) 외교행랑은 불가침성을 누리지만, 국가실행은 외교행랑의 남용방지를 위한 불가침성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1) 외교행랑의 기밀유지에 대한 요구와 남용 가능성에 대한 보호방지책의 요구가 공존하고 있다.
(2) Umaru Dikko 사건 등에서 국가실행은 외교행랑 불가침성의 예외를 긍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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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RS 정부의 외교행랑 개봉 조치는 인간 생명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II. FRS정부는 외교직원 2인에 대한 역내 체제 및 사법당국 조사에의 협조 요청의 방식으로 RIF 공관이
향유하는 이동의 자유(freedom of movement)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비엔나 협약 제26
조 및 관련 국제관습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1. 2018년 6월 2일 Kimberly 공항에서 FRS가 RIF의 참사관과 서기관의 출국을 저지하고 공항 밖으로 인도한
행위는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
1) 이동의 자유는 국가안보에 밀접히 관련된 시설 및 지역을 제외한다는 조건을 두고 있으며 그
판단은 접수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1) 이동의 자유는 접수국 영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국가안보에 관련된 지역 및 시설의
예외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2) 일국의 이동의 자유 제한조치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하지 않으며 다만 상호주의적 제한을 부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공항은 국가안전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시설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이동의 자유 제한은 타당
하다.
(1) 국가안보 상황이 위급해질수록 이동의 자유 제한 범위가 넓어진다.
(2) FRS국이 Kimberly 공항을 이동의 자유 예외 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최근 RIF과의 관계,
FRS의 주권을 고려할 때 적법하다.
III. FRS 정부가 RIF 정부와 RIF 외교직원의 출국을 위한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비엔나 협약 제29조
및 관련 국제관습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1. RIF 외교직원의 신체적 자유가 침해되지 않았다.
1) 신체불가침은 ‘직접적 강제’(direct coercion)에 이르는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으로부터의 면제에
국한된다.
2) FRS 사법당국의 RIF 참사관 및 서기관에 대한 수사 협조요청은 직접적 강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FRS 정부가 RIF 정부기관원의 인도와 RIF 외교직원 출국을 연계시킨 조치(이하 ‘연계조치’)는
직접적 강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사 비엔나 협약 제29조와 관련 국제관습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FRS 정부 조치는 임시적 차원의 대항조치
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1) RIF 정부기관원의 행위는 RIF의 선행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한다.
2) FRS 정부의 조치는 비례성(proportionality) 요건을 충족시킨다.
(1) 대항조치는 선행 위법행위와 명백히 불균형하지 않고 효과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등가가 존재
한다면 비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2) FRS 정부의 조치는 RIF 정부기관원의 위법행위와 명백히 불균형하지 않고 효과 측면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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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RS 정부의 조치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긴급한 대항조치이다.
IV. FRS 정부가 RIF 정부와 RIF 외교직원의 출국을 위한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비엔나 협약 제31
조 및 관련 국제관습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다.

1. FRS는 RIF 외교직원들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1) 형사관할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는 형사재판에의 회부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국한된다.
2) FRS 정부의 수사 협조요청은 RIF 외교직원을 형사재판에 회부하려는 목적을 띠고 있지 않다.
3) FRS의 연계조치는 RIF 외교직원에 대한 형사관할권 행사가 아니다.
2. 설사 비엔나 협약 제31조와 관련 국제관습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FRS 정부 조치는 임시적 차원의 대항조치
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V. FRS정부는 CCTV 설치의 방식으로 RIF 공관이 향유하는 공관의 불가침성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비엔나 협약 제22조 및 관련 국제관습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1. CCTV 설치는 공관의 불가침성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비엔나 협약 제22조 1항 및 관련 관습국제법의 위반이
아니다.
1) 공관의 불가침성 위반은 물리적 침해의 발생을 의미하며 CCTV 설치 및 촬영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협약 제22조 1항의 불가침성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다.
(1) 공관지역은 불가침성(inviolability)은 공관장 동의 없이 공관지역으로 진입(enter)하는 것을
의미한다.
(2) FRS의 RIF대사관에 대한 CCTV 설치 및 촬영 행위가 공관의 불가침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2. CCTV 설치는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이고, 비엔나 협약
제22조 2항 및 관련 관습국제법의 위반이 아니다.
1) CCTV 설치 및 촬영 행위는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공관의 존엄성(품위, dignity)을 훼손하지
않았다.
(1) 공관의 존엄성(dignity) 훼손 여부는 ‘직무 기능의 수행’ 방해 여부로 판단한다.
(2) RIF 대사관 주변에 CCTV 설치 및 경내 촬영은 공관의 직무를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존엄성’
의 훼손으로 볼 수 없다.
2) CCTV 설치는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에 해당된다.
(1) FRS의 CCTV 설치는‘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접수국의 의무 이행의 일환이다.
(2) 타 공관에 비해 CCTV를 더 많이 설치한 점이 차별적 조치로서 RIF 공관의 불가침성을 특별히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VI. FRS의 국제인권문제 등에 대한 정책표명(이하 “정책표명”)은 RIF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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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오히려 RIF 정부기관원들의 FRS 영역 내 활동과 RIF 외교직원들의 묵인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1. FRS의 정책표명은 불간섭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불간섭원칙의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이 있어야 한다.
2) FRS의 정책표명은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이 아니다.
3) FRS의 정책표명은 ‘간섭’이 아니다.
2. RIF 정부기관원의 FRS 영역 내 활동은 FRS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것이다.
1) 국가의 집행관할권은 기본적으로 영토적 제약성을 갖는다.
2) FRS 내 RIF 대사관은 국제법상 FRS의 영토이다.
3) RIF 정부기관원의 RIF 대사관 내에서의 활동은 권력적 행위에 해당한다.
3. RIF 외교직원들의 묵인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1) 공관지역은 외교공관의 직무와 양립할 수 없는 그 어떤 방식으로도(in any manner incompatible)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2) RIF 정부기관원의 RIF 대사관 내에서의 활동은 외교직무와 양립할 수 없는 행위이다.

결론 및 해결방안

판례 색인

■ 조약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1945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1945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1961
■ 사법판결(Judicial Decisions) 및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

1. 국제상설재판소 및 국제사법재판소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Uganda), Judgment,
I.C.J. Reports 2005, p. 168
Gabčíkovo-Nagymaros Project (Hungary/Slovakia), Judgement, I.C.J. Reports 1997,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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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11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2004, p. 136
Nationality Decrees Issued in Tunis and Morocco (French Zone) on Nov. 8th, 1921, Advisory Opinion,
Series B(4), P.C.I.J. Reports 1923, p.24.
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 Judgment, I.C.J. Reports 1980, p.3
2. 기타 재판소
Case Concerning the Air Service Agreement of 27 March 1946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France, Decision of 9 December 1978, (1978) 18 R.I.A.A. 416
■ UN 문서

ILC, Draft articles on Diplomatic Intercourse and Immunities with commentaries (1958)
ILC,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2001)
ILC,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with commentaries
(2001)
■ 국내･국외 문헌

1.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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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or Roberts, Satow’s Diplomatic Practic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B. Sen, A Diplomat’s Handbook of International Law and Practice. (Dordrecht: Martinus Nijhoff, 1988)
2. 기타 자료
서울행정법원 2017.8.14. 선고, 2017아12095 결정.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해설서. 외무부. 1970. 4.
이기범, “소녀상 문제, 이제는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 아산정책연구원, 2017.1.10.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57 No.1
Samantha Besson, “Sovereignty”,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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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 Kunig, “Intervention, Prohibition of”,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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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 진술

Republic of Ivory Forest (이하 “RIF”)와 Federal Republic of Sunnyvale(이하 “FRS”)은 2018년 5월
8일 FRS 에서의 RIF 국민 Goodwill의 실종을 전후로 발생한 양국 간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위해 동년
9월 체결한 특별협정(compromis)의 제출을 통해 국제사법재판소 (이하 “ICJ”) 규정 제40조 1항에 합치하
는 방식으로 ICJ에 출정하였다. 이에 따라, 당해 재판소는 규정 제36조 1항에 의해 당해 분쟁에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제기된 문제 요약

1. FRS가 RIF 공관 내에 들어간 Goodwill과의 통화를 녹음한 행위가 공관의 통신의 불가침성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2. FRS가 RIF 공관 내에 들어간 Goodwill과의 통화를 녹음한 행위가 공관의 통신의 불가침성을 침해한
것이라면, 조난(distress)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3. FRS가 RIF의 외교행랑을 개봉한 행위가 외교행랑의 불가침성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4. FRS가 RIF 참사관 및 서기관의 출국을 Kimberly 국제공항에서 저지하여 공항 밖으로 인도한 행위가
외교관의 이동 및 여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
5. FRS가 RIF 정부기관원들의 인도를 RIF 외교관들의 출국을 허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요구함으로써
양자를 연계시킨 행위가 외교관의 신체불가침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6. FRS가 RIF 정부기관원들의 인도를 RIF 외교관들의 출국을 허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요구함으로써
양자를 연계시킨 행위가 외교관의 신체불가침을 침해한 것이라면, 대항조치(countermeasure)에 해당
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7. FRS가 RIF 정부기관원들의 인도를 RIF 외교관들의 출국을 허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요구함으로써
양자를 연계시키고, RIF 외교관들에 대해 수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 행위가 외교관의 형사관할권
면제규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8. FRS가 RIF 정부기관원들의 인도를 RIF 외교관들의 출국을 허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요구함으로써
양자를 연계시키고, RIF 외교관들에 대해 수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 행위가 외교관의 형사관할권
면제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면, 대항조치(countermeasure)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9. RIF 공관 주변에 그 경내까지도 촬영할 수 있는 CCTV를 포함하여 상당수의 CCTV를 설치한 FRS의
행위가, 공관에 대한 진입을 구성하여 공관의 불가침성을 침해하는지 및 공관의 존엄성 훼손
(impairment of dignity)에 해당하는지 여부
10. RIF 공관 주변에 그 경내까지도 촬영할 수 있는 CCTV를 포함하여 상당수의 CCTV를 설치한 FR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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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경비 및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공관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접수
국의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
11. RIF 국내정책을 비판한 FRS의 행위가 관습법상 불간섭원칙 위반인지 여부
12. FRS 내 RIF 공관에서 수행된 RIF 정부기관원들의 활동이 FRS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3. FRS 내 RIF 공관에서 RIF 정부기관원들이 수행한 활동을 묵인한 RIF 외교관들의 행위가, 외교공관
을 공관의 직무와 양립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을 파견국의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의 진술

Republic of Ivory Forest (“RIF”)와 Federal Republic of Sunnyvale(“FRS”)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RIF 군부의 국가 운영 관여에 반대하는 RIF 야당 지도자들이 FRS로 망명하여 반대활동을 계속하
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는 최근 더욱 악화되었다.
FRS 내 이러한 반대 운동의 핵심 인물은 과거 RIF 녹색개혁당의 당수를 지내며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
였던 David Goodwill이다. 2018년 5월 8일 Goodwill은 여권의 갱신을 위하여 FRS 수도 Kimberly에
소재한 RIF의 대사관을 방문하였으나 이후 행방이 묘연하다. FRS는 Goodwill의 실종과 관련하여 RIF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RIF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RIF 대사관 주변에 상당수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그중 일부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거나 RIF 대사관 주변을 보다 정밀하게 조감하고 대사관 경내까지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실종 2주가 경과한 후 RIF 대사관 내에서의 일련의 상황과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 FRS언론에
배포되었다. 녹음 내용은 Goodwill이 RIF 본국에서 파견된 정부기관원들과 나누는 대화를 담고 있다.
녹음 경위와 관련하여 FRS 정부는 5월 7일 Goodwill이 FRS 경찰 고위간부에게 연락하여 RIF 대사관
방문 계획을 알렸고 해당 경찰간부는 8일 Goodwill이 대사관 안에서 전화를 건 채로 대화를 시작하자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이를 녹음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FRS 정부는 Goodwill 실종 사건에 대해 적극적 수사 의지를 밝히며 필요하다면 RIF 정부담당자 및
대사관 직원들에 대해서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할 방침이라고 천명하였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6월
2일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 RIF의 참사관과 서기관이 출국을 시도하였다. William
Swadling 참사관과 James Taser 서기관은 Kimberly 국제공항에서 비행기 탑승 직전 FRS 경찰관에 의해
출국이 저지되어 공항 밖으로 인도되었고 RIF 대사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둘은 특별히 경찰관에
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거하지 않고 별다른 물리적 충돌 없이 대사관으로 복귀하였다.
또한 FRS 정부는 Goodwill의 협박, 납치 혐의가 있는 RIF 정부기관원들의 인도를 요청하였다. FRS
정부는 이들의 인도 시까지 Goodwill 사건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RIF 참사관과 서기관에 대한 FRS 사법당국의 수사 협조 요청은 필요하며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FRS와
RIF가 별도의 양자간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고 있지는 않다.
2018년 6월 5일 FRS 정부는 본국으로 향하던 RIF 대사관의 외교행랑을 개봉하였다. RIF 담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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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저항 없이 외교행랑을 FRS 경찰에 내어주었으며 이 담당자는 RIF 대사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으
로 주로 대사관 차량의 운전과 물자의 운송을 담당하고 있다.
양국은 이 과정에서 서로 적지 않은 금전적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였다. 분쟁이 악화되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2018년 9월 양국은 특별협정을 체결하여 이 분쟁을 ICJ에 회부하기로 합의하
였다.

변론의 요약

첫째, FRS의 경찰관이 RIF 대사관에 들어간 Goodwill과의 통화를 녹음한 행위는 통신의 불가침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비엔나 협약 제27조가 규정하는 통신의 불가침은 공용을 위한 통신에만 적용되는데,
Goodwill과 RIF 정부기관원 간의 대화내용은 공용을 위한 통신으로 볼 수 없다.
둘째, RIF가 주장하는 도청행위는 국제법상 정의가 불분명한 개념이며, 문제의 녹음행위는 해당사항이
없다.
셋째, 설사 문제의 녹음행위가 통신의 불가침을 위반하였더라도, 이는 Goodwill의 생명과 안전을 수탁
하였다고 볼 수 있는 FRS 경찰관이 Goodwill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취한 조치이고, 달리 원용불가사유에
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난’의 사유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넷째, FRS가 RIF의 외교행랑을 개봉한 행위는 외교행랑의 불가침성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국가실행
은 외교행랑의 남용방지를 위한 불가침성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FRS의 외교행랑 개봉조치는 인간
생명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다섯째, RIF 참사관과 서기관에 대한 출국 저지조치는 외교관의 이동 및 여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 이동 및 여행의 자유는 국가안보와 밀접히 관련된 지역에 관해서는 제한될 수 있고, Kimberly
공항은 이러한 지역에 해당한다.
여섯째, RIF 외교관들에 대한 수사협조요청 및 범죄인인도와 출국 간 연계조치는 외교관의 신체불가침
을 침해하지 않았다. 외교관의 신체불가침의 범위는 직접적 강제에 이르는 주권적 권리 행사에 국한되는
데, 상기 행위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곱째, 설사 외교관의 신체불가침 위반이더라도, 이는 대항조치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선행 국제위
법행위가 명백히 존재하고, 비례 요건도 충족하며, 긴급성이 인정되므로 절차적 요건도 문제되지 않는다.
여덟째, 범죄인인도와의 연계조치는 형사관할권의 행사가 아니므로 비엔나 협약 제31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형사관할권의 행사는 형사재판에의 회부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국한된다. 설사 비엔나 협약
제31조 위반이더라도, 이는 대항조치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아홉째, 외교공관의 불가침성은 물리적인 진입과 물리적인 침해로부터의 불가침을 의미하므로, CCTV
설치 및 촬영행위는 공관 불가침성의 침해가 아니다. 또한 공관의 존엄성 훼손여부는 직무 수행에 대한
방해 여부로 판단하는데, CCTV 설치 및 촬영이 직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으므로 존엄성이 훼손되지도
않았다.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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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째, CCTV 설치 및 촬영행위는 공관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접수국으로서의
의무 이행의 일환이며, 타 공관에 비해 많은 CCTV를 설치한 것은 위험성에 비례한 조치로서 RIF 공관의
불가침을 특별히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열한째, 불간섭원칙의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이 있어야 하는데, FRS의
정책표명은 인권을 다룬 것으로서 ‘국내문제’에 해당하지도 않고, 단지 정책을 표명한 것일 뿐 행동을
강제한 것이 아니므로 ‘간섭’에 해당하지도 않는바, 불간섭원칙 위반이 없다.
열두째, RIF는 FRS의 영토인 FRS 내 자국 공관에서 권력적 행위를 수행한바, 이는 집행관할권은
기본적으로 영토적 한계를 갖는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FRS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것이다.
열세째, RIF 정부기관원들이 공관에서 벌인 문제의 활동을 묵인한 RIF 외교직원들은 비엔나 협약
제41조를 위반하였다. 공관지역은 외교공관의 직무와 양립할 수 없는 그 어떤 방식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외교직원들은 그러한 사용을 방지할 의무를 지는데, RIF 정부기관원들이 벌인 문제의 활동은
외교공관의 직무와 양립할 수 없다.

변론

I. FRS 정부는 도청이나 여타 방식으로 RIF 대사관이 향유하는 통신의 자유(freedom of communication)
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비엔나 협약 제27조 및 국제관습법 위반은 발생하지 않았다.

1. 2018년 5월 8일 FRS 경찰관에 의한 통화내용의 녹음행위로 인해 RIF 공관의 통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았다.
1) 통신의 자유는 ‘공용을 위한’ 통신에 한해 적용된다.
(1) 비엔나 협약 제27조 1항과 2항은 공용 통신의 불가침을 규정한다.
접수국은 공용을 위한(for all official purposes) 공관의 자유로운 통신(free communication)을 허용하며
보호하여야 한다.1) 공관과 본국간 자유롭고 안전한 통신의 확보는 외교업무 수행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2)
왜냐하면 통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공관의 가장 중요한 두 기능 - 접수국 정부와의 교섭, 본국
정부에 접수국의 사정과 발전에 대한 보고 - 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이다.3) 즉, 통신의 자유는
공관 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공용 통신’(official communication)에 한정되어 적용될 뿐, 공관 내
모든 통신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 자유는 여행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임무수행상 불가결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널리 인정되어온 관행이다.4)
공용 통신문(official correspondence)이란 공관과 직무에 관련되는 모든 통신문을 망라한다.5) 이때
공관의 직무는 비엔나 협약 제3조에서 예시적으로(inter alia)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3조에 예시된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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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이하, “비엔나 협약”), Art. 27(1)
정인섭, 뺷신국제법강의뺸 9판, (서울 : 박영사, 2019), 499쪽.
Eileen Denza, Diplomatic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p.178.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해설서. 외무부. 1970. 4., 69쪽.
비엔나 협약, Art.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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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들을 중심으로 공관의 직무의 범위 및 '공용 통신'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비록 예시적 나열이라고
할지라도 그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여 해석하는 나머지 통신의 불가침성의 권리가 남용되는 것을 경계
해야 할 것이다.
(2) RIF 정부기관원들은 공관(mission)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나눈 대화는 공관의 통신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엔나 협약은 ‘공관직원’(members of the staff of the mission)이 공관장과 외교관 등의 외교직원,
행정 및 기능직원 그리고 노무직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6) RIF 정부기관원들은 본래 외교관
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단순 행정 및 기능직원 또는 노무직원이라 볼 수도 없다. RIF 대사관은
자국 정부기관원들이 '공관직원'에 해당된다고 사후적,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 비엔나 협약은 “파견
국은 관계접수국들에 적절한 통고를 행한 후 접수국 중 어느 국가의 명백한 반대가 없는 한”7) 공관장을
파견하거나 외교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RIF 대사관은 정부기관원들에 관해 FRS에 적절한
통고를 행하지 않았으므로 공관직원으로 인정될 수 없다.
(3) Goodwill과 RIF 정부기관원 간 대화내용은 ‘공용을 위한’ 통신으로 볼 수 없다.
동 대화내용은 공관의 직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용을 위한’ 통신으로 볼 수 없다. 대화내
용은 정부기관원들이 Goodwill에게 본국으로 귀국함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언급하는 등 압박 및 강요가 주를 이루는 등 그 본질은 RIF 안보상 오히려
Goodwill을 자국으로 인도 또는 납치하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Goodwill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 할 수
없다. 결국, 동 대화내용이 통신의 자유를 향유하는 RIF 공관의 직무상 또는 ‘공용 통신’이라고 볼 수
없다.
(4) RIF가 주장하는 '도청' 행위는 국제법상 정의가 불분명한 개념이며, 본 녹음행위는 해당사항이
없다.
RIF는 대화내용에 대한 녹음 행위가 소위 ‘도청’(bugging)으로서 국제법상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다. 접수국당국에 의한 도청은 비엔나 협약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으나 접수국의 외교공
관보호의무와 협약의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도 있다.8)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도청’에
대한 국제법적 정의가 합의되지 않았으며, 본 녹음행위가 국제법상 위법한 도청에 해당된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기 때문에 RIF의 주장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2) 가사 국제법 위반의 소지가 있더라도, ‘조난’9) 의 사유를 근거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1) 통화녹음행위는 Goodwill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조난에 해당한다.
국가의 행위를 수행하는 자가 조난(distress)을 당하여 ‘자기 또는 보호를 위탁 받은(entrusted to) 타인
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다른 합리적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의 행위가 그 국가의 국제의무에 부합하
6)
7)
8)
9)

비엔나 협약, Art.
비엔나 협약, Art.
비엔나 협약, Art.
ILC, Draft articles

1(c)
5(1)
27(2)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2001) (이하, “ILC 책임초안”), Art.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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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10) 이때 ‘보호를 위탁 받은 타인’의 의미는 국가행위자와 위험에 처한
자 사이에 특별한 관계(special relation)가 있음을 의미하는데11) 사안에서 Goodwill은 5월 7일 FRS 경찰
간부에게 혹시 모를 위급상황을 설명하고 비상시 바로 연락하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보호를 위탁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FRS 경찰이 Goodwill과의 전화를 녹음한 행위는 일차적으로 Goodwill
의 신변을 보호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고, 동 행위는 ‘조난’에 해당한다.
(2) ‘조난’원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조난사태가 그것을 원용하는 국가의 행위에 기인(due to)하거나, 문제의 행위가 그에 필적하거나
더 큰 위험을 만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사유로 원용할 수 없다.12) ‘기인’의 의미는 그
국가의 행위가 사건의 발생에 중대한(substantial) 역할을 한 것을 의미하는 바13), FRS의 행위가 Goodwill
의 RIF 공관 내에서의 생명의 위협을 ‘중대하게’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FRS에 기인하지
않았다. 또한 녹음행위로 Goodwill의 생명에 필적하거나 그 이상의 생명이 위협받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FRS는 조난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원용할 수 있고, 녹음 행위가 설령 비엔나 협약 제27조 위반의
소지가 있더라도 정당화된다.
2. 2018년 6월 5일 FRS 정부가 본국으로 향하던 RIF 대사관의 외교행랑을 개봉한 행위로 인해 통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았다.
1) 외교행랑은 불가침성을 누리지만, 국가실행은 외교행랑의 남용방지를 위한 불가침성의 예외를 인정
하고 있다.
(1) 외교행랑의 기밀유지에 대한 요구와 남용 가능성에 대한 보호방지책의 요구가 공존하고 있다.
외교행랑(diplomatic bag)은 개봉(opened) 또는 유치(detained)되지 아니한다.14) 국가들은(특히 서방
선진국) 기밀 사항에 대한 믿을 수 있는 통신을 위해 외교행랑의 안전(security)에 최우선적인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15)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외교행랑의 기밀유지(confidentiality)에 대한 요구만큼이나 남
용 가능성에 대한 보호방지책(safeguards)에 대한 요구가 공존하고 있고, 양자간 균형을 위한 끊임없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비엔나 협약 제27조 3항 및 4항은 전자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동 조항에 대한
유보(reservation)를 첨부하는 국가들의 실행, 외교행랑의 남용 사건의 지속적인 발생과 이에 대한 국제사
회의 우려 등은 양자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16)
(2) Umaru Dikko 사건 등에서 국가실행은 외교행랑 불가침성의 예외를 긍정한다.
외교행랑 남용은 마약운반이나 납치의 용도 등 본래 외교 직무의 수행범위에서 벗어난 목적으로 사용
10) 김대순, 前揭書, 705쪽.
11) ILC,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with commentaries (2001) (이하, “ILC 책임초안
주석서”), Art. 24 Commentary (7)
12) ILC 책임초안, Art. 24 (2)
13) ILC 책임초안 주석서, Art. 23 Commentary (9) ; 초안 제24조 2항(a)의 공식은 제23조 2항(a)의 공식과 동일하다고 제24조에
대한 주석(9)에서 밝히고 있다.
14) 비엔나 협약, Art. 27(3)
15) Denza, supra note 3, p.191.
1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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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을 말한다. 협약은 이에 대해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 선언이나 외교관계의 단절을 치유책으
로 제시하고 있지만, 외교행랑 불가침의 중대한 위반(manifest abuse)이 인간 생명의 위협(threat to human
life)과 연관되어 발생한 몇몇 사건에서 국가들은 불가침성의 예외를 긍정하는 실행을 보이고 있다.17)
대표적으로 Umaru Dikko(1964) 사건에서 영국 외무장관과 하원 외교위원회 보고서는 외교행랑의 불가
침성보다 인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우선한다고 판단했다.18) 따라서 문제된 화물이 외교행랑의 지위
를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람이 감금되어 있다는 의심에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
관헌의 개봉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하기 어렵다.19)
(3) FRS 정부의 외교행랑 개봉 조치는 인간 생명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FRS 정부는 본국으로 향하던 RIF 대사관의 외교행랑에 Goodwill의 시신이 들어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고 해당 외교행랑에 중요한 범죄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개봉을 요구하였
다. 상기한 바와 같이 외교행랑의 불가침성 남용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제한적 조건 하 외교행랑의 개봉이
허용된다는 국가실행을 고려할 때 이 역시 위법성을 비난할 수 없다.
II. FRS정부는 외교직원 2인에 대한 역내 체제 및 사법당국 조사에의 협조 요청의 방식으로 RIF 공관이
향유하는 이동의 자유(freedom of movement)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비엔나 협약 제26
조 및 관련 국제관습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1. 2018년 6월 2일 Kimberly 공항에서 FRS가 RIF의 참사관과 서기관의 출국을 저지하고 공항 밖으로 인도한
행위는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
1) 이동의 자유는 국가안보에 밀접히 관련된 시설 및 지역을 제외한다는 조건을 두고 있으며 그 판단은
접수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1) 이동의 자유는 접수국 영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국가안보에 관련된 지역 및 시설의
예외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접수국은 ‘국가안전을 이유로 출입이 금지되어 있거나 또는 규제된 지역에 관한 법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subject to its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zones entry into which is prohibited or
regulated for reasons of national security) 접수국 영토에서의 이동과 여행의 자유를 보장한다.20)
(2) 일국의 이동의 자유 제한조치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하지 않으며 다만 상호주의적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동의 금지 지역을 설정하는 것은 과도하게 설정된 나머지 이동의 자유를 ‘환상에 불과한’(illusory)
것으로 만들면 안되지만,

21)

국가들의 후속 관행은 국가안보에 따른 재량적인 금지구역 설정을 이동의

자유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소련과 기타 공산주의 국가들은 비엔나 협약 제26조에 유보 없이
17)
18)
19)
20)
21)

Ibid.
Denza, supra note 3, p.203.
정인섭, 前揭書, 495쪽.
비엔나 협약, Art. 26
ILC, Draft articles on Diplomatic Intercourse and Immunities with commentaries (1958) (이하, “ILC 외교면제초안 주석서”),
Art. 24 Commentary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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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한 이후에도 자국 상당한 영토에 이동 금지구역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에도 다른 국가들은 협약의
위반으로 비난하지 않았다.22) 다만 그들 역시 협약 제47조23)상 규정을 기반으로 상호주의적 제한
(reciprocal restrictions)을 통해 대응했을 뿐이다. 따라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접수국의 타국 외교관의
이동 제한구역 설정은 적법한 주권의 행사이며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 공항은 국가안전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시설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이동의 자유 제한은 타당하다.
(1) 국가안보 상황이 위급해질수록 이동의 자유 제한 범위가 넓어진다.
예를 들어, 구소련과의 관계 악화에 대응하여 미국 국무부는 1985년 4월부터 워싱턴의 특정 구역을
벗어나 대중교통(public transportation)을 이용하여 여행을 준비(travel arrangement)할 때 신설된 사무국
에 여행 경로와 시간을 이틀 전 미리 허가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24) 미국과 시리아 간에도
무장 반란 사태 등으로 국가안보 위기가 고조되자 타국 외교관들의 수도 반경 수 마일 내로 이동을
제한하고 비행기를 이용한 여행의 허가(authorized travel to be by air)를 요구했다.25) 국가안보의 심각성
판단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의 선택은 접수국의 재량이며 그 내용 자체에 대해 타국이 위법성을
항변할 수 없다.
(2) FRS국이 Kimberly 공항을 이동의 자유 예외 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최근 RIF과의 관계, FRS의
주권을 고려할 때 적법하다.
FRS는 RIF의 호전적인 외교정책과 지속적인 군비증강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점, Goodwill은
5년째 FRS 내에 거주하며 FRS 정부 및 의회 인사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등 FRS와 밀접한 이해관계
를 공유한다는 점, RIF의 두 외교관이 Goodwill 사건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안전(national security)을 이유로 공항을 제한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
다. FRS의 영토외적 집행관할권 행사가 국제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자국 내 위법을
저지른 타국 외교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Kimberly
공항에서 RIF 외교관들은 이동의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지 못하고, 그들에 대한 FRS의 출국 저지 및
인도 행위는 협약 제26조 및 관련 관습국제법의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
III. FRS 정부가 RIF 정부와 RIF 외교직원의 출국을 위한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비엔나 협약 제29조
및 관련 국제관습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1. RIF 외교직원의 신체적 자유가 침해되지 않았다.
1) 신체불가침은 ‘직접적 강제’(direct coercion)에 이르는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으로부터의 면제에
국한된다.
외교직원의 신체는 불가침이다.26) 접수국의 입장에서 볼 때 외교직원의 불가침성은 첫째, 주권적 권리

22)
23)
24)
2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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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집행 권리의 행사를 자제할 소극적 의무와 둘째, 외교직원을 상당한 경의로써 대우하고 외교직원
의 신체나 자유 혹은 품위에 대한 제3자의 물리적 방해로부터 그를 보호할 적극적 의무의 두 가지 측면으
로 구성된다.27) 이 중 첫째 측면과 관련, 비엔나 협약 성안과정에서 ILC는 신체의 불가침성이란 직접적
강제에 이르는 조치로부터의 면제를 의미한다고 말한 바 있다.28) 어떤 조치가 강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조치의 대상으로 하여금 특정한 방향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데 이르러야 한다.29) 따라서
접수국의 파견국 외교직원에 대한 모든 조치가 위법한 것은 아니고, 그것이 체포나 구금처럼 직접적
강제에 이르는 주권적 권리의 행사나 국내법의 집행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로소 협약 제29조 및 관련
국제관습법의 위반이 발생한다.
2) FRS 사법당국의 RIF 참사관 및 서기관에 대한 수사 협조요청은 직접적 강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FRS의 수사 협조요청은 어떠한 강압도 없이 단지 RIF 외교직원에게 수락 혹은 거절의 선택권을 부여
하는 것이다. RIF 외교직원들은 그 어떤 특정한 생각이나 행동도 강요받지 않았으며, FRS의 요청에
대해 수락하거나 거절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사 협조요청은 직접적 강제로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RIF 외교직원의 신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바 없다.
3) FRS 정부가 RIF 정부기관원의 인도와 RIF 외교직원 출국을 연계시킨 조치(이하 ‘연계조치’)는
직접적 강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FRS 정부가 RIF 외교직원의 출국을 RIF 정부기관원의 인도와 연계시킨 것은 FRS 정부와 RIF 정부
간 교섭과정에서 나온 제안일 뿐, RIF 외교직원에 대한 직접적 압력이나 위협의 행사가 아니다. 즉 이는
주권적 권리의 행사나 국내법의 집행이 아니라 국제관계에서 지극히 일상적인 타국 정부와의 외교적
교섭행위일 뿐이다.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FRS 정부의 조치는 직접적 강제에 이르는 것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FRS 정부에 의한 RIF 외교직원의 신체에 대한 침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 설사 비엔나 협약 제29조와 관련 국제관습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FRS 정부 조치는 임시적 차원의 대항조치
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1) RIF 정부기관원의 행위는 RIF의 선행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한다.
주권평등의 원칙상 주권은 일차적으로 영토적(primarily territorial)이다.30) 주권이란 곧 국가가 영토 범위
내에서(within one’s territorial boundaries) 무제한적인 관할권(plenary territorial and personal jurisdiction)을
행사함을 의미한다.31) 만일 타국의 허락이 없다면 국가가 그 타국의 영토 내에서 행하는 그 어떤 권력적
행위(authoritative acts)도 국제법상 부당한 행위가 된다.32)
RIF 정부기관원들은 다른 목적으로 FRS에 입국한 이후 자국 대사관을 이용하여 반정부인사를 탄압하
였다. 이는 FRS 국내법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FRS의 영토 내 입법관할권을 존중하지 못한 행위이다.
27)
28)
29)
30)

Denza, supra note 3, p.214.
ILC 외교면제초안 주석서, Art. 27 Commentary (1)
Christopher C Joyner, “Coercion”,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2006), para.1.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11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2004,
p.136, para.109
31) Samantha Besson, “Sovereignty”,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2011), para.118.
32) 김대순, 前揭書, 4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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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반정부인사 탄압은 FRS가 RIF 정부기관원 입국 시 허락한 범위 밖의 행위임이 명백하며, 여느
사인(私人)도 행할 수 있는 성격의 행위가 아니라 국가만이 행할 수 있는 권력적 행위의 전형이다. 따라서
RIF 정부기관원들의 행위는 FRS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FRS의 대항조치에 선행하는 국제위법행
위를 구성한다.
2) FRS 정부의 조치는 비례성(proportionality) 요건을 충족시킨다.
(1) 대항조치는 선행 위법행위와 명백히 불균형하지 않고 효과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등가가 존재한다
면 비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대항조치의 효과(effects)는 선행하는 위법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injury suffered)에 비례해야 한다.33)
Air Services Agreement Arbitration 사건34)에서는 비례를 ‘어느 정도의 등가(some degree of equivalence)’
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대항조치가 선행 위법행위와 비교할 때 명백하게 불균형하지는 않다
는(do not appear to be clearly disproportionate) 이유로 그 적법성을 인정하였다.35) 한편, 대항조치와
위법행위가 반드시 동일한 분야에서 취해져야 할 필요는 없다.36)
(2) FRS 정부의 조치는 RIF 정부기관원의 위법행위와 명백히 불균형하지 않고 효과 측면에서 유사성
을 보인다.
FRS의 조치와 RIF의 위법행위는 각각 주권평등원칙과 외교면제라는 별개의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어
서 직접적인 양적(quantitative) 비례성의 판단은 용이하지 않다. 하지만 양자 간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볼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두 행위 모두 외교관의 불가침성이나 국가의 주권 등 비물질적 가치
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효과(effects) 측면의 유사성이 관찰된다. 따라서 FRS의 조치가 RIF의 위법행
위와 비교해 명백히 불균형하지는 않으므로 적법한 대항조치를 위한 비례성의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다.
3) FRS 정부의 조치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긴급한 대항조치이다.
대항조치에 호소하기 위해서는 선행 위법행위를 저지른 국가에게 위법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
고 대항조치 결정을 통고하고 교섭을 제의해야 한다.37) 다만, 피해국은 대항조치를 취할 권리나 위법행위
로 인해 침해 받은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긴급한 대항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절차적
요건의 충족 이전에도 대항조치를 취할 수 있다.38)
RIF의 위법행위로 인해 FRS는 영토주권을 침해 당하였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RIF 외교직원으로
부터 수사 협조를 받고 궁극적으로 정부기관원을 인도받아 FRS의 국내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
며 합리적이다. 그런데 만일 RIF 외교직원을 출국시킨다면 FRS는 자신의 침해 당한 권리를 회복할 기회
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FRS의 조치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대항조치이기 때문에 FRS는
교섭 제의 등의 절차 이전에도 취할 수 있다.
33) Gabčíkovo-Nagymaros Project (Hungary/Slovakia), ICJ Reports (1997), p.7, para.85.; ILC 책임초안, Art. 51
34) Case concerning the Air Service Agreement of 27 March 1946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France, Decision of
9 December 1978, (1978) 18 R.I.A.A. 416, para.83.
35) ILC 책임초안 주석서, Art. 51 Commentary (3)
36) 김대순, 前揭書, 726쪽.
37) ILC 책임초안, Art. 52(1)
38) ILC 책임초안, Art.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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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FRS 정부가 RIF 정부와 RIF 외교직원의 출국을 위한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비엔나 협약 제31
조 및 관련 국제관습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다.

1. FRS는 RIF 외교직원들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1) 형사관할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는 형사재판에의 회부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국한된다.
비엔나 협약 제31조 1항 1문은 외교직원은 접수국의 형사관할권(criminal jurisdiction) 행사로부터 면
제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형사관할권의 행사는 형사재판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장되는 것도 아니다. Tehran Hostages 사건에서 ICJ가 밝히고 있듯,
그 의도(intention)가 행위의 대상을 어떤 형태의 형사재판이나 수사에 회부하려는(submit … to any form
of criminal trial or investigation) 것인 행위만이 형사관할권 행사로 이해된다.39) 영국 외무부는 어떤
조치가 그 의도와 효과의 측면에서 형벌적(penal in intent and effect)이라면 어떤 단계의 조치인지 관계없
이 비엔나 협약 제31조 1항 1문의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40)
2) FRS 정부의 수사 협조요청은 RIF 외교직원을 형사재판에 회부하려는 목적을 띠고 있지 않다.
FRS 정부는 RIF의 정부기관원을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으며, RIF 외교직원은 수사선상에 올라
와 있지 않다. RIF 외교직원에게 수사 협조요청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인의 수준을
넘어서지 않고, 외교직원들 자체가 수사 및 재판 회부의 대상인 것은 아니다. 이처럼 FRS 정부의 조치가
RIF 외교직원을 수사 혹은 재판에 회부하려는 의도를 전혀 띠고 있지 않으므로 RIF 외교직원에 대한
형사관할권 행사로 볼 수 없다.
3) FRS의 연계조치는 RIF 외교직원에 대한 형사관할권 행사가 아니다.
FRS가 RIF 외교직원의 출국을 위한 조건으로 RIF 정부기관원의 인도를 제시한 것은 RIF 정부기관원
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재판을 통해 그 죄상을 밝히고 필요한 경우 처벌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RIF
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 나온 제안으로서 국가 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외교적 행위일 뿐, RIF 외교
직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의 의도도 담고 있지 않다.
2. 설사 비엔나 협약 제31조와 관련 국제관습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FRS 정부 조치는 임시적 차원의 대항조치
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앞서 청구취지 III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RIF 정부기관원의 FRS 주재 RIF 대사관 내 활동은 RIF
측의 선행하는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하며, FRS의 조치는 그에 대한 대항조치이다. 그리고 FRS의 조치는
선행하는 국제위법행위와의 비례를 일탈하지 않아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며, FRS가 침해 당한 영토주권
을 회복하기 위해 긴급하게 취한 조치로서 일반적인 대항조치가 갖추어야 하는 절차적 요건으로부터
배제된다.

39) 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 Judgment, I.C.J. Reports 1980, p.3, para. 79. (이하, Tehran Hostages
case)
40)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57 No.1, p.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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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RS정부는 CCTV 설치의 방식으로 RIF 공관이 향유하는 공관의 불가침성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비엔나 협약 제22조 및 관련 국제관습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1. CCTV 설치는 공관의 불가침성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비엔나 협약 제22조 1항 및 관련 관습국제법의 위반이
아니다.
1) 공관의 불가침성 위반은 물리적 침해의 발생을 의미하며 CCTV 설치 및 촬영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협약 제22조 1항의 불가침성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다.
(1) 공관지역은 불가침성(inviolability)은 공관장 동의 없이 공관지역으로 진입(enter)하는 것을 의미
한다.
비엔나 협약 제22조 1항은 공관지역의 불가침(inviolability of the premises of the mission)을 규정하는
데 이때의 불가침의 의미는 접수국이 접수국의 공무원이나 대리인이 진입하거나(entering) 또는 공관
내에서 어떠한 공적 직무를 행사(enforcement)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일컫는다.41) 공관지역의 불가침
이 문제된 여러 사건들42)에서도 경찰관이 공관에 진입하여 범인을 체포하는 일 등 사람에 의한 물리적
진입 자체가 문제되었던 것이고43), 이렇듯 불가침성 위반은 ‘공관 내 공무원이 직접 들어간 이후 공권력
을 행사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
(2) FRS의 RIF대사관에 대한 CCTV 설치 및 촬영 행위가 공관의 불가침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CCTV의 일부가 고층빌딩에 설치되어 RIF 대사관 주변을 보다 정밀하게 조감하고, 일정한 한도 내에
서 대사관 경내를 촬영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 불가침성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 불가침 위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나 국가의 대리인이 직접 공관 지역 내로 진입하여야 하나 촬영 대상이 된다고 하여
물리적 진입 행위 자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FRS는 비엔나 협약 제22조 1항 및 관련
관습국제법의 위반 사유가 없다.
2. CCTV 설치는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이고, 비엔나 협약
제22조 2항 및 관련 관습국제법의 위반이 아니다.
1) CCTV 설치 및 촬영 행위는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공관의 존엄성(품위, dignity)을 훼손하지 않았다.
(1) 공관의 존엄성(dignity) 훼손 여부는 ‘직무 기능의 수행’ 방해 여부로 판단한다.
접수국은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disturbance of peace) 존엄성의 손상(impairment of its dignity)
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지닌다.44) 이때 ‘존엄성’의 정의 및 범위가
불명확하고 국가마다 해석과 실행이 달라서 무엇이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인지 논쟁이 있어왔고 특히
공관 앞 시위(demonstration) 행위의 적법성 논의를 중심으로 안녕(peace) 및 존엄성(dignity)의 해석이
발달되어 왔다.45) 단, ‘안녕의 교란’과 ‘존엄성의 훼손’이 상당 부분 중첩(overlap)되는 것으로 본다.46)
41) Sen, supra note 24, p.111.
42) 1963년 주소련 독일공관사건, 1976년 우루과이 경찰의 베네수엘라 대사관 진입사건, 1984년 주런던 리비아대사관사건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43) Denza, supra note 3, p.121.
44) 비엔나 협약, Art. 22(2)
45) Denza, supra note 3, p.141.
46) Ibid., pp.142-143.; French J가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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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의 존엄성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47) 깃발, 표지, 플래카드나 장비
등을 이용하여 공관을 겁주거나(intimidate), 강압하거나(coerce), 위협하거나(harass), 공중의 증오와 반감
을 유발시키는 행위(bring into public disrepute)는 공관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보았다. 영국48)은 공관의 업무(the work of the mission)가 방해 받지 않는 것(should not be disrupted)이
존엄성 보호의 주요 고려 요소 중 하나라고 인정한다. 한국 법원 판례49)는 미, 일 대사관 주위가 시위의
참가인들로 에워싸여질 경우 직원들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심리적으로 갇힌 상태로 느낄 수 있음을
언급하며 비엔나 협약 제22조의 위반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들을 종합할 때, 국가들은 공관에 대한 물리
적, 심리적 작용으로 인해 ‘공관 직무의 효율적 수행’(functional necessity)이 방해되는 경우를 ‘존엄성’의
손상으로 인정하고 있다.50)
(2) RIF 대사관 주변에 CCTV 설치 및 경내 촬영은 공관의 직무를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존엄성’의
훼손으로 볼 수 없다.
RIF 대사관 주변에 상당수의 CCTV가 설치된 것, 일부가 고층빌딩에 설치되어 RIF 대사관 주변을
보다 정밀하게 조감하고, 일정 한도 내에서 대사관 경내를 촬영할 수 있다는 사실은 FRS와 RIF 간 적대적
분위기의 고조를 고려하여 보다 확실하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FRS의 적절한 조치의 일환이다. 본
CCTV 설치 및 촬영 행위로 인해 RIF 대사관의 직무 수행에 차질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 CCTV는
시위처럼 봉쇄 등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지도 않고, 소음 등으로 인한 업무 방해를 유발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희생자를 상징하는 십자가의 설치51)나 공관 앞 소녀상의 설치52) 행위 역시 직무의 자유로운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기에 존엄성의 훼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때,
사안의 CCTV 설치 및 촬영 행위도 RIF 공관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한다.
2) CCTV 설치는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에 해당된다.
(1) FRS의 CCTV 설치는‘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접수국의 의무 이행의 일환이다.
접수국은 외교공관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모든 조치’(take all appropriate steps)를 취할 특별한 의무
를 진다.53) Tehran Hostages 사건54)에서 ICJ는 이를 접수국이 취해야 할 ‘아주 절대적인 (예외 없는)
의무’(the most categorical obligations)임을 언급하였고55), Congo 사건56)에서는 접수국 자신이 사절단의
불가침성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사절단의 불가침성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도 지고 있다고 판시하였다.57)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Ibid., p.141.; a Joint Resolution of both Houses of Congress, 1938.
Ibid., p.144.; responding to this Report in their Review of the Vienna Convention.
서울행정법원 2017.8.14. 선고, 2017아12095 결정.
Sen, supra note 24, p.98.
Denza, supra note 3, p.144
이기범, “소녀상 문제, 이제는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 아산정책연구원, 2017.1.10.
비엔나 협약, Art. 22(2)
Tehran Hostages case, paras.61-67.
Tehran Hostages case, para.61.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Uganda), Judgment, I.C.J. Reports 2005,
p. 168, paras. 337-338, 340. (이하, Congo case)
57) Congo case, para.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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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S는 다른 사람들 - 이를테면 반RIF 성향의 무장 시위대 - 로부터 RIF 외교공관을 보호하고 안녕의
교란과 존엄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공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 CCTV의 본래 목적이 사고와 위험 방지에 있다는 점 등은 FRS의 CCTV 설치가 부당하거나
위법한 조치가 아니라‘적절한 모든 조치’에 포함됨을 뒷받침한다.
(2) 타 공관에 비해 CCTV를 더 많이 설치한 점이 차별적 조치로서 RIF 공관의 불가침성을 특별히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접수국의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공관에 대한
위협의 정도(degree of threat to a particular mission)에 따라 적절한지 여부가 달라진다.58) 이때 ‘적절한’
이란, 공관지역에 대한 위험 또는 위협에 대해 보호의 정도가 비례함(proportionate to the risk or threat)을
의미한다.59)
따라서 RIF와 FRS간 우호적이지 않은 외교관계를 고려할 때 FRS로서는 RIF 공관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일반적 수준보다 CCTV를 더 많이 확충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비엔나 협약 제47조는 비차별 대우 의무를 규정하지만60) 제2항 (b)호
에서 더욱 우호적인(more favorable) 대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험을 예방 및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CCTV를 더 많이 설치했다고 하여 비차별 대우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VI. FRS의 국제인권문제 등에 대한 정책표명(이하 “정책표명”)은 RIF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RIF 정부기관원들의 FRS 영역 내 활동과 RIF 외교직원들의 묵인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1. FRS의 정책표명은 불간섭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불간섭원칙의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이 있어야 한다.
국가의 행위가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간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행위가 전적으로
국내관할권 하에 있는 영역(즉, 국내문제)에 관하여 발생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하
여 특정 주권국가에게 어떤 결과를 야기하는 행동을 강요하기 위한 것(즉, 간섭)이어야 한다.61)
2) FRS의 정책표명은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이 아니다.
국내문제 혹은 국내관할권(domestic jurisdiction)이란 국제법의 규율로부터 자유로운, 오직 각국의 국
내법의 규율에 맡겨진 법영역을 가리킨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국내문제인지의 여부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국제관계의 발전에 달려 있다.62)
58)
59)
60)
61)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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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za, supra note 3, p.138.
Ivor Roberts, Satow’s Diplomatic Practic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p.229.
비엔나 협약, Art. 47
Philip Kunig, “Intervention, Prohibition of”,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2008), para.2.
Nationality Decrees Issued in Tunis and Morocco (French Zone) on Nov. 8th, 1921, Advisory Opinion, Series B(4), P.C.I.J. Reports
1923,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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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경우 전통국제법 시대에는 국제법적 차원에서 다뤄지지 못하고 단지 국내관할권에 속하는 문제
로 여겨졌으나, 이러한 태도는 UN의 등장 이후 극적으로 바뀌었다. UN에서 국가들은 UN헌장의 본래
의도와 달리 UN에게 행동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기 위하여 헌장 제2조 7항상 국내관할권을 좁게 해석하
였다. 그 결과 제2조 7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UN 총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었던 것들 중 하나인
인권문제는 이제 국내관할권의 범위를 떠나게 되었다.
FRS의 정책표명은 RIF와 관련되어 있으나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FRS의 정책표명은 본질
적으로 RIF의 국내관할권에 속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다.
3) FRS의 정책표명은 ‘간섭’이 아니다.
현대 국제관계에서 타국의 인권증진 및 보호가 더욱 강조되면서 일방 불간섭(non-interference)이라는
의무와 인권존중의 확보라는 목표 사이의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난다.63) 현대에도 인도적 간섭이라는
명분하에 실행되는 무력사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ICJ가 Nicaragua 사건에서 “힘의 사용은 인권존중
을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말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그러나 이제 국가나 국제기구가 타국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무력사용이 아닌 단지 비판을 표명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64)
만에 하나 FRS의 정책표명이 RIF의 국내문제를 다루는 것이라 하여도 FRS는 RIF의 인권상황에 대해
단지 국제회의 등의 여러 계기를 통해 비판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리이지 타국
에 대한 간섭이 아니다.
2. RIF 정부기관원의 FRS 영역 내 활동은 FRS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것이다.
1) 국가의 집행관할권은 기본적으로 영토적 제약성을 갖는다.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주권평등 원칙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자국의 영토적 경계 내에서 무조건
적이고 무제한적인 영토적 혹은 인적 관할권을 가진다.65) 그 논리적 귀결로서, 국가가 타국의 허락 없이
그 타국의 영토 내에서 자국법을 집행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부당함은 일반적으로 승인된다. 여기서 ‘집행
(enforcement)’이란 모든 권력적 행위(authoritative acts)를 가리킨다.66)
2) FRS 내 RIF 대사관은 국제법상 FRS의 영토이다.
외교공관이 치외법권(extraterritoriality)을 향유한다고 보았던 그로티우스의 시각은 현대국제법에서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외교공관은 접수국 법령 자체로부터 벗어난 곳이 아니라 단지 사법적 강제조
치나 재판 등 접수국 법령의 집행으로부터의 면제(immunity)를 향유할 뿐이다. 즉, 외교공관의 법적 지위
는 그것의 용도와 상관 없이 여전히 접수국의 영토인 것이다.
따라서 FRS 내 RIF 대사관은 외교공관으로서 각종 면제를 향유하지만 여전히 FRS의 영토주권 하에
있다.

63)
64)
65)
66)

Michael Wood, “Non-Intervention (Non-interference in domestic affairs)”, Encyclopedia Princetoniensis
Ibid.
Besson, supra note 31, para.118.
김대순, 前揭書, 4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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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IF 정부기관원의 RIF 대사관 내에서의 활동은 권력적 행위에 해당한다.
국가기관인 자의 행위 중에서 국가기관의 자격에서 한 행위만이 국가의 행위가 되며, 그 중에서도
성격상 사인은 할 수 없는 공권력의 행사 등이 권력적 행위(authoritative act)로 이해된다.
RIF 정부기관원들이 Goodwill과 대화를 나눈 것은 단순히 사인 대 사인의 관계에서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비록 그 형식이 신체적 위협이나 폭행 등의 직접적인 물리력의 행사는 아니라 할 지라도
그 내용은 정부기관원의 해외 거주 자국민에 대한 회유와 위협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국가권력에
기댄 행위로서 단순한 사인의 자격으로는 행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다.
3. RIF 외교직원들의 묵인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1) 공관지역은 외교공관의 직무와 양립할 수 없는 그 어떤 방식으로도(in any manner incompatible)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67)
외교공관의 직무는 관습법상 그 범위를 명확히 하기 힘들다. 비엔나 협약에서도 ‘특히(inter alia)’라는
표현을 동원해 단지 예시하고 있을 따름이다.68) 다만 조약해석의 일반원칙상 공관직원(a member of
the mission)이 외교직무와 양립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관지역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관직원 외의
인물이 그러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어떤 방식으로도(in any manner)’
라는 동 조 문언에 부합하며, 공관직원 이외의 인물을 이용한 동 의무의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러
한 해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비엔나 협약상 공관직원들은 자신들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공관지역 내에서
공관직원 외의 사람에 의하여 양립 불가능한 행위가 수행되는 것까지 방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2) RIF 정부기관원의 RIF 대사관 내에서의 활동은 외교직무와 양립할 수 없는 행위이다.
설사 RIF가 자국의 안보상 이익을 위한 행위였으므로 외교공관의 직무에 포함된다고 항변하더라도,
RIF 정부기관원들의 활동은 국제법상 FRS의 영토인 RIF 대사관에서 RIF의 주권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
므로 일반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자국 혹은 자국민의 이익 보호는 국제법에 의해 허락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69),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RIF 정부기관원의 활동은 외교직무와 양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결론 및 해결방안

위와 같은 이유로, FRS는 존경하는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려주도록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
니다.

67) 비엔나 협약, Art. 41(3)
68) 비엔나 협약, Art. 3
69) 비엔나 협약, Art. 3(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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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의 특권 면제와 접수국의 형사관할권(Federal Republic of Sunnyvale/Republic of Ivory Forest:
Jointly Submitted by a Special Agreement)’ 사건에 관하여,
1. FRS가 비엔나 협약 제27조, 제26조, 제29조, 제31조, 제22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RIF의 청구를
기각한다. 설사 위반의 소지가 있더라도 조난, 대항조치의 사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FRS의 정책 표명행위가 RIF의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RIF 정부기관원들의
활동이 FRS 영토주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며 이를 묵인한 RIF 외교직원들이 비엔나 협약 제41조
를 위반에 해당한다.
3. RIF는 FRS가 입은 물적 피해와 관련하여 총 1,500,000 USD에 상당하는 액수의 손해배상을
제공한다.
4. RIF는 자국의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FRS에게 약속한다.
상기 내용을 정히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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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RIF
국제사법재판소

RIF국 변론서
2019년 07월 29일 재판소 서기국에 접수

외교관의 특권 면제와 접수국의 형사관할권
(Federal Republic of Sunnyvale/Republic of Ivory Forest:
Jointly Submitted by a Special Agreement)

2019년 국제법모의재판경연대회

6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9, Vol.18, No.4 (통권 제55호)

제11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수팀 RIF국 변론서

내용 목차
관할권 진술
제기된 문제 요약
사실 관계의 진술
변론의 요약
변론

1. FRS의 조치는 외교공관에 대한 통신의 불가침을 규정하고 있는 비엔나 협약 제27조 및 관련 국제관
습법의 위반입니다.

A. FRS의 RIF 대사관 도청행위는 비엔나 협약 제27조 제1항과 제2항의 위반입니다.
B. FRS의 RIF 대사관 도청 녹음파일 배포행위는 비엔나 협약 제 27조 제1항과 제2항의 위반입니다.
C. FRS의 RIF 대사관 외교행랑 개봉은 비엔나 협약 제27조 제3항의 위반입니다.
D. FRS의 비엔나 협약 제27조 위반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FRS의 RIF 외교직원 출국 제한은 외교관에 대한 이동 및 여행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6조 및 관련 국제관습법의 위반입니다.

A. FRS가 RIF 외교직원의 공항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비엔나 협약 제26조 상 이동과 여행의 자유의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없습니다.
B. FRS의 비엔나 협약 제26조 위반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RIF 외교직원의 출국을 다른 범죄인 인도와 연계시키는 것은 외교직원의 신체의 자유 침해로 외교직
원의 신체의 불가침을 규정하고 있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9조 및 이와 관련되는 국제관
습법의 위반입니다.

A. 외교직원에 대한 계속되는 출국의 제한은 사실상 구금(detention)에 해당하며 외교관의 신체의 자유
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구성합니다.
B. 외교직원이 향유하는 신체적 불가침에 대한 예외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다른 범죄인
인도를 조건으로 외교직원의 출국을 제한하는 것은 그러한 예외에 해당할 여지가 없습니다.
C. 다른 범죄인 인도를 조건으로 외교직원의 신체의 불가침을 제한하는 것은 RIF에게 범죄인 인도의
의무가 없다는 점과 외교직원의 신체의 불가침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항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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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IF 외교직원의 출국을 타인의 범죄인 인도와 연계시키는 것은 외교직원에 대한 사실상 구금으로
간접적인 형사처벌에 해당하며 이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 및 이와 관련되는 국제관습
법 위반입니다.
5. FRS의 CCTV 설치를 통한 RIF 대사관 활동 감시는 비엔나 협약 제22조 상 공관의 불가침을 침해하
며 관련 국제관습법의 위반입니다.

A. FRS의 CCTV를 통한 RIF대사관 감시행위는 비엔나 협약 제22조 제1항과 제3항 상 공관의 불가침
성을 침해합니다.
B. FRS의 CCTV를 통한 RIF대사관 감시행위는 비엔나 협약 제22조 제2항 상 접수국의 의무 위반입
니다.
C. FRS의 비엔나 협약 제22조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6. FRS의 행위는 UN헌장 제2조 제7항에서 명문화하고 국제관습법이 확인하고 있는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의 위반입니다.

결론 및 해결방안

판례색인
■ 조약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1945.
Convention on Special Missions, 1969.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1963.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1961.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969.
■ 사법판결(Judicial Decisions) 및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

1. ICJ 및 PCIJ 판결
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eran, Judgement, ICJ Reports 1980. p. 3.
Factory at Chorzów, Jurisdiction, Judgement No. 8, 1927, PCIJ, Series A, No. 9.
LaGrand Case (Germany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ement, ICJ Reports 2001.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Mer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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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국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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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R 519; RIAA Vol XXVI 381.
3. 국내 판결
US Supreme Court, Boos v. Barry, 485 U.S. 312 (1988).
4. 권고적 의견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of the unilateral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respect of Koso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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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ity Decrees Issued in Tunis and Morocco on Nov. 8th, 1921, Advisory Opinion, 1923 PC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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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01, vol II, Part Two, pp. 31-143.
Draft Articles on the Status of the Diplomatic Courier and the Diplomatic Bag Not Accompanied by
Diplomatic Courier and Draft Optional Protocols,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89, Vol. II, part II, pp. 14-49.
UN General Assembly, Declaration on the Inadmissibility of Intervention and Interference in the Internal
Affairs of States., 9 December 1981, A/RES/36/103.
UN General Assembly, Declaration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24 October
1970, A/RES/2625(XXV).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at its 107th plenary meeting.,
19 December 1977, A/RES/32/174.

■ 국내･국외 문헌

1. 단행본
김대순, 뺷국제법론뺸, 제20판 (서울 : 삼영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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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섭, 뺷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뺸, 제9판 (서울 : 박영사, 2019).
A. Aust, Handbook of international law, 2nd ed.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A. Cassese, International law, 2nd ed.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J. Crawford, Brownlie’s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E. Denza, Diplomatic law : commentary on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C. J. Lewis, State And Diplomatic Immunity, 3rd ed. (London : Lloyd's Of London Press, 1990).
G. V. McClanahan, Diplomatic immunity : principles, practices, problems (New York : St. Martin's
Press, 1989).
I. Roberts, Satow's diplomatic practice, 7th ed.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2. 논문
F. Seyersted, Diplomatic Freedom of Communication, Scandinavian studies in law, Vol.14, 1970, pp.
193-224.
3. 기타 자료
통신비밀보호법[시행 2018. 3. 20.] [법률 제15493호, 2018. 3. 20., 일부개정].
18 U.S. Code § 2510. Definitions.

관할권 진술

RIF과 FRS는 모두 UN 회원국으로 UN헌장 제93조 제1항 및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4조 제1항
및 제35조 제1항에 의해 당사자 능력을 갖습니다. 양국은 2018년 9월 특별협정(compromis)을 체결하여
동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국제사법재판소는 재판소 규정 제36조 제1항
에 따라 이에 대한 관할권을 갖습니다.

제기된 문제 요약

1. FRS 조치의 비엔나 협약 제27조 및 관련 국제관습법 위반 여부
2. FRS의 RIF 외교직원 출국 제한의 비엔나 협약 제26조 및 관련 국제관습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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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RS가 RIF 외교직원의 출국을 다른 범죄인 인도와 연계시킨 것의 비엔나 협약 제29조 및 관련 국제관
습법 위반 여부
4. FRS가 RIF 외교직원의 출국을 타인의 범죄인 인도와 연계시킨 것의 비엔나 협약 제31조 및 관련
국제관습법 위반 여부
5. FRS의 RIF 대사관 주변에의 광범위한 CCTV 설치의 비엔나 협약 제22조 및 관련 국제관습법 위반
여부
6. FRS의 RIF 국내정책 비판 및 RIF 반정부단체 지원 행위 등의 UN헌장 제2조 제7항 및 국제관습법
상의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 위반 여부

사실관계의 진술

Republic of Ivory Forest(“RIF”)와 Federal Republic of Sunnyvale (“FRS”)은 서로 인접한 국가들입니
다. 양국은 상호간 교류가 있으나 최근 양국 간 군비 증강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5년 전 새로운
RIF 대통령의 취임 이후 FRS는 이에 관해 줄곧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유엔 총회 등 여러 계기를
통해 RIF의 국내정세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제기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양국 관계는 악화되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실종 사건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RIF 신정부 출범 이후 이에 반대하는 일부 RIF 야당 지도자들은 해외로 망명하였고 FRS 정부는 이러
한 RIF 야당 지도자 수명에 대한 정치적 망명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최근 FRS의
국영 TV와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는 등 FRS 영토 내에서 RIF 반대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FRS 내 이러한 반대 운동의 핵심 인물은 과거 RIF 녹색개혁당의 당수를 지낸 David Goodwill입니다.
Goodwill은 RIF 국적자이며 현재 5년 째 FRS내에 거주하고 있지만 그의 부인과 자녀 등 가족들은 여전
히 RIF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7일 Goodwill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FRS 경찰간부에게 연락하여 혹시 모를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다음날 RIF 대사관 방문 계획을 전달하였습니다. 2018년 5월 8일 오후 Goodwill은 자신의
여권 갱신을 위하여 FRS 수도 Kimberly에 소재한 RIF 대사관을 방문하였으나 Goodwill은 그날 자택으
로 복귀하지 않았고 이후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Goodwill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종 2주가 경과한 후 RIF 대사관 내에서의
일련의 상황과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 FRS 정부에 의해 FRS 언론에 배포되었습니다. 여기에는
Goodwill과 RIF 대사관 직원, RIF 본국에서 파견된 정부기관원들이 나누는 대화가 담겨있었습니다. FRS
정부의 설명에 의하면 이는 Goodwill과 FRS 경찰간부의 전화통화가 연결된 상태에서 해당 경찰관이
Goodwill의 대화를 자신의 전화기에 녹음한 파일로, 해당 경찰관은 2018년 5월 9일 해당 녹음 파일을
FRS 외교부 및 정보기관에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이 밖에 Goodwill의 소재를 확인하고 행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RIF 대사관 주변에 상당수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부는 대로변과 대사관 주변에 설치되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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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부는 주변에 위치한 인접 건물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특히 일부 CCTV는
대사관 경내를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과 국내외 압력이 점증하자 FRS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2일 RIF의 William Swadling 참사관과 James Taser 서기관이 Kimberly
국제공항에서 비행기 탑승 직전 FRS 경찰에 의해 출국이 저지되어 RIF 대사관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FRS 정부는 이들에 대하여 당분간 FRS 역내에 머무르며 수사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FRS 정부는 RIF에 대하여 이 사건과 관계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RIF 정부기관원 2인의 인도를
요청하며 이들을 FRS로 인도한다면 상기 참사관과 서기관의 출국을 허용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FRS와 RIF는 별도의 양자 간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8년 6월 5일 FRS 정부는 해당 외교행랑에 Goodwill의 시신이 들어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는
주장 하에 본국으로 향하던 RIF 대사관의 외교행랑을 개봉하였습니다. FRS 경찰은 Kimberly 국제공항에
서 RIF 외교행랑 담당자에게 이를 고지하며 개봉을 요구하였고, RIF 대사관에 근무하는 이 행정직원은
이에 외교행랑을 FRS 경찰에 내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양국은 서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 분쟁은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두 나라는 이 문제를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2018년
9월 양국은 특별협정(compromis)을 체결하여 이 분쟁을 ICJ에 회부하기로 합의하였고. 2019년 4월 18일
현재 RIF와 FRS를 당사국으로 하는 ICJ 분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UN회원국이자 ICJ 규정의 당사국이고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비엔나 협약”)의
당사국입니다. 양국은 ICJ 규정 및 규칙에 규정된 여러 절차적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있고, ICJ의 관할권
에 대하여 양국 간 다툼은 없습니다.

변론의 요약

첫째, FRS의 RIF 대사관 도청행위와 녹음파일 배포 행위는 비엔나 협약 제27조 제1항과 제2항 및
관련 국제관습법의 위반입니다. 또한 FRS의 RIF 외교행랑 개봉은 비엔나 협약 제27조 제3항의 위반입니
다. 이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FRS의 RIF 외교직원에 대한 공항에서의 출입 및 출국 제한은 비엔나 협약 제26조의 해석상
이동과 여행 자유의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RIF 외교직원에 대한 계속적 출국의 제한은 사실상의 구금에 해당하며 비엔나 협약 제29조
상의 외교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이러한 외교직원의 신체적 불가침에 대한 예외는 매우 제한적으
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다른 범죄인인도와 외교직원의 신체의 자유를 연계시킨 FRS의 제한은 이에 부합
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넷째, RIF 외교직원의 출국을 타인의 범죄인 인도와 연계시키는 것은 외교직원에 대한 사실상 구금으
로 간접적인 형사처벌에 해당하며 이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 및 이와 관련되는 국제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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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입니다. 이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FRS의 CCTV 설치를 통한 RIF 대사관 감시행위는 공관의 불가침을 침해하며 이는 비엔나
협약 제22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위반이자 관련 국제관습법의 위반입니다. 이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
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섯째, FRS의 다양한 경로로의 RIF 국내정책 비판, FRS 내 RIF 반정부단체 지원, Goodwill 실종에
대한 RIF 정부 책임 유도는 UN헌장 제2조 제7항에서 명문화하고 국제관습법이 확인하고 있는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의 위반입니다.

변론

FRS의 정부는 전술한 사실관계 속에서 RIF에 대한 국제법적 의무를 다각적으로 깊게 위반하였습니다.
이러한 위반은 RIF과 FRS이 서로 당사국인 다음 조약상의 특정한 의무들의 위반입니다.
the 1961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500 UNTS 95;
(이하 비엔나 협약 혹은 외교관계 비엔나 협약)
관련 위반들은 아래에서 이어집니다. 또한 비엔나 협약의 내용이 단지 조약일 뿐만 아니라 국제관습법
의 내용을 담고 있음을 Tehran Hostages 사건1)에서 ICJ는 일관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FRS의
비엔나 협약 위반 행위는 관련 국제관습법의 위반임을 주장합니다.
1. FRS의 조치는 외교공관에 대한 통신의 불가침을 규정하고 있는 비엔나 협약 제27조 및 관련 국제관
습법의 위반입니다.

A. FRS의 RIF 대사관 도청행위는 비엔나 협약 제27조 제1항과 제2항의 위반입니다.
1) 비엔나 협약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접수국은 모든 공적 목적을 위한 사절단의 자유로운 통신을
허가하고 보호할 의무를 지며 사절단은 파견국의 정부와 타 공관 및 영사관들과 통신을 함에 있어
외교신서사 및 메시지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신의 자유’는
외교에 관하여 국제법상 부여된 모든 특권과 면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3)
2) 제27조 제1항은 국제관습법 상 조약 해석의 일반원칙으로 여겨지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969) (이하 VCLT) 제31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해석
되어야 합니다. VCLT 제31조에 따르면 조약은 그 문맥 속에서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그
1) 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eran, Judgement, ICJ Reports 1980. p. 3.
2) Ibid., paras. 3, 31, 33, 41.
3) E. Denza, Diplomatic law : commentary on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p. 178.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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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언에 부여된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3) ‘자유로운 통신’이란 외교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파견국과 공관 사이의 자유롭고, 기밀이 유지
되는 통신을 의미합니다. 공관장에게 승인받지 않고 이러한 통신을 청취 혹은 녹음하는 행위는
‘도청’(bugging; interception)으로 비엔나 협약 상 금지되는 행위입니다.4) 비록 비엔나 협약에서
도청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비엔나 협약은 그 전문에서 “...이러한 특권과
면제의 목적은 개인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사절단의 ‘직무의 효율적 수행’
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청은 비엔나 협약 제3조에서 예시
하고 있는 직무의 수행에 있어서 모든 협상 전략의 노출 등 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완전히 불가능하
게 만드는 행위로써 비엔나 협약 제27조 제1항의 위반을 구성합니다.
4) 이러한 공관의 ‘통신의 자유’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UN국제법위원회(이하 ILC)는 그 초안규정에
대한 주석에서 공관과 파견국, 파견국의 직원 또는 관계당국, 파견국 국민 그리고 타국 공관 혹은
영사관, 국제기구와의 통신이 이에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5)
5) 27조의 불가침의 대상이 되는 ‘공용’(official purposes) 통신이란 공관 또는 직무와 관련된 모든
통신을 의미합니다.6) 비엔나 협약 제24조 상의 문서의 불가침과 별개로 제27조 제2항이 규정된
이유는 공관의 공용 통신문이란 공관에서 파견국으로 보내는 문서 뿐 아니라 파견국 혹은 타 공관,
영사관 등에서 공관으로 보내지는 문서 또한 불가침을 향유함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입니
다.7) 이는 비엔나 협약 제3조에 나타나는 예시적인 외교공관의 직무와 더불어 볼 때, 상당히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히 외교직무만이 아닌 공관과 관련된 것, 그리고(and) 직무와 관련된
것 모두로 서술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합리적입니다.
6) FRS 정부는 RIF 대사관 내에서 David Goodwill과 RIF에서 파견된 정부기관원들이 나눈 대화
내용을 공관장의 동의 없이 청취 및 녹음, 즉 ‘도청’하였습니다. 이 대화는 RIF국민인 Goodwill과
RIF 대사관 직원, 그리고 파견국인 RIF의 정부기관원이 나눈 대화로 비엔나 협약 제27조 제1항
상의 보호를 받는 ‘통신의 자유’의 대상입니다. ILC 초안규정에 대한 주석에 따라 공관과 파견국의
직원, 그리고 파견국 국민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7) 비엔나 협약 제27조 제1항 제2문의 범위에 따라 모든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통신하는 대상에
대하여 제1문보다 좁게 해석하더라도, 자국 정부 및 기타의 자국 공관이나 영사관과 통신을 함에
있어서, ‘소재여하를 불문하고’(wherever situated) 외교신서사 및 암호 또는 부호로 된 통신문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관 내’에서의 자국 정부와 공관의 통신
역시 모든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비엔나 협약 제27조
제1항 상의 ‘기타의 자국 공관’(other missions)이란 본국에서 파견된 '특별 사절'(special missions)도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8) 본국에서 파견된 특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본국으로부터의
직접적인 기밀통신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더욱이‘특별사절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Special Missions, 1969)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사절은 모든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본국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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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Roberts, Satow’s diplomatic practice, 7th ed.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p. 241.
Draft Articles on Diplomatic Intercourse and Immunities,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58. Vol. II, p. 97.
비엔나 협약 제27조 제2항.
Denza, supra note 3, pp. 189-190.
F. Seyersted, Diplomatic Freedom of Communication, Scandinavian studies in law, Vol.14, 1970, p.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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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본국의 공관과 영사관 및 다른 특별사절과 그 소재여하를 불문하고(wherever situated) 통신
할 수 있습니다. 공관은 파견국의 정부와 통신-서면, 구두, 혹은 통화를 통하여-할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9) 특별사절과 공관과의 대사관에서의 대화가 비엔나 협약 제27조 제1항에서
보호되는 통신의 자유에 해당함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8) RIF 대사관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공용’통신입니다. RIF 대사관 직원은 공관과 관련되어 있으며,
본국의 정부기관원들은 특별사절로써 파견국의 통신을 전달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
다. 공적 목적을 매우 좁게 해석하더라도, RIF 대사관 직원과 RIF 정부기관원은 비엔나 협약 제3조
제1항 제(b)호가 규정하고 있는, 접수국에 있어서,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파견국과 파견국
국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RIF 정부기관원들은 Goodwill에게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본국으로 귀국할 것을 설득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부기관원이 직접 공관 전화를
통하여 연결한 통화이기에, Goodwill과 본국 가족들과의 통화 역시 비엔나 협약 제27조의 통신의
불가침의 대상이 되는 공용 통신입니다.
9) 상기 논의에 따를 때, FRS 정부는 제27조 상 ‘통신의 자유’보호 범위에 속하는 RIF 대사관의 ‘공용’
통신을 ‘도청’한 바, 제27조 제1항의 명백한 위반을 구성합니다. FRS 정부는 자유로운 통신을 보호
할 의무를 해태하였을 뿐더러 직접 그 불가침을 침해하였습니다. 이는 공관의‘공용 통신문’에 대한
불가침을 규정하고 있는 비엔나 협약 제27조 제2항의 위반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는 FRS이 RIF
대사관을 광범위하게 항시 도청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 또한 가능케 하며, 이는 비엔나 협약 제27
조의 계속적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B. FRS의 RIF 대사관 도청 녹음파일 배포행위는 비엔나 협약 제 27조 제1항과 제2항의 위반입니다.
1) 제27조에 해당하는 공관의 통신문이란 비엔나 협약 상에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비엔나 협약 제24조 상의 문서 및 서류와 어느 정도 중첩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
다.10)‘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1963) (이하 VCCR)
제1조 제1항 제k호에 따르면 영사문서란 영사기관의 모든 문건서류, 서한, 서적, 필름, 녹음테이프,
등록대장, 전신암호와 기호 색인카드 및 이들을 보존하거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용기를 포함합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보다 모든 측면에서 더욱 폭넓은 면제
를 향유하는 것을 유추 적용할 때, 비엔나 협약에서의 문서를 VCCR의 영사문서보다 더 좁은 의미
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11) 따라서 앞서 논의에서 확인하였듯이‘공용 통신’이 녹음
된 파일은 비엔나 협약 제24조의 보호 대상인 공관의 문서 및 서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 FRS 정부는 RIF 대사관 내에서의 대화를 도청한 통화녹음파일을 FRS 언론에 배포하였습니다.
비엔나 협약 제24조에 따르면 공관의 문서 및 서류는 언제 어디서나 불가침이고, 제27조 제2항에서
이를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5조 제a호의 경우에서처럼 무력충돌의 경우더라도 접수국은
공관 및 공관의 재산과 문서를 존중,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FRS 정부가 FRS 언론에 이러한
9) Ibid., p. 210.
10) Denza, supra note 3, pp. 189-190.
11) Ibid., pp. 1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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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의 문서를 배포한 행위는 문서의 불가침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비엔나 협약 제27조 제2항의
위반입니다. 또한 이는 전술한 제27조 제1항 상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접수국은
공용을 위한 공관의 자유로운 통신을 허용하며 보호하여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대중에 공개하였
기 때문입니다.
C. FRS의 RIF 대사관 외교행랑 개봉은 비엔나 협약 제27조 제3항의 위반입니다.
1) 비엔나 협약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외교행랑은 ‘개봉’(open)되거나 ‘유치’(detain) 될 수 없습니다.
VCCR 제35조의 영사행랑의 경우에는 그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만, 비엔나 협약에는 그러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예외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엔나회
의 이후 외교행랑의 제한에 관한 수정안이 여러 번 제출되었지만, 이런 제안들은 모두 반려되었습니
다.12) 또한 1989년 ILC에서 최종 채택된 “외교신서사 및 외교행랑에 관한 규정 초안”(Draft Articles
on the Status of the Diplomatic Courier and the Diplomatic Bag Not Accompanied by Diplomatic
Courier and Draft Optional Protocols,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89) 제28
조는 제1항에서 외교행랑의 완전한 불가침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동의가 없는 한 모든 종류
의 전자 및 기계장치에 의한 검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엔나 협약 제27조 제3항을 유보하
는 방법 이외에 외교행랑의 개봉 혹은 유치 금지에 어떠한 예외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외교행랑의 불가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엔나 협약 제27조 제4항 상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의 외교행랑은 RIF 외교행랑 담당자에 의해 운반되던 비엔나 협약 제27조 제3항의
보호를 받는 외교행랑입니다.
3) FRS는 비엔나 협약 제27조 제3항을 유보하지 아니하였기에 FRS 정부가 본국으로 향하던 RIF
대사관의 외교행랑을 개봉한 것은 따라서 제27조 제3항의 명백한 위반을 구성합니다. 추가적으로
외교행랑을 운반하는 RIF 외교신서사의 외교행랑 교부는“외교신서사 및 외교행랑에 관한 규정
초안” 제28조 제2항에 따르는 ‘권한 있는 파견국의 대표’(an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sending
State)가 아니므로 RIF의 동의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해당 외교신서사는 단지 RIF 대사관의 외교행
랑 담당자로써 국가의 동의를 표할 수 있는 직책에 있지 않을뿐더러, 외교행랑을 단순히 교부한
행위로써 유효한 동의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D. FRS의 비엔나 협약 제27조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1) FRS는 비엔나 협약 제27조의 국제의무위반과 관련하여 어떠한 위법성 조각사유도 원용할 수 없습
니다. 먼저 RIF는 RIF 대사관의 도청 및 녹음파일 배포행위를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전술하였
듯이 RIF 외교신서사의 외교행랑 교부는 RIF의 유효한 동의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본 사건
에서의 도청행위는 조난(distress)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Goodwill은 RIF 대사관 내에서 어떠한 생명
의 위협이나 협박을 받은 적이 없으며, 불법적으로 녹음 된 파일에서조차 이를 확인 할 수 없습니
다.13) 셋째로, 현재 국제관습법적 지위를 갖는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초
12) Ibid., p. 192.
13) 모의재판경연대회문제, para.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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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이하 ILC 초안)
제50조 제2항 제b호에 따르면 대응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외교사절, 공관지역, 문서 및 서류의 불가
침을 존중할 의무의 이행으로부터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FRS는 비엔나 협약 제27조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대항조치를 주장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2. FRS의 RIF 외교직원 출국 제한은 외교관에 대한 이동 및 여행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6조 및 관련 국제관습법의 위반입니다.

비엔나 협약 제26조는 ‘접수국은 국가안전을 이유로 출입이 금지되어 있거나 또는 규제된 지역에 관한
법령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모든 공관원에 대하여, 접수국 영토 내에서의 이동과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FRS가 외교직원에 대해 공항의 출입을 제한하여 결과적으로
출국을 제한한 행위는 VCLT 제31조 내지 제33조에 규정되어 있고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는 조약의
해석원칙에 따라 외교관계 협약 제26조를 해석할 때 허용될 수 없는 행위로 협약의 위반을 구성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행위가 대항조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될 수도 없습니다.
A. FRS가 RIF 외교직원의 공항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비엔나 협약 제26조 상 이동과 여행의 자유의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없습니다.
1) 비엔나 협약 제26조를 규정하는 주요한 목적은 협약 전문에서 확인되는 ‘외교공관직무의 효율적
수행’입니다. 이동 및 여행의 자유로 실현되는 가장 주요한 두 가지 외교직무는 비엔나 협약 제3조
에서도 예시되고 있는 파견국 국민의 이익 보호와 접수국의 사정과 발전의 확인 및 이에 대한 본국
정부에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14) 다만, 전문에서 확인되고 제41조에서 규정된 접수국의 국내
법령을 준수할 의무 및 주권평등의 원칙, 타국 관할권 존중의 원칙을 고려하여 ‘국가안전을 이유로
하는’ 접수국의 출입금지 및 규제 지역에 관한 법령준수를 그 한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 ‘국가안전’의 의미에 관하여 접수국에게 어느 정도 판단의 여지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외교직원의
출입의 제한이 그 외교직원의 여행 및 이동의 자유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용되어 적용된다
면 이는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ILC가 협약의 잠정초안에서 협약 제26조와 동일
한 조항을 만들 때 위원회의 주류적 견해 및 주해의 내용과 일치합니다.15) FRS가 외교직원의
출국에 필수불가결한 공항의 이용을 제26조 예외라는 명목으로 제한한다면 이는 권리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3) 공항 시설 자체는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일 수는 있으나 외교직원의 공항의 출입
및 일반적 이용에 대한 장기간의 규제는 국가안보를 위한 제한의 목적을 넘어서 파견국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공항에 대한 출입 제한은 사실상 외교직원의 자유로운 출국을 방해하므
로 협약의 전문에서 보장하는 외교직무의 효율적 수행이라는 조약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될
수 없으며, 직무수행을 위한 편의제공을 규정하는 제25조, 외교관의 신체불가침을 규정하는 제29조,
어떠한 경우에도 외교관의 출국의 편의를 보장할 제44조 등의 문맥으로 비추어 볼 때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14) Denza, supra note 3, p. 173.
15) Ibid., p.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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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들이 제26조의 예외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대치하던 냉전기에는 국가안전을 이유로 상대 진영의 국가들의 외교직원의 여행 및
이동의 자유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실행이 존재했습니다.16) 외교직원의 여행을 수도를 기준으로
반경 수 km로 제한하고 다른 곳의 여행에는 허가를 요구하는 관행이 여러 국가에 의해 시행되고,
이러한 제한적 적용의 대상 국가는 상호주의적인 적용을 통해 이에 대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공항 이용을 봉쇄해 외교직원의 출국을 일반적으로 막는 국가의 실행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냉전 이후에는 위와 같은 여행 및 이동의 자유 제한이 양 진영 국가군 모두에서 대체로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17) 결론적으로 여행 및 이동의 자유의 폭넓은 인정이 일반적 관행에 가까워진 오늘날
공항에 대한 이동의 자유 제한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B. FRS의 비엔나 협약 제26조 위반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항조치는 타국의 국제책임의 이행을 위해 그 국가에 부담하는 국제의무를 불이행하는 자구조치로서
본질적으로 타국의 국제위법행위를 전제로 할 때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RIF는 FRS에 대해 어떠한 국제
의무도 위반한 사실이 없기에 FRS는 자국의 행위를 대항조치로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외교직원
에 대한 출국 제한은 협약 제26조의 이동의 자유뿐 아니라 신체의 자유 및 불가침을 규정하는 제29조의
의무 위반이므로 대항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의무가 아닙니다.18) 그러므로 FRS가 해당 조치를 대항조
치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3. RIF 외교직원의 출국을 다른 범죄인 인도와 연계시키는 것은 외교직원의 신체의 자유 침해로 외교직
원의 신체의 불가침을 규정하고 있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9조 및 이와 관련되는 국제관
습법의 위반입니다.

비엔나 협약 제29조는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involable)’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교관은 ‘어떠
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any form of arrest or detention)’도 당하지 아니하며 접수국은 ‘상당한 경의로
그를 대우하고(shall treat him with due respect)’ 또한 ‘그의 신체, 자유 또는 품위에 대한 여하한 침해에
대하여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shall take all appropriate steps to prevent any
attack on his person, freedom or dignity)’ 의무를 집니다.19) FRS가 RIF의 두 외교직원의 출국을 RIF의
다른 정부기관원의 인도와 연계시켜 그들의 출국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은 구금(detention)에 해당하며
외교직원의 신체불가침을 보장할 접수국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A. 외교직원에 대한 계속되는 출국의 제한은 사실상 구금(detention)에 해당하며 외교관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구성합니다.
1) 다른 범죄인 인도를 조건으로 외교직원의 출국을 허용하고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당 기간

16) Ibid., pp. 175-177.
17) Roberts, supra note 4, p. 245.
18)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규정 초안 제50조 제2항에서도 외교직원의 불가침 의무는 대항조치 금지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19)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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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외교직원의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이러한 조치가 계속되는 동안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외교관에 대한 구금(detention)에 해당합니다.
2) 실질적인 구금 혹은 억류가 협약 제29조의 위반을 구성한다는 법리는 Tehran Hostages 사건에서
제시된 바 있습니다. ICJ는 이란의 민병대가 대사관을 공격하고 대사관 직원들을 억류하던 상황에
서 미국의 대리대사(Chargé d’Affaires)와 다른 두 외교직원이 이란 외무부에서 떠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을 조성하여 이들을 외무부에 남아 있게 하는 것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6조 및 제29조의 위반을 구성하고, 장기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구금(detention)에 해당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20) 당시 이란 외무부장관 Ghotbzadeh는 미국의 외교직원들이 외무부에 있
는 동안은 이란이 그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지만, 외무부를 떠나는 순간 그들에게 그러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장관 자신이 그들에 대한 체포와 재판을 요구하겠다는 발언을 하여
사실상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였습니다.21)
3) 상기 Tehran Hostages 사건에서 재판소의 법리에 따르면 구금 및 억류는 단지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서 사실상 외교직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상당 기간
지속된다면 구금에 해당되고 외교관의 신체의 불가침의 침해를 야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리가
FRS의 RIF 외교직원 출국 제한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RIF의 두 외교직원이 물리적인
구금이나 억류를 당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FRS 정부가 별개의 범죄인 인도를 조건으로 사실상 외교
직원의 출국 제한을 상당 기간 지속하고 있다면 역시 사실상 구금에 해당되어 비엔나 협약 제29조
의 중대한 위반을 구성합니다.
B. 외교직원이 향유하는 신체적 불가침에 대한 예외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다른 범죄인 인도를 조건으
로 외교직원의 출국을 제한하는 것은 그러한 예외에 해당할 여지가 없습니다.
1) 비엔나 협약 제29조의 문언 상 신체의 불가침은 절대적 불가침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ILC의 주해나
상기 Tehran Hostages 사건에서 ICJ는 일정한 예외가 가능함을 시사 한 바 있습니다. 특히, ICJ는
Tehran Hostages 사건에서 현행범인 외교직원의 경우 범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briefly)
체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22)하여 제29조의 신체의 불가침이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9조의 도입 목적이 외교직무의 효율적
수행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예외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신체의 자유의 제한도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다른 범죄인 인도를 조건으로 외교직원이 출국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제29조에서 허용하
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외교직원의 신체의 불가침의 예외는 정당방위의 필요성이나 당장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급박한 경우, 또는 인간 생명의 보호처럼 압도적
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경우에 준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제한 역시 반드시 필요한 수준으로만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FRS 정부는 일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RIF 외교직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데 특정인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은 외교직원의 불가침을 제한할 급박성

20) supra note 1, para. 78.
21) supra note 1, para. 25.
22) supra note 1. para. 86.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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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요성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FRS 정부의 조치는 협약 제29조의 예외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C. 다른 범죄인 인도를 조건으로 외교직원의 신체의 불가침을 제한하는 것은 RIF에게 범죄인 인도의 의무가 없다는
점과 외교직원의 신체의 불가침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항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1) FRS의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 제29조 위반은 대항조치라는 명목으로 정당화 될 수 없습니
다. 대항조치는 타국의 국제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는데 RIF는 FRS에 대해 어떠한 국제 의무도
위반한 사실이 없기에 FRS는 자국의 행위를 대항조치로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특히, RIF는 FRS
에 대해 요청받은 두 명의 정부기관원을 인도할 어떠한 조약상, 관습상 의무가 없습니다. 설령
외국인의 행위가 접수국에서 범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의 국적국에게는 그들을 접수국
으로 인도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그들의 행위와 관련해 국가책임이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만 질뿐입니다.
2) 한편 외교직원에 대한 사실상 구금은 신체의 자유 및 불가침을 규정하는 제29조의 의무 위반이므로
대항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의무가 아닙니다. 결국 FRS가 해당 조치를 대항조치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4. RIF 외교직원의 출국을 타인의 범죄인 인도와 연계시키는 것은 외교직원에 대한 사실상 구금으로
간접적인 형사처벌에 해당하며 이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 및 이와 관련되는 국제관습
법 위반입니다.

1)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1항은 외교관의 접수국 형사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접수
국의 형사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는 절대적인 것으로 비엔나 협약의 성안 이전부터 국가의 일반적이
고 일관적 실행과 법적 확신을 통해 국제관습법의 지위에 있습니다. 외교직원은 소추부터 수사,
재판, 형사처벌 등 접수국의 일체의 형사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고 이러한 면제는 실질적으로 보장
될 필요가 있습니다. FRS 정부가 다른 범죄인 인도와 외교직원의 출국을 연계시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상 구금을 구성하고 이는 간접적으로 외교직원에게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형사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비엔나 협약 제31조에도 위반됩니다.
2) 일반적으로 출국 제한 조치는 국가의 형사관할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가들은
소추 개시 후 수사 과정이나 재판의 계속 중에, 징역형이나 구금형이 집행되고 있는 중, 혹은 벌금
등의 미납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출국 제한 조치를 취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RIF의
두 외교직원에 대한 FRS 정부의 출국 제한 조치는 명시적인 형사소추 및 처벌이 비엔나 협약 제31
조의 명백한 위반을 구성하게 되는 외교직원에 대해 사실상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여 우회적으로
실질적인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로 자국 교도소에 수감하거나
특정 장소에 구금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한 외교직원에 대해 출국을 금지하
게 된다면 외교직원에게 조치 가능한 최대한의 신체의 자유 박탈이 될 것이며 이는 해당 조치가
일종의 신체형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FRS의 RIF 외교직원에 대한
사실상 구금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 위반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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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RS의 CCTV 설치를 통한 RIF 대사관 활동 감시는 비엔나 협약 제22조 상 공관의 불가침을 침해하
며 관련 국제관습법의 위반입니다.

Grotius이전부터 관습으로 인정되어온 공관의 불가침(inviolability)이란 주권국인 국가 즉 접수국의
영토 안에 존재하지만 접수국의 관할권에 일반적인 방식으로 종속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23) 접수국
은 불가침의 대상이 되는 공관, 사람, 재산에 대해 특정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할 ‘소극적 의무’가
있으며 불가침을 향유하는 공관, 사람, 재산을 물리적 침해나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고 존엄성 손상으로부
터 보호 할 ‘적극적 의무’를 가집니다.24) 비엔나 협약 제22조 제1항과 제3항은 전자에 해당하며, 제22조
제2항은 후자에 해당합니다.
A. FRS의 CCTV를 통한 RIF대사관 감시행위는 비엔나 협약 제22조 제1항과 제3항 상 공관의 불가침성을 침해합
니다.
1) 비엔나 협약 제22조 제1항과 제3항 따르면 공관지역에 대한 접수국의 관할권 행사는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공관장의 동의 없는 공관지역 진입은 금지되며 공관지역과 동 지역 내에 있는 비품류
및 기타 재산과 공관의 수송수단은 수색, 징발, 차압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됩니다. 이와 관련
하여 어떠한 예외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비엔나 협약 성안 당시
비엔나회의에서 “화재, 전염병, 기타 극단적인 긴급사태(other extreme emergency)의 경우 외교사
절단장은 접수국 당국과 협력할 것이 요구된다.”는 문구의 제안이 있었으나, 이러한 예외 조항 삽입
시 예외의 남용가능성에 대한 위험으로 인해 거부된 바 있으며 이 같은 입장은 Tehran Hostages
사건에서 ICJ에 의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25) 또한 Diplomatic Claim, Eritrea's Claim 20 (Eritrea
v Ethiopia) 사건26)에서 Arbitral Tribunal 역시 적대적 행위의 혐의가, 에티오피아가 에리트레아
대사관을 강제적으로 침입하고 수색한 행위를 정당화시키지 못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 이러한 판례와 국가실행을 고려할 때, 비엔나 협약 제22조 상의 관할권 자제는 예외 없이 이루어져
야 합니다. FRS 정부는 다수의 CCTV를 통해 RIF 대사관을 정밀하게 감시하고 있고, 일부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는 대사관 경내를 직접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24시간
동안 RIF대사관의 모든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 Denza에 따르면, 접수국이
전자장치를 사용해 도청하여 정보를 얻는 행위에 대해 제22조에 위반되는 ‘진입’(entry) 또는 ‘수
색’(search)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27) CCTV로 공관 내부를 24시간 촬영하는 행위
는 도청보다 강도 높은 감시 행위로써 공관장의 동의 없이 대사관 내부를‘수색(search)' 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는 비엔나 협약 제22조 제1항과 제3항의 위반을 구성합니다. FRS의 CCTV는
현재까지도 철거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위반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B. FRS의 CCTV를 통한 RIF대사관 감시행위는 비엔나 협약 제22조 제2항 상 접수국의 의무 위반입니다.
23)
24)
25)
26)

Denza, supra note 3, p. 110.
Ibid., p.110.
supra note 1, para. 91
Diplomatic Claim, Eritrea’s Claim 20 (Eritrea v Ethiopia), Partial Award of 19 December 2005, 135 ILR 519; RIAA Vol XXVI
381.
27) Denza, supra note 3, p,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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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엔나 협약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FRS 정부는 접수국으로서 RIF 대사관에 대한 어떠한 침입이나
손해에 대하여도 공관지역을 보호하여야 하며,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
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가집니다. 안녕 교란과 품위의 손상에 대하여 비엔나
협약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국가 실행을 살펴보면, 미 연방대법원은 1988
년 Boos v Barry 사건28)에서 비엔나 협약 제22조 하의 안녕 교란(any disturbance of the peace)이란
공관의 일반적 직무가 방해받았는지 여부를 가지고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영국의 경우,
R v Rosque 사건29)에 관련하여 영국정부는 비엔나 협약 제22조 상의 본질적 요구사항은 공관의
직무가 방해받지 않고, 공관 직원들이 공포에 질리지 아니하며 공관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30) 따라서 공관의 존엄성이란, 공관에서의 업무가 정상적으
로 지속될 수 있어야 하며, 공관이 공격받거나 직원이 다칠 것에 대한 공포에 처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31) 즉 직무의 효율적 수행이 가능한 지가 일반적 판단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이는 비엔나 협약의 전문에서도 확인됩니다.
2) RIF대사관에 대한 FRS 정부의 광범위한 CCTV 감시는 RIF 대사관의 외교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방해합니다. 대로변과 대사관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이외에 인접 건물의 잘 보이지 않는
곳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 심지어 일부는 고층빌딩에 설치되어 RIF 대사관 주변을 보다
정밀하게 조감하고, 대사관 경내까지 촬영할 수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32) 이는 RIF 대사관을
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이 명백합니다. 또한 이러한 CCTV의 추가 설치는 Kimberly에 소재한 다른
나라 대사관 주변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감시 행위는 RIF 대사관에 방문하는
모든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엔나 협약 제3조 상 (b) 접수국에 있어서
파견국과 파견국 국민의 이익보호, (c) 접수국 정부와의 교섭 등 거의 모든 업무에 있어서 외교직무
수행의 실질적 마비를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3) Tehran Hostages 사건에서 ICJ는 이란 시위대의 미국 공관 침입이 ‘희귀하며 매우 특별한 무게를
가지는데, 이는 민간인이 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이란의 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판시하며
제22조 제2항의 위반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33) FRS 정부의 광범위한 CCTV 감시 행위는 비엔나
협약 제22조 제2항 상의 안녕 교란 및 공관 존엄성의 침해 행위이자, 공관의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적극적 위반을 저질렀다는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더욱 중대한 위반입니다.
C. FRS의 비엔나 협약 제22조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1) FRS는 비엔나 협약 제22조의 위반에 대해 어떠한 위법성 조각사유도 원용할 수 없습니다. RIF는
광범위하고, 심지어 대사관 경내까지 촬영하는 FRS의 CCTV에 대하여 그 어떤 동의도 표시한 적이
없습니다. 일부 CCTV는 인접 건물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되어 있어 RIF는 이러한 CCTV의
존재도 본 사건으로 인해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술하였듯이 ILC초안 제50조 제2항 제b호에
28)
29)
30)
31)
3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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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Supreme Court, Boos v. Barry, 485 U.S. 312 (1988). ILR 499 at 551.
Denza supra note 3. p. 143에서 재인용.
Ibid., p. 144.
C. J. Lewis, State And Diplomatic Immunity, 3rd ed. (London : Lloyd's Of London Press, 1990). p. 147.
모의재판경연대회문제, para. 9.
supra note 1, at paras 63, 76, and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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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대응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외교사절, 공관지역, 문서 및 서류의 불가침을 존중할 의무의
이행으로부터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FRS는 비엔나 협약 제22조의 위반에 대하여 대응조치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6. FRS의 행위는 UN헌장 제2조 제7항에서 명문화하고 국제관습법이 확인하고 있는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의 위반입니다.

1) 웨스트팔리아 체제에서 비롯된 주권평등 원칙과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에 의하면 자국의 주권을
존중받을 권리는 타국의 주권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를 수반합니다. 이는 UN헌장 제2조 제1항과
제7항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법의 기본원칙입니다. 전통국제법 시기 이래로 이 원칙은 몇몇 특정
국제관습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었습니다. 하나는 국가들이 다른 국가의 내부문제에 침범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데, 이는 어느 국가도 다른 국가의 특정 기관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외국정부 당국과 그 국민간의 관계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규칙은 국가는 외국에 해로운 활동의 조직을 선동하거나 조직하거나 혹은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34) 이와 같은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은 “UN헌장에 따른 국가 간의 우호
관계 및 협력에 관한 국제법의 원칙선언”(Declaration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35) (이하 우호관계선언)에서도 명문화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UN총회의 결의
로서 그 자체 구속력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국제공동체의 컨센서스를 나타낸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ICJ는 이 선언이 “국제관습법을 반영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36)도 있습니다.
2) ‘국내문제(domestic affairs)’란 한 국제법의 규율로부터 자유로운 국내 관할사항을 의미합니다.37)
따라서 국가는 타국가의 이러한 문제에 간섭할 수 없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됩니다. 그 예로는
정부형태를 포함한 헌법상의 문제, 외교정책의 수립 및 국내정책의 수립 등이 있습니다.
3) ‘간섭’(intervention) 의 정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국제법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가 타국의 행동
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의도로서 행하는 의사의 강제적 개입의 여부가 중요시됩니다. 따라서 간섭
행위의 본질은 강제(force)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간섭의 형태에 있어서 1970년 우호관계선언
제3원칙, 1974년 “국가의 경제적 권리·의무헌장”(Charter of Economic Rights and Duties of States),
1981년 “각 국가의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과 개입 불허용의 선언”(Declaration on the Inadmissibility
of Intervention and Interference in the Internal Affairs of States)을 비롯한 일련의 UN총회 결의들은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을 동반하는 간섭 뿐 아니라 비무력적 간섭(coercive, non-armed intervention)
도 금지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사건38)에서 ICJ는 “재정지원, 훈련, 무기제공, 첩보 그리고 병참지원을 통하여 니카라과
34) A. Cassese, International law, 2nd ed.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p. 53-55.
35) UN General Assebly Resolution 2625 (XXV), 1970.
36)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of the unilateral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respect of Kosovo,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2010, p. 403, para 80.
37) Nationality Decrees Issued in Tunis and Morocco on Nov. 8th, 1921, Advisory Opinion, 1923 PCIJ (ser. B) No. 4 (Feb. 7), para.
24.
38)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Merits, Judgement, ICJ Reports 1986,
p. 14, at paras. 239~245, 276.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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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콘트라 반군의 활동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불간섭원칙의 명백한 위반을 구성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4) FRS은 5년 전 RIF 대통령의 선출 이후 본국의 정치체제 및 국내정책, 국내정세에 대하여 UN총회
등 여러 통로를 통해 비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국내정치체제를 선택하는지, 그리고 어떤
정부를 선택하는지는 한 국가의 고유한 국내문제입니다. 또한 FRS은 RIF 반정부인사 지도자들의
정치적 망명신청을 허용하고, 이들의 반정부운동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한명은
최근 FRS의 국영 TV와의 인터뷰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RIF 정부를 강력히 비난한 바 있습니
다. 또한 FRS은 최근 군비증강을 통한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이는 RIF의 정부를
변경시키기 위한 압력에 해당하며 한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에 간섭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FRS은 RIF정부에 해로운 활동의 조직을 선동하고 공식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더욱이 RIF 반정부
인사 중 핵심 인물인 David Goodwill의 최근 실종 사건과 관련하여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는 대신
불법적으로 도청한 녹음 파일의 공개를 통해 RIF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RIF 외교직원에
대한 불가침성을 침해하는 등 비엔나 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강압’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RIF
의 국내정책을 변화시키려는 FRS의 강제적 개입입니다.
5) 결론적으로 FRS은 국내문제 비난을 통한 RIF 국내당국에의 압박,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
위반을 통한 강압을 수행하였으며 RIF 반정부운동에 대한 지원, 군비증강을 통한 긴장 생성 등을
고려할 때, FRS의 조치는 따라서 UN헌장 제2조 제7항의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의 명백한 위반이자
관련 국제관습법의 명백한 위반을 구성합니다.

결론 및 해결방안

1. RIF국은 국제사법재판소가 제출된 청구취지에 관한 본안판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확인하여줄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FRS의 RIF 대사관 도청행위와 이를 통해 취득한 녹음파일의 배포행위, 그리고 외교행랑의 개봉
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7조의 위반.
둘째, FRS의 RIF 외교직원 출국의 제한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6조의 위반.
셋째, FRS가 RIF 외교직원의 출국을 다른 범죄인 인도와 연계시키는 것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9조의 위반.
넷째, FRS가 RIF 외교직원의 출국을 다른 범죄인 인도와 연계시키는 것은 간접적인 형사처벌로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의 위반.
다섯째, FRS의 CCTV를 이용한 RIF 대사관의 활동 감시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2조의
위반.
여섯째, FRS의 RIF 반정부단체 지원 및 RIF 정부에 대한 강압 행위는 UN헌장 제2조 제7항 및 국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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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법에 의해 확인되는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의 위반.
2. RIF는 국제사법재판소가 FRS의 상기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FRS에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려줄 것을
청구합니다.

FRS는 위에 제시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2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및 제31조와 이와
관련되는 국제관습법을 위반하였으며 일부는 그 위반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헌장
제2조 제7항과 국제관습법이 확인하고 있는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FRS는 국가
책임에 관한 국제관습법 및 이를 성문화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 제30조
내지 제31조에 따라 지속되고 있는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상기 위법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절한
보장을 하며, 완전한 손해배상을 이행할 의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됩니다.39) RIF가 재판소에 청구하고자
하는 FRS에 대한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구금 중인 RIF 외교직원 두 명의 신속한 출국의 허용.
FRS 정부는 두 명의 RIF 외교직원의 출국을 제한하고 다른 범죄인 인도를 조건으로 출국을 허용하겠
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6조, 제29조 및 제31조와 관련 국제관습법을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40) FRS의 위법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두
외교직원에 대한 출국의 자유 및 출국을 하기 위한 적절한 편의가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
소의 Tehran Hostages 사건에서도 재판소는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란이 미국의 외교직원의 불법
억류를 즉시 중단하도록 판결한 바 있습니다.41)
B. 해당 위법행위의 재발 방지 약속.
1) FRS 정부는 향후 이유를 불문하고 상기 위법행위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공개적 약속을 통해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외교직원에 대해 출국을 제한함으로써 장기간 구금을 하였고, 구금
이 현재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재발방지의 약속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2) 국제사법재판소는 LaGrand 사건의 판결에서 외국 국적의 사람이 영사 통지 실패의 결과로 ‘장기간
의 구금 혹은 중대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subjedted to prolonged detention or sentenced to
severe penalties)’ 어떠한 사건에서도 단순한 사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재발 방지의 약속 혹은
보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42) 제시된 재판소의 법리를 외교관계에 관한 국제법에 유추
적용한다면 의무를 위반하여 외교직원에 대한 장기간 구금이나 사실상 형사처벌 같은 중대한 결과
가 발생하였을 때 역시 위반국의 재발방지 약속의 필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39)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제30조 내지 제31조.
40)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 제14조 제2항에서 국제법위원회는 ‘지속적 성격(continuing character)’을
갖는 위법한 국가행위의 예로 ‘외국공무원의 불법억류(unlawful detention of foreign official)’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with commentaries,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01, vol II, Part Two, Article 14 (3), p. 60.
41) supra note 1, para. 95.
42) LaGrand Case (Germany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ement, ICJ Reports 2001, para.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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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더불어 RIF와 FRS의 우호관계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FRS가 외교직원의
출국의 조건으로 제시한 범죄인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FRS의 외교관계에
관한 국제법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공관지역 및 외교직원의 불가침 침해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의 존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C. 2,000,000 USD의 금전배상 및 관련 책임자 처벌을 통한 완전한 손해배상.
1) 국가책임에 관한 국제관습법 및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 제31조는 국제의무
위반을 행한 유책국은 그 위법행위에 의해 야기된 손해(injury)에 대해 완전한 배상(full reparation)
을 할 의무를 집니다.43) 상설국제사법재판소는 Chorzów 공장 사건에서 약속의 위반은 적절한 배상
의 의무를 수반한다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이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44) 배상은 가능한 한 불법행위
에 따른 모든 결과를 없애고 불법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존재했을 상황을 재수립해야 합니다.45)
또한, 비록 개인이 입은 손해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의 계산의 편리한 척도(convenient scale)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국가 자신의 직접 손해 역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46) RIF국은 FRS
국의 상기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총 2,000,000 USD의 금전배상과 관련 책임자 처벌을 재판소에
청구합니다.
2) 금전배상의 범위는 금전적으로 산정 가능한 모든 손해이며 여기에는 확정된 범위 내에서의 일실이
익이 포함됩니다.47) 금전적으로 산정 가능한 손해에는 외교보호의 대상이 되는 국민이 입은 정신적
손해가 포함됩니다.48) 청구의 대상이 되는 금전적 손해를 상술하면 ① 두 외교직원의 출국 제한으로
인한 인원 운용 및 그에 따른 외교직무 수행의 방해에 의한 금전적 손실 및 그 이자, ② CCTV
설치 및 도청, 외교행랑의 개봉 등의 FRS 정부의 조사 확대로 주FRS RIF국 대사관의 업무 수행의
방해에 의한 금전적 손실 및 그 이자, ③ Swadling 참사관과 Taser 서기관 두 외교직원의 출국
제한과 불법적인 구금으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 ④ RIF 대사관 주변 반RIF 시위 격화로 대사
관과 대사관저 주변의 경비를 위한 사설 경비 회사 고용에 지출한 비용, 마지막으로 ⑤ 법률자문
비용 및 자료 번역과 통역 비용에 따른 비용으로 총 USD 2,000,000에 상당합니다. 상기 금전배상은
안정적 가치를 지니며 즉시 활용 가능한 미국 달러(USD)로 지불되어야 합니다.
3) 금전배상으로 전보가 불가능한 공관의 품위 손상 및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 위반에 따른 국가주권의
침해의 경우는 관련 책임자 처벌을 통한 만족(satisfaction)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을 정히 청구함.

43)
44)
45)
46)
47)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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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 제31조.
Factory at Chorzów, Jurisdiction, Judgement No. 8, 1927, PCIJ, Series A, No. 9, p. 21.
Ibid., p. 47.
Ibid., p. 28.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 제36조.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with commentaries,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01, vol II, Part Two, Article 36 (16),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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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목차

관할권 진술
제기된 문제 요약
사실 관계의 진술
변론의 요약
변론

1. FRS 정부는 비엔나 협약 제27조 및 관련 국제관습법 상 RIF 외교사절단이 누리는 통신의 불가침을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A. FRS 경찰 간부의 통화 수신에 따른 면담내용 청취 및 녹음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7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고 보장되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B. 예비적으로, 설령 통화 수신에 따른 면담내용 청취 및 녹음이 통신의 불가침을 침해한다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C. 외교행낭 개봉은 비엔나 협약 제27조 제3항 및 관련 국제관습법에 대한 위반이 아닙니다.
D. 예비적으로, 외교행낭 개봉이 위반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2. 외교직원 2인의 FRS 역내체재는 이동의 자유 보장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A. RIF 외교직원 2인의 FRS 역내체재는 자발적 체재로 FRS의 조치는 외교사절단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B. 외교사절의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었다면 이는 정당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C. 설사 외교사절의 이동의 자유가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동의, 대응조치 또는 조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3. 외교직원 2인에 대한 신체적 불가침이 침해되지 않았습니다.

A. RIF 외교직원에 대한 어떠한 신체적 자유의 속박과 제한도 없었습니다.
B. 설사 신체적 자유의 속박과 제한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RIF의 선행 국제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조치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4. 외교직원 2인에 대한 형사관할권 면제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A. 외교직원 2인에 대한 어떠한 형사소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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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설사 형사소추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RIF의 선행 국제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조치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5. CCTV 설치는 RIF 공관의 불가침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A. CCTV는 RIF 대사관의 보호를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비엔나 협약 제22조 제2항 및 국제관습법상
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B. CCTV 설치는 비엔나 협약 제22조 및 국제관습법상 공관의 불가침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C. CCTV 설치는 공관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D. 설령 CCTV 설치가 제22조를 위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6. FRS는 RIF에 대한 국내문제불간섭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RIF는 FRS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비엔나 협약 제41조를 위반하였습니다.

A. FRS는 RIF에 대한 국내문제불간섭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B. RIF는 FRS의 영토주권을 침해하였습니다.
C. RIF는 비엔나 협약 제41조를 위반하였습니다.

결론 및 해결방안

판례 색인
■ 조약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196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969.
국제연합헌장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1945.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7 Annex 17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Security:
afeguarding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gainst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10th Edition, April
2017.
■ 사법판결(Judicial Decisions) 및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

<판결>
Case concerning the difference between New Zealand and Franc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wo agreements, concluded on 9 July 1986 between the two States and which 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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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Rainbow Warrior Affair, 30 April 1990,
Case concerning the differences between New Zealand and France arising from the Rainbow Warrior
affair, (Ruling by the UN Secretary-General) (6 July 1986) (New Zealand v France) (1986) 19
RIAA 196. p. 209.
Diplomatic Claim, Eritrea’s Claim 20 (Eritrea v Ethiopia), Partial Award of 19 December 2005, 135
ILR 519; RIAA Vol XXVI 381.
Factory at Chorzów, Jurisdiction, Judgement No. 8, 1927, PCIJ, Series A, No. 9.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Merits,
Judgement, ICJ Reports 1986.
Russian Claim for Interest on Indemnities (Damages Claimed by Russia for Delay in Payment of
Compensation Owed to Russians Injured During the War of 1877-1878), Russia v Turkey, Award,
(1961) XI RIAA 421, ICGJ 399 (PCA 1912), (1912) 1 HCR 547, 11th November 1912,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p. 14-15.
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 Judgement, ICJ Reports 1980.
<권고적 의견>
Nationality Decrees Issued in Tunis and Morocco on Nov. 8th, 1921, Advisory Opinion, 1923 PCIJ
(ser. B) No. 4 (Feb. 7).
■ UN 문서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01, vol. II, Part II, pp.31-143
Draft Articles on Diplomatic Intercourse and Immunities,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58, vol. II, pp.89-105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Annex to th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 Investigation into the unlawful death of Mr. Jamal Khashoggi,
24 June - 12 July 2019, A/HRC/41/CRP.1.
■ 국내･국외 문헌

1. 단행본
- 국내 김대순, 뺷국제법론뺸, 제20판 (서울 : 삼영사, 2019).
정인섭, 뺷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뺸, 제9판 (서울 : 박영사, 2019).
- 국외 A. Aust, Handbook of international law, 2nd ed.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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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sese, International law, 2nd ed.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E. Denza, Diplomatic law : commentary on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J. Crawford, Brownlie’s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I. Roberts, Satow's diplomatic practice, 7th ed.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2. 논문
Rene Vark, Personal Inviolability and Diplomatic Immunity in Respect of Serious Crimes, Juridica
international, 8th, 2003.
‘황승현, “외교관계에 있어서 외교관의 특권ㆍ면제의 일고찰”, 뺷국제법평론뺸, 제29호(2009.4), p. 91.
R. Boed, “The State of the Right of Asylum in International Law”, Duke Journal of Comparative
& International Law, Vol.5, No.1, 1994,
3. 기타 자료

관할권 진술

본국 FRS와 RIF는 모두 UN 회원국으로서 UN헌장 제93조 및 ICJ 규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이하 ICJ)의 당사자가 됩니다. 또한 양국은 2018년 9월 체결한 특별협정(compromis)을
통해 양국 간의 동 분쟁을 ICJ에 회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ICJ의 관할권에 대하여 양국
간 다툼이 없으며 ICJ는 동 분쟁에 대해 ICJ 규정 제36조에 따라 관할권을 갖습니다.

제기된 문제 요약

1. FRS 조치의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비엔나 협약”) 제27조 및 관련 국제관습법 위반
여부 및 위반 존재 시 그 위법성 조각 여부
2. RIF 외교직원 FRS 역내 체재요청의 비엔나 협약 제26조 및 관련 국제관습법 위반 여부 및 위반
존재 시 그 위법성 조각 여부
3. FRS가 RIF 외교직원의 출국을 범죄인 인도와 연계시킨 것의 비엔나 협약 제29조 및 관련 국제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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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여부 및 위반 존재 시 그 위법성 조각 여부
4. FRS가 RIF 외교직원의 출국을 범죄인 인도와 연계시킨 것의 비엔나 협약 제31조 및 관련 국제관습법
위반 여부 및 위반 존재 시 그 위법성 조각 여부
5. RIF 대사관 주변 CCTV 설치의 비엔나 협약 제22조 및 관련 국제관습법 위반 여부 및 위반 존재
시 그 위법성 조각 여부
6. FRS의 RIF 국내정책에 대한 입장 표명의 UN헌장 제2조 제7항 및 국제관습법 상의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 위반 여부
7. FRS 영역 내 RIF 정부기관원 활동의 FRS 영토주권 침해 여부 및 이에 대한 RIF 외교직원 묵인의
비엔나 협약 제41조 위반 여부

사실 관계의 진술

Federal Republic of Sunnyvale(“FRS”)와 Republic of Ivory Forest(“RIF”)는 인접국이며, FRS의
군비증강에 대한 RIF의 비난 및 RIF 군부 집권에 대한 FRS의 비판적 입장으로 인해 양국은 긴장 관계에
놓여있습니다.
David Goodwill은 RIF 국적자이며 지난 5년간 FRS에서 거주하였습니다. Goodwill은 2018년 5월
8일 여권 갱신을 위하여 FRS 수도 Kimberly에 소재한 RIF 대사관을 방문하였으나 그 이후 자택으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RIF 대사관 인근에 위치한 CCTV에는 Goodwill이 대사관 경내로 들어가는 장면
만 촬영되었고, 나오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FRS 주재 RIF 대사관 주변에는 상당수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CCTV는 주변 고층 빌딩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8년 5월 7일 Goodwill은 FRS 경찰 고위간부에게 연락하여 대사관 방문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경찰간부는 신체적 위협이 느껴진다면 곧바로 연락을
달라는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5월 8일 오후 Goodwill은 RIF 대사관 영사부 진입 직후 FRS
경찰 간부에게 전화하였습니다. 전화통화 시작 전 RIF 대사관 직원과 RIF 본국 파견 정부기관원과의
면담이 진행되었으며 기존에 연결된 전화를 통하여 FRS 경찰간부가 면담 내용을 청취 및 녹음하였습니
다. 실종 2주 경과 후 해당 녹음 파일이 FRS 언론에 배포되었습니다. 해당 녹음 파일에는 RIF 정부기관
원들이 Goodwill에게 본국 귀국을 요청하는 내용 및 Goodwill과 가족이 통화하는 내용, 정부 통치방식에
대한 대화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2018년 6월 2일 William Swadling 참사관과 James Taser 서기관이 FRS의 Kimberly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였습니다. FRS의 경찰은 이들에게 FRS내 자발적 체재를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외교직원 2인은 자신의 신분을 밝혔으나 그 외에 특별히 경찰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거를 하지
않았고, 이후 물리적 충돌 없이 대사관으로 복귀하였습니다. RIF 외교직원 2인이 자발적 역내체재를
선택한 이후, FRS은 이들에 대한 그 어떠한 신체 불가침의 제한이나 형사 관할권 행사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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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S 정부는 Goodwill 실종 사건에 대한 적극적 수사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FRS 정부는 상기
외교직원 2인에게 수사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Goodwill 실종 사건에 직접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
는 RIF 직원 2인을 FRS로 인도하여 줄 것을 RIF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18년 6월 5일 FRS 정부는 RIF 외교행랑에 Goodwill의 시신이 담겨있다는 제보를 받았으며, 이에
Kimberly 국제공항에서 그 내용을 고지하며 RIF 외교행랑 담당자에게 개봉을 요구하였습니다. RIF
외교행랑 담당자는 저항 없이 외교행랑을 내어 주었고, FRS 정부가 이를 개봉하였습니다.
외교면제에 관한 국제법 적용 및 Goodwill의 실종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양국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
니다. 양국은 이 문제를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하기로 합의, 2018년 9월 특별협정(compromis)을
체결하여 이 분쟁을 ICJ에 회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국은 UN회원국이자 ICJ 규정의 당사국이고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비엔나협약”)의
당사국입니다. 양국은 ICJ 규정 및 규칙에 규정된 여러 절차적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있고, ICJ의 관할권
에 대하여 양국 간 다툼은 없습니다.

변론의 요약

첫째, FRS 정부는 비엔나 협약 제27조의 통신의 불가침을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간부의 통화
수신에 따른 면담내용 청취 및 녹음은 RIF 대사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외교행랑 개봉은
비엔나 협약 제27조 및 관련 국제관습법에 대한 위반이 아닙니다. 설령 FRS 정부가 비엔나 협약 제27조
의 위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둘째, 외교직원 2인의 FRS 역내체재는 이동의 자유 보장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RIF 외교직원 2인의
FRS 역내 체재는 자발적 체재입니다. 설사 외교사절의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었다면 이는 정당한 예외사
유에 해당합니다. 예비적으로 설사 외교사절의 이동의 자유가 침해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셋째, 외교직원 2인에 대한 신체적 불가침이 침해되지 않았습니다. FRS정부는 RIF 외교직원에 대한
어떠한 신체적 자유의 속박과 제한도 가한 바 없습니다. 설사 신체적 자유의 속박과 제한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넷째, 외교직원 2인에 대한 형사관할권 면제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FRS정부는 외교직원
2인에 대한 어떠한 형사소추도 실행하지 않습니다. 설사 형사소추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
됩니다.
다섯째, CCTV 설치는 RIF 공관의 불가침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CCTV는 RIF 대사관의 보호를 위하
여 설치되었으며, 비엔나 협약 제22조 제2항 및 관습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인바 공관의 불가침
을 침해하지 않고 공관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설령 CCTV 설치가 국제의무 위반이라
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여섯째, FRS는 RIF에 대한 국내문제불간섭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RIF가 FRS의 영토주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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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FRS는 외교사절단의 접수국 법령존중의무를 규정한 비엔나 협약 제41조를
위반하였습니다.

변론

1. FRS 정부는 비엔나 협약 제27조 및 관련 국제관습법 상 RIF 외교사절단이 누리는 통신의 불가침을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A. FRS 경찰 간부의 통화 수신에 따른 면담내용 청취 및 녹음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7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고 보장되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1) FRS 경찰간부의 통화 수신에 따른 면담내용 청취 및 녹음에서 비엔나 협약 제27조 제1항에서
보호되는 통신의 침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비엔나 협약 제27조 제1항은 접수국이 ‘공용을 위한
공관의 자유로운 통신’을 허용하며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적 목적을
위한(for all official purposes)’ ‘통신’이 제27조 제1항상 보호되는 통신에 해당합니다.
2) 비엔나 협약 제27조 제1항은 국제관습법 상 조약 해석의 일반원칙으로 여겨지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하 VCLT) 제31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해석되어야 합니다. VCLT 제31조에 따르면
조약은 그 문맥 속에서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문언에 부여된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1)
3) 먼저 ‘공적 목적을 위한’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살핍니다. 비엔나 협약이 그 전문에서 밝히고 있듯,
외교공관에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의 목적은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공관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보장
하기 위함입니다. 문맥상 ‘목적’이라는 단어는 비엔나 협약 제3조 및 제31조에서 ‘외교사절단의
목적(purpose of the mission)’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비엔나 협약의 목적 및 문맥을 고려하
여 볼 때, 비엔나 협약 제27조에 제1항상 ‘공적 목적’이라 함은 ‘외교사절단의 공적 직무를 수행하
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4) 다음으로 제27조 상 ‘통신’에 대하여 살핍니다. 제27조는 공관의 자유로운 통신을 보장하여 외교직
무의 효율적 수행을 보장하고자 합니다.2) 제27조 제1항 제2문, 제2항 내지 7항의 규정은 공관
외부와의 통신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7조 제1항 제2문은 파견국 정부 및 ‘기타의(the other)
파견국 공관이나 영사관’과의 통신을 다루고 있습니다.3) 따라서 제27조상 ‘통신’은 공관과 외부와
의 통신을 의미하는 것이며,

내부에서의 대화는 제27조 상의 보호범위 내에 있지 않습니다.

5) 이러한 제27조의 해석에 따라 보았을 때, FRS 경찰 간부의 통화 수신 및 녹음에 있어 ‘통신’에
해당하는 것은 첫째, 대사관 영사부 내에서 발신된 Goodwill의 전화와 둘째, Goodwill 가족과의
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2)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전문.
3)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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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통신 모두 ‘공적 목적’의 통신이 아닌바, 제27조의 보호범위에 있지
않습니다.
6) 우선, Goodwill이 경찰간부에게 한 전화는 ‘공용을 위한 공관의 통신’에 해당하지 않는 바, 제27조
내의 보호범위 내에 있지 않습니다. 해당 전화는 Goodwill이 자신의 생명 및 신체 보호를 위하여
지인인 경찰간부에게 자발적으로 한 전화이며, 외교사절의 공적 직무 수행을 위한 전화가 아닙니다.
따라서 Goodwill의 전화는 제27조를 통하여 그 자유를 보호받는 통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화가
연결된 상태에서 RIF 정부기관원과 Goodwill의 대화가 경찰간부에 의해서 청취 및 녹음되었습니
다. 해당 대화는 공관 내부에서의 대화이며, 외부와의 통신에 해당하지 않는바 제27조의 적용범위
에 있지 않습니다.
7) Goodwill 가족과의 통화 역시 제27조 제1항 상의 통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통화가 공관
전화를 통하여 연결되었기는 하나, 이는 Goodwill과 그의 가족 간의 사적인 통화였습니다. 사적
통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당시 RIF 정부요원의 본국 귀국 요청 과정에서 통화가 연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전화는 Goodwill을 간접적으로 협박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해당 전화는 Goodwill이 누리는 인권인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외교공관
직무’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는 제27조 상의 보호범위 내에 있는 통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8) 상기 논의에 따라, FRS 경찰 간부의 통화 수신 및 녹음 내용에서 제27조 상의 보호범위 내에
있는 통신은 없습니다. 따라서 FRS은 제27조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공관 통신의 불가침을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B. 예비적으로, 설령 통화 수신에 따른 면담내용 청취 및 녹음이 통신의 불가침을 침해한다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1) FRS 경찰간부의 통화 수신에 따른 면담내용 청취 및 녹음은 Goodwill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루
어진 것으로서, 설령 비엔나 협약 제22조와 제27조의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조난(distress)’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됩니다.
2) ‘조난’의 상황에 처하여, ‘자신이나 그의 보호 하에 맡겨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다른 합리적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의 행위가 그 국가의 국제의무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됩니다.4)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조난을 원용하기 위한 요건은 UN국제법위원회 국가
책임초안(“국가책임초안”) 제2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1990년 <Rainbow Warrior> 사건 중재재판
에서도 1979년 당시 초안 규정에 근거하여 조난의 요건을 판단한 바 있습니다.5)
3) FRS 경찰간부가 Goodwill로부터 발신된 전화를 통하여 면담내용을 듣고 이를 녹음한 것은 Goodwill
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난 상황에 해당합니다. RIF 대사관 방문 전 날 경찰간부는
Goodwill에게‘신체적 위협이 느껴진다면’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걸려온 전화
는 신체적 위협 하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1990년 <Rainbow Warrior> 사건 중재재판 판결에서도
4) 국가책임초안 제24조.
5) Case concerning the difference between New Zealand and Franc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wo agreements,
concluded on 9 July 1986 between the two States and which related to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Rainbow Warrior Affair,
30 April 1990, para.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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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이 생명보호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신체의 일체성과 같은 인간의 본질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 바 있습니다.6) 따라서 Goodwill이 신체적 위협을 받고 있다는 명백한
정황은 조난의 상황에 해당합니다.
4) FRS 경찰간부의 5월 7일의 설명은 Goodwill의 생명이 경찰간부의 보호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Goodwill은 당시 FRS 영토 내에 있었으므로, FRS는 자국 거주 외국인이 부당하게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할 보호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7) 따라서 Goodwill은 당시 FRS 경찰간부뿐만
아니라 그 국가의 보호 하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5) FRS 경찰간부가 Goodwill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신된 전화를 끊지 않고 그 내용을 녹음하는
것 외에 다른 합리적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 <Rainbow Warrior> 사건 중재재판에서
재판소는‘국가 기관이 다른 선택지를 가지고 있고, 그 중 국제의무와 합치하는 선택지가 불합리한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조난을 원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8) FRS 경찰간부
역시 전화를 즉시 끊고 RIF 대사관에 연락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었으나, 이는 불합리한 선택지였
습니다. 우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이라는 증거 없이 대응이 즉시 이뤄지기 어려웠습
니다. 또한 대사관에 연락하는 것은 Goodwill의 생명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FRS 경찰간부는 다른 합리적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통화내용 청취 및 녹음이라는 합리적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6) Goodwill이 처한 조난상황은 FRS의 행위에 의해서 기인하거나 다른 요소와 결합된 행위에서 기인
하지 않습니다. 해당 상황은 오로지 RIF의 위법한 행위에 의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또한 FRS 경찰
간부의 대화내용 청취 및 녹음이 Goodwill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과 유사하거나 그보다
더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7) 상기 요건 검토를 통해 보건대, 설령 FRS 경찰간부의 대화 청취 및 녹음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는 조난상황에서 경찰간부의 보호 하에 있는 Goodwill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위법
성이 조각됩니다. Khashoggi 사건에 대한 UN 특별보고관 보고서 역시 Khashoggi의 생명을 구하
기 위해 터키가 영사관에 진입한 경우 조난에 의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의견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9)
C. 외교행낭 개봉은 비엔나 협약 제27조 제3항 및 관련 국제관습법에 대한 위반이 아닙니다.
1) 비엔나 협약 제27조 제3항은 ‘외교행낭은 개봉되거나 유치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며, 어떠한
예외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문 채택 시 많은 국가들이 개정안을 제안하였고10),
다수 국가들이 이에 유보를 첨부하고 있다는 점11)에 있어 해당 조항이 국제관습법을 반영하고
6) Ibid., para.78.
7)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Annex to th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 Investigation into the unlawful death of Mr. Jamal Khashoggi, 24 June - 12 July 2019, A/HRC/41/CRP.1, para. 14.
8) supra note 5, para.78.
9) supra note 7, paras. 306–310, M. Milanovic, “The Murder of Jamal Khashoggi: Immunities, Inviolability and the Human Right
to Life,” Human Rights Law Review, Forthcoming, 2019, pp.36-38.
10) E. Denza, Diplomatic law : commentary on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p.192.
11) Ibid., pp.19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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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외교행랑에 공용을 목적으로 한 외교문서나 물품 외의 다른 것이 들어있다는 의심만으로 그 개봉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12) 그러나 예외적으로 인간 생명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 있는 경우 외교행낭
이 개봉될 수 있습니다.13) 국가 실행 역시 이를 지지합니다. 1964년 이탈리아는 이집트 외교행낭에
서 신음소리가 나자 이를 개봉하여 납치된 이스라엘인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14) 또한 1984년의
Umaru Dikko 사건에서, 영국 정부는 외교행낭의 불가침이 인간 생명에 우선할 수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15)
3) 상기 국가실행 및 인간 생명 보호의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볼 때, ‘인간의 생명이 위협에 처한’
상황에서 외교행낭은 개봉될 수 있습니다. Goodwill의 사망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신이 있다
는 제보는 그가 외교행랑 안에서 신변의 위협에 놓여있다는 증거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FRS는
Goodwill의 생명 보호를 위하여 외교행랑을 개봉한 것인바, 이는 외교행랑 개봉 금지의 명백한
예외를 구성하며 제27조 제3항의 위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D. 예비적으로, 외교행낭 개봉이 위반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1) 외교행랑 개봉은 Goodwill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설령 비엔나 협약 제27조 제3항 및
관련 국제관습법의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조난(distress)’에 의하여 그 위법성
이 치유됩니다.
2) 앞서 논하였듯 Goodwill의 생명은 FRS 정부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FRS는 Goodwill의 거주국으로
서 그를 RIF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16) 앞서 논하였듯, Goodwill의 생사가 확인되
지 않은 상황에서 제보자가 목격한 시신이 기절한 Goodwill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Goodwill의 생명을 보호할 필요성은 매우 긴급하며, 조난의 상황을 구성합니다.
3) 외교행낭 개봉 외에는 외교행낭에서 그를 구출할 수 있는 다른 합리적 방법이 없습니다. 외교행낭
개봉을 위해 RIF 외교부 혹은 RIF 외교사절단장의 동의를 구할 수 있겠으나, 그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Goodwill이 사망할 가능성이 높으며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구조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4) 조난상황은 FRS의 행위에 의해서 기인하거나 다른 요소와 결합된 행위에서 기인하지 않습니다.
또한 외교행낭 개봉이 Goodwill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과 유사하거나 그보다 더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외교직원 2인의 FRS 역내체재는 이동의 자유 보장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A. RIF 외교직원 2인의 FRS 역내체재는 자발적 체재로 FRS의 조치는 외교사절단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
니다.
1) 비엔나 협약 제26조의 외교사절의 이동의 자유 규정은 모든 공관원에게 접수국 영토 내에서 이동과
12)
13)
14)
15)
16)

I. Roberts, Satow's diplomatic practice, 7th ed.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p.243.
Ibid., p.243.
Denza, supra note 10, p. 203.
김대순, 뺷국제법론뺸, 제20판 (서울 : 삼영사, 2019), pp. 604–605, Denza, supra note 10. pp. 203-204.
supra note 7, para.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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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의 자유를 국가안전을 이유로 출입이 금지되어 있거나 또는 규제된 지역에 관한 법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17) 어떠한 경우에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이동의 자유의 침해 판단은 조약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2) 상술한 조약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를 해석할 경우 이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강압적 또는
강제적인 국가의 조치가 명백하게 존재하고 이로 인해 이동의 자유가 침해되어 결과적으로 외교사
절의 외교기능의 효율적 수행이 방해받을 때 비로소 발생된다고 해석됩니다.
3) 비엔나 협약 전문은 UN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강조하며 주권평등을 규정해 접수국과 파견국간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으며 비엔나 협약을 통해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의 목적이 개인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외교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함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18) 따라
서 비엔나 협약 제26조의 이동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는 것은 접수국과 파견국간의 주권평등원칙에
반하는 해석이 됩니다. 나아가 전술한 특권과 면제의 목적을 고려할 때 설사 이동의 자유가 일부
제한되더라도 효율적 외교기능 수행이 방해될 때 비로소 이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존재한다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4) 국가관행이 이를 지지합니다. 구소련은 어떠한 유보도 없이 1961년 비엔나 협약을 발효하였으나
이동의 자유를 자국의 수도를 기준으로 일부 제한하고 이탈시 허가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구 국가들은 비엔나 협약의 위반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엔나 협약 제47조의 상호
주의를 적용하여 마찬가지의 이동의 자유 제한이라는 국가 관행을 보여주었습니다.19) 이동의 자유
가 접수국과 파견국간의 주권평등원칙의 입장에서 좁게 해석되어야 하며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
이 그 즉시 협약의 위반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5) 판례도 이를 지지합니다. Eritrea-Ethiopia Claims Commission 사건에서는 에르트리아가 행한 대리
공사에 대한 1시간 미만의 심문이 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에티오피아의 청구에 대해 청구위원회
는 1시간 미만의 심문이 강압적 형태가 아닐 경우 비엔나 협약 제26조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20)
6) 비엔나 협약 제26조의 성문과정도 이를 지지합니다. 구소련의 Tunkin은 Gerald Fitzmaurice가 주장
한 이동의 자유에 조항을 강하게 부정하고 국가관행을 따라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주장하였습니다.21) 결과적으로 현재의 조항은 이동의 자유를 후술할 국가안전과 규제된 지역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문과정을 고려해 이동의 자유는 좁게 해석되어야 하며
그 침해의 발생은 강압적 또는 강제적인 국가의 조치가 명백하게 존재하고 이로 인해 이동의 자유
가 침해되어 결과적으로 외교사절의 외교기능의 효율적 수행이 방해받을 때 비로소 발생된다고
해석됩니다.
7) FRS는 강압적 또는 강제적 조치를 명백하게 행하지 않았고 외교기능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았습니
다. FRS는 외교직원 2인이 6월 2일 출국을 시도할 때 이들의 출국이 Goodwill의 생명을 위험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6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전문.
Denza, supra note 10, p. 175.
Eritrea-Ethiopia Claims Commission, Partial Award, Diplomatic Claim, Ethiopia’s Claim 8 between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and The State of Eritrea, para 36.
21) Denza, supra note 10, p. 174.
17)
18)
19)
20)

10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9, Vol.18, No.4 (통권 제55호)

제11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수팀 FRS국 변론서

처하게 할 가능성이 농후해 진다는 설명을 하고 당분간 FRS 역내에 머무를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들의 FRS 미출국은 요청을 수용한 자발적이며 자의에 의한 잔류였습니다. 이들은 이의를 제기하
거나 항거를 하지 않았으며 RIF 대사관으로 정상적으로 복귀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외교기능을 수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 이동의 자유 침해라는 RIF의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FRS에 의한 강압적인 또는 강제적인 이동
의 자유 제한 조치가 명백하게 존재하고 이로 인해 외교기능의 수행이 방해가 되어야 하나, FRS은
어떠한 강압적 또는 강제적 이동의 자유 제한 조치를 명백하게 취하지 않았고 외교사절단에 의한
외교기능의 수행 방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엔나 협약 제26조와 관련 관습법상의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B. 외교사절의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었다면 이는 정당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1) 비엔나 협약 제26조는 명시적으로 접수국의 국가안전을 이유로 출입이 금지되어 있거나 또는
규제된 지역에 관한 법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동과 여행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여
정당한 예외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22) 정당한 예외는 구체적 설명이 부재해 역시 해석이
필요합니다.
2) 비엔나 협약 제26조의 예외규정을 해석할 경우 전술한 대로 비엔나 협약 전문의 주권평등의 원칙과
외교기능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특권과 면제 부여 목적과 함께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고려해야
합니다.23) 이를 고려할 경우 적용되는 예외는 비교적 넓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항과 같은
지역도 국가안전을 이유로 출입이 제한되거나 규제가 가능합니다.
3) 국가관행도 이를 지지합니다. 과거 군사기지만을 대상으로 인정되던 이동의 자유 제한은 구소련과
동구권 국가에서 수도 이외의 지역에 대한 이동의 제한으로 나타났고, 서구 국가들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마찬가지로 수도 이외의 지역에 대한 이동의 제한으로 나타났습니다.24) 즉 비엔나 협약
제26조의 예외규정의 명문과 달리 넓게 적용이 가능함이 인정됩니다. 특히 시리아의 2011년 수도
이외의 지역에 대한 제한에 대해 미국이 상호주의에 입각해 2014년 부여한 이동의 제한은 최근까지
도 이러한 이동의 제한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25)
4) 비엔나 협약 제26조의 성문과정도 이를 지지합니다. 전술하였듯이 비엔나 협약 제26조의 이동의
자유에 대해 강한 반대를 표현하였는바, 이를 고려할 때 예외의 넓은 인정을 허용하는 해석이 타당
합니다.
5) 국제공항은 비엔나 협약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예외, 즉 국가안전을 이유로 출입이 제한되거나
규제가 가능한 지역으로 해석됩니다. 국제공항은 1974년 시카고 협약 부속서 17 이래로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2018년 11월 10차 합의된 ICAO 부속서 17에 따라 국가의 중요 안보시설로 규정해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26) 따라서 국가안전과 국제적 평화의 유지 및 질서의 유지라는 비엔나
22)
23)
24)
25)
26)

비엔나 협약 제26조.
비엔나 협약 전문
Denza, supra note 10, p.175.
Denza, supra note 10, p.177.
ICAO, Annex 17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Safeguarding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gainst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10th Edition, April 2017.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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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전문을 고려해 국제공항도 예외에 해당 가능합니다.
6) FRS의 경찰관은 Kimberly 국제공항에서 외교관 2인에게 자발적 체류를 요청하였습니다. 만일
이러한 요청이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구성하고 외교기능의 수행을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Kimberly 국제공항은 중요 안보시설이고 이의 보호는 국가안전을 위해 필요합니다. 따라서 FRS
경찰관의 행동은 공항의 특수성에 기인해 비엔나 협약 제26조의 예외규정이 적용되어 이동의 자유
제한이 가능한 지역임에 따라 위반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C. 설사 외교사절의 이동의 자유가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동의, 대응조치 또는 조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1) 행위 발생 전 또는 도중 권한 있는 자에 의해 적법하고 하자가 없는 동의가 이뤄지는 경우 유효한
동의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27) 그 요건으로는 행위의 발생 전 또는 도중일 것, 권한 있는 자에
의해 행해질 것, 착오, 기만 또는 강박과 같은 하자가 없는 동의일 것, 강행규범 등의 위반 없는
적법한 동의일 것, 동의의 범위 내 행위일 것, 분명하고 명백한 동의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28)
2) RIF 외교직원 2인은 비행기 탑승이 저지된 이후 공항 밖으로 인도되는 동안 이유를 묻고 신분을
밝히기만 하였을 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거를 하지 않고 자의에 의해 공항을 나왔으며
RIF 대사관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이는 FRS의 요청에 대한 RIF 외교직원 2인이 묵시적 동의로
해석됩니다. 즉 외교사절의 이동의 자유의 직접적 침해 당사자이자 권한 있는 자인 외교직원 2인이
주장되는 침해의 발생 도중 하자가 없는 적법한 묵시적 동의를 통해 유효한 동의라는 위법성 조각
을 행한 것입니다.
3) 타국의 위법행위에 의한 국가책임의 이행을 위한 조치는 대응조치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국가책
임초안은 분권적 사회에서 피해국의 국가책임 청구를 위한 자력구제의 수단인 대응조치를 제22조
에서 위법성 조각의 사유로서 우선 확인하고, 제49조 내지 제54조를 통해 요건을 명백히 하였습니
다. 즉 실체적으로는 선행 상대국의 위법행위의 존재 하에 침해에 비례하는 잠정적, 임시적 성격의
조치일 것, 절차적으로는 위법행위의 중지와 손해배상의 요구를 우선 실시하고 대항조치의 결정을
통고하고 교섭을 제의할 것, 위법행위가 중지되고 재판소에 동 조치가 계류될 시 대응조치를 중단
할 것, 상대의 위법행위가 중지되거나 손해배상이 이행되는 즉시 종료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헌장상의 무력사용금지, 기본인권보호와 인도적 의무, 강행규범상의 의무, 분쟁해결절차의 의무,
외교공관과 문서의 불가침 존중 의무를 준수할 것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29)
4) 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 (이하 Tehran Hostages)사건에서 ICJ는
외교관계법은 그 스스로 자구책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기완비적 체재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
다.30) 따라서 다른 국제법 위반에 대해 외교관계법에 의한 대응조치의 구성은 국제법 위반을 구성
하게 됩니다. 그러나 외교관계법에 대한 위반이 존재할 경우에는 외교관계법의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즉 외교관계법에 의한 특권과 면제의 남용이 존재할 경우, 접수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외교관계법의 범위 내에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27) 국가책임초안 제20조, 정인섭 번역본.
28)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with commentary,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01, vol.Ⅱ, Part Two, pp.72-74.
29) Ibid., pp.128-135.
30) 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 Judgement, ICJ Reports 1980, para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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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또한 대응조치의 요건을 규정한 국가책임초안 50조는 대응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의무를 규정하
는바, 외교공관과 문서의 불가침에 대한 존중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1) 즉 외교
공관과 문서의 불가침이 아닌 이동의 자유의 경우 대응조치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외교
사절단에 의한 특권과 면제의 남용이라는 최근 경향32)을 고려하면 이러한 접수국의 대응조치의
필요성이 특히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6) RIF의 외교직원 2인에 대한 자발적 FRS내 체재의 요청은 설사 비엔나 협약 제26조의 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후술할 선행된 RIF의 비엔나 협약 제41조의 위반이라는 선행 국제법
위반행위를 바로잡고 RIF의 책임을 청구하기 위한 대응조치이기 때문에 FRS의 조치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7) 국가에 보호를 위탁한 자의 생명의 구조를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술한 대로 위법성이 조각됩니
다.33) FRS 경찰관에 의한 RIF 외교직원 2인에 대한 자발적 국내 체재요청은 FRS내 거주하여
FRS의 보호하에 있는 자연인 Goodwill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보호하의 인간 생명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의 합리적인 수단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RIF의 외교직원 자발적 국내 체재요
청은 조난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8) 상기 논의에 따라서 설사 외교직원 2인에 대한 체재 요청이 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동의, 대응조치, 조난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3. 외교직원 2인에 대한 신체적 불가침이 침해되지 않았습니다.

A. RIF 외교직원에 대한 어떠한 신체적 자유의 속박과 제한도 없었습니다.
1) 비엔나 협약 제29조는 외교관에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금지한다고 적시하여 외교관의
신체 불가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34) 그러나 비엔나 협약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외교관의
신체 불가침이 침해됨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술한 조약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석되어야 합니다.
2) 신체 불가침 침해의 요건을 해석할 때, 전술한 비엔나 협약 전문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비엔나
협약은 UN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강조하며 주권평등을 규정해 접수국과 파견국간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으며 비엔나 협약을 통해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의 목적이 개인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외교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함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는 점을35)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에 비엔나 협약 제29조의 신체 불가침의 침해는 파견국과 접수국의 주권평등원칙에 따라
일방적으로 접수국에 불리하도록 해석되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없으며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인
국가의 조치가 명백하게 존재하고 이를 통해 외교기능의 효율적 수행이 방해될 때 비로소 발생하게
된다고 해석됩니다.
3) 국가관행이 이를 지지합니다. 미국은 음주단속시 외교사절단에게도 호흡기 측정을 요구하고 있습니

31)
32)
33)
34)
35)

국가책임초안 제50조.
th
Rene Vark, Personal Inviolability and Diplomatic Immunity in Respect of Serious Crimes, Juridica international, 8 , 2003, p.110.
국가책임초안 제24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9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전문.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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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이지 않고 또한 외교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비엔나 협약의 위반으로 이해되지 않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음주운전의 증거가 있는 경우
경찰이 경찰서로 해당자를 우선 인도한 후 공관의 일원 혹은 가족에게 인계하는 관행을 보이는바
이 또한 같은 이유로 비엔나 협약의 위반으로 이해되지는 않고 있습니다.36)
4) 판례도 이를 지지합니다. Tehran Hostages에서 ICJ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도중 현행범으로
체포된 외교사절단의 경우 일시적으로 범죄행위의 수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포 또는 구금
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37) 또한 Eritrea-Ethiopia Claims Commission 사건에서는 전술
한 대로 대리 영사에 대한 1시간 미만의 심문이 강압적이지 않고 강제적이지 않은 경우 불가침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38)
5) FRS 경찰관이 RIF 외교직원에 요청한 것은 단순한 FRS역내 체재입니다. RIF 외교직원은 공항을
이탈한 직후 자유로운 상태로 RIF 대사관으로 자발적으로 이동하였는바, 그 어떠한 신체적 불가침
에 대한 강압적 또는 강제적 조치가 명백하게 부재하였으며 이로 인한 외교기능의 원활한 수행이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즉 비엔나 협약 제29조의 위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B. 설사 신체적 자유의 속박과 제한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RIF의 선행 국제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조치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1) RIF 외교직원 2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자발적 체재요청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거를
하지 않고 자의에 의해 공항을 나왔으며 RIF 대사관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자발적 체재 요청이
설사 비엔나 협약 제29조의 신체 불가침을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침해의 직접적 당사자이자 권한있
는 자인 외교직원 2인이 주장되는 침해의 발생 도중 하자가 없는 적법한 묵시적 동의를 통해 유효한
동의를 하였는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2) 설사 RIF의 외교직원 2인에 대한 자발적 FRS내 체재의 요청이 비엔나 협약 제29조의 신체 불가침
을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후술할 선행된 RIF의 비엔나 협약 제41조의 위반이라는 국제법 위반
행위를 바로잡고 RIF의 책임을 청구하기 위한 대응조치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FRS의 조치는 위법
성이 조각됩니다.
3) 국가에 보호를 위탁한 자의 생명의 구조를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술한 대로 위법성이 조각됩니
다.39) 자발적 국내 체재요청은 FRS내 거주하여 FRS의 보호하에 있는 자연인 Goodwill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보호하의 인간 생명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의 합리적인 수단을 구성합니다.
즉 RIF의 외교직원 자발적 국내 체재요청은 설사 비엔나 협약 제29조의 위반을 구성한다고 하더라
도 조난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4) 상기 논의에 따라서 설사 외교직원 2인에 대한 체재 요청이 신체 불가침을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동의, 대응조치, 조난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36)
37)
38)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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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za, supra note 10, p. 223.
supra note 30, para 86.
supra note 20, para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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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교직원 2인에 대한 형사관할권 면제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A. 외교직원 2인에 대한 어떠한 형사소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1) 비엔나 협약 제31조는 외교관의 형사재판관할권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40) 그러나 비엔나
협약은 형사재판관할권의 행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전술한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석되어야 합니다.
2) 형사관할권 면제를 해석할 때, 전술한 비엔나 협약 전문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즉 UN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강조하며 주권평등을 규정해 접수국과 파견국간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으며 비엔나 협약을 통해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의 목적이 개인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외교기능
의 효율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함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는 점을41)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엔나 협약 제31조의 형사관할권 면제의 침해는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인 국가의 형사 관할권 행사
조치가 명백하게 존재하고 이를 통해 외교사절의 외교기능의 효율적 수행이 불가할 때 비로소
발생하게 된다고 해석됩니다.
3) 판례가 이를 지지합니다. Eritrea-Ethiopia Claims Commission 사건에서는 전술한 대로 대리 영사
에 대한 1시간 미만의 심문이 강압적이지 않고 강제적이지 않은 경우 형사 관할권의 면제를 침해하
지 않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42)
4) FRS은 RIF의 외교직원에 대해 어떠한 형사소추도 진행한 바 없습니다. 자발적 FRS내 체재 요청
이외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으며, RIF 외교직원의 증언을 요구하거나, 형사 관할권의
적용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외교기능의 수행을 방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FRS은 비엔나 협약 제31조의 형사 관할권의 면제를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B. 설사 형사소추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RIF의 선행 국제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조치로 위법성이 조각됩
니다.
1) 자발적 체재 요청에 대해 RIF 외교직원은 전술한 바와 같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거를
하지 않고 자의에 의해 공항을 나왔으며 RIF 대사관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자발적 체재 요청이 설사 비엔나 협약 제31조의 형사 관할권의 면제를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침해의
직접적 당사자이자 권한있는 자인 외교직원 2인이 주장되는 침해의 발생 도중 하자가 없는 적법한
묵시적 동의를 통해 유효한 동의를 하였는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2) 또한 설사 자발적 FRS내 체재의 요청이 비엔나 협약 제31조의 형사 관할권의 면제를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후술할 선행된 RIF의 비엔나 협약 제41조의 위반이라는 국제법 위반행위를 바로잡
고 RIF의 책임을 청구하기 위한 대응조치이기 때문에 FRS의 조치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3) 마지막으로 국가에 보호를 위탁한 자의 생명의 구조를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술한 대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43) FRS 경찰관에 의한 RIF 외교직원 2인에 대한 자발적 국내 체재요청은 FRS내 거주
하여 FRS의 보호하에 있는 자연인 Goodwill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보호하의 인간 생명의
40)
41)
42)
43)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전문.
supra note 20, para 36.
국가책임초안 제24조, 정인섭 번역본.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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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위한 조치로서의 합리적인 수단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RIF의 외교직원 자발적 국내 체재요
청은 설사 비엔나 협약 제31조의 위반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조난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4) 상기 논의에 따라서 설사 외교직원 2인에 대한 체재 요청이 신체 불가침을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동의, 대응조치, 조난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5. CCTV 설치는 RIF 공관의 불가침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A. CCTV는 RIF 대사관의 보호를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비엔나 협약 제22조 제2항 및 국제관습법상의 의무를 이행
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제22조에 따른 공관의 불가침 하에서 접수국은 공관 지역에 대하여 주권의 행사, 특히 법령 집행권
한의 행사를 자제할 ‘소극적 의무’와 공관 지역을 물리적 침입이나 그들의 직무수행에 대한 방해
및 품위 손상으로부터 보호할 ‘적극적 의무’를 집니다.44) CCTV 설치는 법령 집행권한의 행사를
자제하는 동시에 적극적 보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행된 것입니다. FRS 정부는 접수국으로
서 RIF 대사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가집니다.45) Tehran Hostages에서 ICJ 역시 접수국의 이러한 의무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46)
2) 사건 발생 이전부터 FRS 내에는 RIF에 대한 반대운동이 확산 및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FRS에는
RIF 국적자 및 RIF 야당 지도자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운동진영의 공격 및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다수의 CCTV를 설치한 것입니다.
3) 쉽게 식별되지 않는 CCTV를 설치한 것 역시 보호를 위함입니다. CCTV가 설치가 노출되어 그
사각지대에서 RIF 대사관을 공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잘 보이지 않는 곳에 CCTV를 설치하
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RIF 대사관은 FRS 수도인 Kimberly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는
고층 빌딩이 여럿 있습니다. 고층빌딩에서 RIF 대사관 경내를 향한 공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 하에, 일정한 한도 내에서 경내를 촬영할 수 있는 CCTV도 설치하였습니다.
4) 물리적 보안 강화보다는 CCTV로 RIF 대사관의 안전을 보호한 것은 외교공관 직무의 효율적 수행
의 보장이라는 비엔나 협약의 목적에도 부합합니다. 공관 주변의 순찰을 강화하거나 경찰력을 그
주변에 배치하는 경우, RIF 외교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47). 이에, 그 효율적
직무수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안전을 확보하고자 CCTV를 설치한 것입니다.
5) 이러한 높은 수준의 보호는 제47조 제1항 상의 비차별원칙에도 부합하는 의무이행입니다. 대사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야기하는 사건의 발생가능성은 각 대사관에 따라 다르며, 그
보호 정도 역시 당연히 다릅니다. FRS 정부의 CCTV 설치는 각 대사관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따라 보호 정도를 다르게 한 것인바, 차별이 아니라 차등에 따른 ‘적절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44)
45)
46)
47)
106

Denza, supra note 10, p. 110.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2조 제2항.
supra note 30, para. 62, supra note 10, p. 137
Roberts, supra note 12, p. 231, Denza, supra note 10,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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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CTV 설치는 비엔나 협약 제22조 및 국제관습법상 공관의 불가침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1) 비엔나 협약 제22조 제1항 상 공관의 불가침 및 제3항의 공관 지역 및 지역 내 재산의 수색, 징발,
차압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의 면제는 ‘공관장의 동의 없는 공관 지역으로의 진입(entry)’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UN 국제법위원회의 1958년 초안 주석은 공관지역 진입이 필수적이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공관지역의 사적 소유권자에 대한 강제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48) 또한
법원서류 송달에 있어 공관 진입 및 문 앞 교부는 공관의 불가침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우편송달은 침해가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49) 이러한 해석은 공관 진입 혹은 공관 지역에 대한
직접적 접근이 공관 불가침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CCTV는 직접 접근이나 진입을 구성하지 않으
며, 제22조 제1항 및 제3항 해석상 CCTV가 공관의 불가침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국가실행에 있어서도 CCTV 촬영을 공관의 불가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공관지역 주변에는 그
안전을 위하여 상당수의 CCTV가 설치되며, 이를 공관의 불가침으로 여겨 항의가 제기된 사례는
없습니다. 최근 Khashoggi 사건에서 터키가 영사관 외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을 공개하였으나,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를 영사관사의 불가침 위반으로 여겨 국제적 항의를 제기한 바 없습니다.
3) 비엔나 협약 해석 및 국가실행을 살피건대, CCTV 설치는 공관의 불가침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C. CCTV 설치는 공관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1) 접수국은 공관지역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존엄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집니다. 다수 국가의 국내 판례에서 접수국의 이러한 의무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 ‘안녕을 교란시키며 공관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2) 조약의 일반적 해석원칙에 따라, 안녕교란 및 존엄성 훼손 역시 비엔나 협약의 목적인 ‘외교직무의
효율적 실행’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합니다. 다수 국가는 안녕을 교란하고 존엄성을 훼손하는지의
여부를 공관의 직무 수행에 방해가 되는지의 여부와 연관하여 해석합니다.50) 영국 정부는 ‘외교사
절단의 직무가 방해받지 않으며, 외교사절단 구성원이 공포를 느끼지 않고, 구성원과 방문자에게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 필수적 요건’이라는 점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51) 각 국가 실행에
있어, 대사관 근처에서 파견국 국기를 불태우거나 항의 선전물을 게재하는 경우 이를 ‘존엄성 훼손’
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52) 즉, 공관의 존엄성 훼손은 외교직무 수행에 방해가 되거나, 방해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파견국의 국가 상징물을 훼손하여 외교직원이 공포를 느끼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원거리에서 촬영하는 CCTV는 외교직무 수행에 직접적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국가 상징물을
훼손하거나 그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도 아니므로 외교직원에게 공포를 유발하지도 않습
니다. 오히려 이는 외교직원과 공관의 안전의 보호를 위한 것인바, 이를 외교공관의 존엄성 훼손으
로 볼 수 없습니다.
48) Draft Articles on Diplomatic Intercourse and Immunities,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58, vol. II, p. 95.
49) A. Aust, Handbook of international law, 2nd ed.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116. 황승현, “외교관계에
있어서 외교관의 특권･면제의 일고찰”, 뺷국제법평론뺸, 제29호(2009.4), p. 91.
50) Denza, supra note 10, pp. 140-145.
51) Denza, supra note 10, p. 144, Aust, supra note 49, p.118.
52) Denza, supra note 10, pp. 14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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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설령 CCTV 설치가 제22조를 위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1) 유효한 동의에 기초한 행위는 그 동의의 범위 내에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이때 ‘동의’는 묵시적으
로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책임초안 주석 및 국제 판례 역시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53)
러시아가 터키에게 배상금 지급만을 요구하고, 지불유예 이자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던
<Russian Indemnity> 사건에서 중재재판소는 러시아의 행위로 인하여 지불유예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습니다.54)
2) FRS는 사건 이전부터 RIF 대사관 주변에 여러 대의 CCTV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RIF는
사건 이전까지 이에 대해 항의하지 않았으며, CCTV의 촬영 범위 및 그 숫자에 대해 의문이나
항의를 제기한 바 없습니다. 이는 CCTV를 활용한 공관의 보호에 대한 RIF의 묵시적으로 동의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CCTV 설치 및 운영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RIF의 묵시적 동의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6. FRS는 RIF에 대한 국내문제불간섭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RIF는 FRS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비엔나 협약 제41조를 위반하였습니다.

A. FRS는 RIF에 대한 국내문제불간섭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1) 국내문제 불간섭원칙은 국가가 타국의 국내문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서 국제관습법의
일부입니다. FRS는 RIF의 ‘국내문제’에 대하여 ‘간섭’한 바 없으므로 그 의무의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 ‘국내문제’란 국제법의 규율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으로서 각 국가의 국내법의 규율에 맡겨진 법 영역
을 말합니다.55)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이하 Nicaragua)사
건에서 ICJ는 ‘국가 주권 원칙에 기초하여 국가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간섭이
금지된 간섭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56) 다만 국내문제와 국제문제의 경계는 상대적이며, 국제관
계의 발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57) 불간섭원칙 하에서 금지되는 ‘간섭’의 본질은 ‘강제
(coercion)’에 있습니다.58)
3) RIF 국내정책 비판은 불간섭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IF 국내정책 및 국내적 정치체제의
결정은 분명히 국내문제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FRS는 어떠한 강제적 방법도 사용한 바 없는 바,‘간
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UN 총회에서의 발언은 정당한 국제정치적 비판일 뿐 간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FRS 내 RIF 반정부단체 활동은 FRS와 관련이 없으며, 불간섭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반정부단체

53) supra note 28, p. 73.
54) J. Crawford et al. (eds.), The Law of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 442. Russian
Claim for Interest on Indemnities, Russia v Turkey, Award, (1961) XI RIAA 421, ICGJ 399 (PCA 1912), pp. 14-15.
55) Nationality Decrees Issued in Tunis and Morocco on Nov. 8th, 1921, Advisory Opinion, 1923 P.C.I.J. (ser. B) No. 4 (Feb. 7)
para. 39, 김대순, supra note 15, p. 390
56)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Merits, Judgement, ICJ Reports 1986,
para. 205.
57) supra note 55, para. 40.
58) supra note 56, para.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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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들의 정치적 망명신청을 허용한 것은 FRS 영토주권의 행사입니다. 과거 ICJ가 판시한 바와
같이, 영토비호에 관한 결정은 ‘영토 주권의 일반적 행사’이며,59) 국가는 영토주권에 의거하여 외국
인에게 비호를 제공할 권리가 있습니다.60) 또한 FRS는 RIF 반정부단체 활동, 특히 무력활동을
전혀 지원한 바 없으며, 국영방송에서의 인터뷰 등은 FRS 내 자유로운 언론활동의 결과입니다.
즉 FRS는 자국 주권 행사 범위를 넘어서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5) Goodwill 실종에 대하여 RIF 정부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 역시 불간섭 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우선 Goodwill 실종은 RIF 국내문제가 아닙니다. 실종사건은 FRS 영토 내에서 발생하였
습니다. 또한 Goodwill 실종은 강제실종 혹은 납치 사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실종
문제는 중대한 인권침해로서 더 이상 국내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61) 따라서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은 국내문제 불간섭원칙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B. RIF는 FRS의 영토주권을 침해하였습니다.
1) Goodwill 면담과정에서 RIF 정부기관원들은 그의 귀국을 요청하며, 그가 신변에 위협을 느끼도록
행동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기관의 행위는 분명한 공권력 행사입니다. 외교사절단의 일원으로 인
정되지 않은 정부기관원에 의해 접수국이 동의하지 않은 파견국 정부기능 행사가 FRS 영토 내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2) 타국 관할권 내에서의 공권력 행사는 영토주권 침해를 구성합니다. UN안전보장이사회는 Eichmann
을 이스라엘로 송환한 것이 아르헨티나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62) 또한 1986년
<Rainbow Warrior> 사건에서 프랑스 역시 뉴질랜드 내수에서의 정보요원 활동이 뉴질랜드의 주권
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63) RIF 역시 FRS의 영토에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FRS의 영토주
권을 침해하였습니다.
C. RIF는 비엔나 협약 제41조를 위반하였습니다.
1) 비엔나 협약 제41조 제3항에 따라, 공관지역은 외교사절의 직무와 양립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용되
어서는 안 됩니다.64) 해당 의무는 접수국 법령 존중 의무보다 더 넓습니다.65) 접수국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관은 비엔나 협약, 일반국제법상의 기타 규칙에 규정된 공관의 직무와 양립할
수 없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2) RIF 정부요원의 Goodwill에 대한 강압적 귀국 요청은 외교직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59) Colombian-Peruvian asylum case, Judgment of November 20th 1950 : I.C.J. Reports, 1950, p. 274.
60) 김대순, supra note 15, p. 807, R. Boed, “The State of the Right of Asylum in International Law”, Duke Journal of Comparative
& International Law, Vol.5, No.1, 1994, p. 3.
61)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1998, Article 7, paragraph 2, (i),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전문.
62) UN Security Council,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8, Question relating to the case of Adolf Eichmann, 23 June 1960, S/RES/138.
p.4.
63) Case concerning the differences between New Zealand and France arising from the Rainbow Warrior affair, (Ruling by the UN
Secretary-General) (6 July 1986) (New Zealand v France) (1986) 19 RIAA 196. p. 209.
64)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41조 제1항, 제3항.
65) Denza, supra note 10, p.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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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will에 대한 인권침해로서 국제법을 위반하여 ‘외교사절 직무와 양립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공관을 사용한 것입니다. Goodwill이 신체적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요원이 그에게
귀국을 요청하였고, RIF에 있는 가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는 것은 해당 귀국 요청이 ‘강압적’
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갖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13조에 따라 모든 사람은 이동 및 거주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66) 강압적
귀국 요청은 이를 침해한 것입니다. 또한 신체 및 생명에 대한 위협이 있었거나 강제 납치 및
본국 송환 행위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세계인권선언 제3조, 제9조 등의 위반을 구성합니다. RIF는
공관지역에서 국제관습법을 위반하여 인권침해를 자행한 것이며 이는 분명히 외교사절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RIF에 의한 공관지역의 불법적 사용은 제41조 제3항 위반입니다.

결론 및 해결방안

상기 논의에 따라 FRS는 ICJ가 제출된 청구취지에 관한 본안판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확인하여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첫째, FRS 정부가 RIF 대사관에 대한 도청이나 여타 방식으로 비엔나 협약 제27조의 통신의 불가침을
침해했다는 청구의 기각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외교직원 2인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 협조와 관련한 비엔나 협약 제26조의 이동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청구의 기각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외교직원 2인에 대한 FRS내 자발적 체재와 관련한 비엔나 협약 제29조의 외교관의 신체 불가침
침해에 대한 청구의 기각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외교직원 2인에 대한 FRS내 자발적 체재와 관련한 비엔나 협약 제31조의 외교관의 형사관할권
면제에 대한 청구의 기각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CCTV 설치에 의한 비엔나 협약 제22조의 공관의 불가침의 침해에 대한 청구의 기각을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UN헌장 제2조 제7항의 국내문제불간섭 원칙 위반에 대한 청구의 기각을 확인하고 RIF의
영토주권의 침해와 비엔나 협약 제41조의 위반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RS은 ICJ가 RIF의 상기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려줄 것을 정히 청구합니다.
A. RIF가 주장하는 FRS의 위법행위 주장에 대한 배척 및 FRS 청구의 확인
B. 해당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6) UN General Assembly,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0 December 1948, 217 A (III), Articl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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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해당 위법행위와 관련한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의 약속
A. RIF가 주장하는 FRS의 위법행위 주장에 대한 배척 및 FRS 청구의 확인
1) RIF는 FRS 조치가 비엔나 협약 및 관련 국제관습법의 위반이며, FRS가 UN헌장 제2조 제7항
및 관련 국제관습법 상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근거
없으며 설령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따라서 RIF의 주장은 모두 배척되어야
합니다.
2) RIF의 FRS 영토주권 침해 및 비엔나 협약 제41조 위반이 확인되는 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B. RIF는 상기 위법행위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1) 국가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유책국은 완전한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습니다.67) Factory at Chorzów
사건은 약속의 위반이 적절한 배상의 의무를 수반한다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이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68) 손해배상의 방법에는 원상회복, 금전배상, 사죄가 있으며69), 이 중 금전배상은 재정적
손해를 대상으로 배상하는 것입니다.70)
2) RIF의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문제 검토 과정에서 비용이 지출되었으며 RIF의 위법행위에
항의하기 위한 시위를 막는 과정에서 다수의 경찰관이 부상을 당하여 상당액의 경비가 지출되었습
니다. 이는 모두 RIF의 국제법 위반행위에 기인한 재정적 손해인 바, RIF는 FRS에 금전배상을
해야 합니다.
C. 손해액 산정 및 지불수단
1) 국가 간의 청구가 복잡한 경우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EritreaEthiopia Claims Commission 사건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종합적으로 배상금을 결정한 바 있습
니다.71)
2) 배상금은 달러화로 지불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 국가의 화폐로 계산되는 경우 통화가치 차이 및
안정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바 국제통용화폐인 달러화로 배상금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3) RIF의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발생한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1,500,000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RIF이 FRS에 지불할 것을 결정해주시길 바랍니다.
D. RIF는 상기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합니다.
1) 손해배상의 방법 중 하나인 사죄는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이 불가한 국가의 인격이나 비물질적
손해 또는 정신적 침해를 대상으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손해배상의 방법과 함께 결합하여 사용할
67)
68)
69)
70)
71)

국가책임초안 제31조.
Factory at Chorzów, Jurisdiction, Judgement No. 8, 1927, PCIJ, Series A, No. 9, p.21.
국가책임초안 제34조.
국가책임초안 제36조.
supra note 20, para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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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72) 형사절차의 개시를 통한 책임자 처벌은 대표적인 사죄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국가책임의 발생 결과로 국제법 위반의 중지와 함께 필요시 재발방지 확약과 보장도 요구됩
니다.73)
2) RIF은 비엔나 협약 제41조를 위반하였고 FRS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바,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처벌을 통한 FRS에 대한 사죄가 필요합니다. 또한 RIF의 향후 동일한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자에 의한 재발방지 확약과 대책이 요구됩니다.

72) 국가책임초안 제37조, 정인섭 번역본.
73) 국가책임초안 제30조, 정인섭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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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후기
정 민 정 (대한국제법학회 학술이사)

1. 들어가며
2019년 8월 13일 연세대 광복관에서 제11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본선이 개최되었다. 국제법
모의재판이란 실제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의 재판을 본떠서 하는 가상의
재판을 말한다. 국제법 모의재판이 본뜨고 있는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의 법적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기 위하여 1945년 설립된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이다.
대한국제법학회가 주최하고 외교부가 후원하는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참가 대학(원)생들이 스
스로 모의재판의 변론서와 구두변론을 준비하여 모의재판을 수행하는 ‘비시나리오 방식의 모의재판
(non-scripted mock trial)’이다. 따라서 대학(원)생들은 모의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국제법의
법원과 중요 조약의 실체적 내용 및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절차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국제법 모의재판은 대학(원)생들로 하여금 평소 국내에서 경험하지 못한 역할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대학(원)생의 흥미를 유발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국제법교육의 수단이 된다. 특히
국제법 모의재판의 소재가 헤드라인 뉴스에 연일 등장하는 국제 현안을 토대로 한 것이라면 이러한 흥미
와 참여의 정도는 더욱 높아진다. 또한 대학(원)생들은 국제법 모의재판을 통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신
의 논리를 설파하는 능력, 타인의 주장을 경청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능력 및 팀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무엇보다도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법적 사고능력을 기를 수
있고,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법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대한국제법학회가 2020년 개최될 제12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 글에서는 학회장님, 학술이사인 필자 그리고 사무국장이 대학(원)생들에게 국제법이 촘촘하게 스며들
수 있도록 제11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운영하였는지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
글은 제11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의 개관과 난제 및 성과로 구성되어 있다.

2. 제11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관
제11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에 신청한 팀은 총 22팀(2인 팀 7팀, 4인 팀 15팀)이었는데, 실제
15팀이 서면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2019년 8월 13일 연세대 광복관에서 15팀의 치열한 접전 끝에 최우수
상팀, 우수상팀과 최우수변론상 수상자가 결정되었다. 8월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제1예선재
판이 있었고,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제2예선재판이 있었다. 그리고 결선이 오후 4시부터 5시 30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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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는데, 경연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예선재판관 모두 자기가 재판하였던 우수변론팀이 결선에 올랐는
지, 그리고 결선에 올랐어도 그 팀이 최우수인지 우수인지 마지막까지 예측하기 어려웠다.

3. 도전: 국제법이 외면 받는 시대, 어떻게 대학(원)생들을 끌어당길까
제11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준비하면서 맞닥트린 가장 큰 문제는 ‘국제법이 팔리지 않는 시대’
에 어떻게 대학(원)생들을 대회까지 유인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대한국제법학회의 회원은 모두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한순간 반짝하는 별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모의재판 경연대회 속에서도 자기만의 빛을 잃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누구보다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이해하는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만들어야 하는 학회장님, 학술이사,
사무국장의 입장에서는 이 대회가 2019년 제11회 대회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계속 대학(원)생들에게 사랑
받는 대회가 되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오래가기 위해서는 국제법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시대와 호흡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필자가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은 이러한 노력이 반드시 대학(원)생들 눈에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과 같은 중진국에게 있어 국제법의 본질과 가치는 분명하다. 한국은 세계 4강 세력이 둘러싸여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민족의 에너지를 무한히 낭비시키고 있다. 한국이 혼자 다루기 벅찬 강대국
을 상대로 외교를 하고 국익을 보전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국제법이다. 비록 국제법이 강대국
의 주도로 만들어졌어도, 일단 성립된 국제법은 강대국이라도 쉽사리 탈퇴하거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
다. 국제법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개별 주권국가에게 대등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표면적으로는
무력의 행사 또는 위협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같은 중진국이 강대국을 상대할 때에 국제법은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국제법의 고유한 본질과 가치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한두 명의 국제법 학자가
보이지 않는 것을 대학(원)생들에게 와닿게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대한국제법학회가 대학(원)생
들의 수요와 시대적 요구에 맞게 국제법의 가치를 전달하여 국제법이 대학(원)생들의 마음에 지속적으로
스며들 수 있게 해야 한다.

4. 제11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의 성과
필자는 이 글을 작성하면서 국제법이 좀처럼 잘 팔리지 않는 이 시대에 제11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
회에서는 국제법을 대학(원)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고, 그
결과를 제11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의 성과로 정리하여 보았다.

가. 장기적 관점에서의 모의재판규칙 개정 지침 마련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2009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하여 벌써 제11회에 이르렀다. 11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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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흐르니 제1회 대회 최우수상 수상자였던 대학생이 어느새 국제법 전문가로 성장하여 제11회
대회의 재판관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이렇게 오래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대한국제법학회가 오래 갈 것을 염두에
두고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운영에 관한 모든 일에 적용되는 규칙을 제정하였고, 이 규칙을 세심하게
지켜나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학(원)생들은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오래 기억하고 있다. 국제
법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이미 대한국제법학회의 역사, 규범,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필자가 제11회 대회를 준비하고 운영할 때에는 사람들에게 묻고, 그 답변 내용을 명확히 구현하는 일만
하면 되었다.
앞으로도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한국제법학회는
제11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이후 모의재판규칙의 개정 지침(규칙의 수석행정관을 대한국제법학회
학술이사로 변경, 조문형식 통일, 번역투 표현의 정비, 맞춤법과 띄어쓰기 정비, 규칙 구성 체계와 맞지
않은 조항의 재배치 등)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대한국제법학회를 상징하는 워터마크
(watermark)를 모의재판 문제 파일에 삽입하는 등의 기술적인 문제도 고민하고 있다.

나. 대한국제법학회의 내부 위원회를 통한 가치 발견
대한국제법학회는 제11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운영하면서 학회에 잠재적으로 내재된 역량과
가치를 결집시키기 위해 두 개의 위원회를 여러 차례 열었다. 하나는 운영위원회인데, 이는 제1회부터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대한국제법학회의 대표 브랜드로 설계하는 리더쉽을 발휘한 교수님들과
이후 이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리더쉽을 발휘한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하나는 문제출제
검토위원회인데, 제1회부터 제10회까지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의 문제출제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
다. 두 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토론부터 시작해 대한국제법학회의 추상적인 신념과 가치에
대한 논쟁으로 회의 아젠다가 이동했다가 다시 직전의 구체적인 현안 문제로 되돌아가곤 하였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뒤로 물러나셨는데, 이때야말로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온전히 대한국제법학회 학술이사의 책임이 되고 그에 따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순간이다.

다. 다양한 국제법 전문가들의 재판관 참여
현행 모의재판규칙에서는 재판관 자격에 대해 “국제법 분야에서 명망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경연
대회의 재판관으로 임명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관행상 과거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의 문제출제자와 재판관 역임 경험이 있는 국제법 전임교원에게 우선적으로 재판관을 제의하고
있다. 실제 필자도 그러한 방식으로 재판관을 섭외하였는데, 올해의 모의재판 경연대회 일정이 8월 20일
에서 8월 13일로 일주일 앞당겨지면서 국제법 전임교원만으로 재판단을 구성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국제법 전임교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모의재판 문제의 내용과 모의재판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판관으로 적합한 사람을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분야의
국제법 전문가들이 재판관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제11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의 재판장은 백강진 크메르루즈 재판관님이었다. 그밖에도 결선재판
단에는 임한택 대사님, 황준식 심의관님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예선 재판관으로는 김성원 교수님(원광
대), 김현정 교수님(연세대), 박병도 교수님(건국대), 심상민 교수님(국립외교원), 오승진 교수님(단국대),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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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원 교수님(충북대), 정진석 교수님(국민대)과 같은 국제법 전임교원과 함께 김도형 판사님, 백상미
박사님, 이재강 연구관님(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이재성 연구관님(유엔 국제법위원회 Legal Officer)과
같이 정부기관,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실무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었다.

라. 재판관 사전 연수를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
필자는 8월 13일 재판 당일 재판관들이 모의재판 문제에 대한 숙지가 안 되어 참가 대학(원)생들 앞에
서 어설퍼지는 걸 바라지 않았다. 내공과 깊이가 느껴지는 재판관 이미지, 남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압도적인 재판관 이미지를 기대했던 것 같다. 그래서 재판관들이 문제를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였다.
6월 초에 재판관 섭외를 완료하였고, 그 때부터 문제, 규칙, 포스터, 시간과 장소 등을 안내하는 이메일
을 부지런히 발송하였다. 그리고 7월 초 문제출제 교수님께서 서면심사 채점표와 재판관 평가지침을
보내주셔서 재판관들에게 추가로 재판절차 관련 일반지침, 재판관 표준 나레이션(narration), 심사기준에
관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다행히 일부 재판관들은 모의재판정에서 남들은 따라할 수 없는 독보적인 이미지로 대학(원)생들을
매료시켰다는 후문도 들리고 있다. 그렇다고 그 이유가 반드시 필자가 재판관들이 문제를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였기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아마도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것
같다. 우선 이미 재판관들은 국제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고도
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이었고, 섭외 때부터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의 재판관을 역임하는
데 대한 자부심으로 열정이 대단했다. 그리고 재판관들이 8월 13일 제1예선재판(10:30~12:00) 모의재판
정에 들어가기 직전 이미 과거에 10번 이상 반복되었을 그래서 더 간결하고 압축적이었을 30분가량의
재판관 오리엔테이션이 효과를 발휘한 것 같다.

마. 처음 대회 참가자에 초점을 맞춘 문제출제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이미 경험하고 여기에 익숙한 대학(원)생들이 계속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는 건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필자가 제11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준비할
때에는 처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대학(원)생들의 시선을 따라가기로 하였다. 그 대학
(원)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그들이 무엇을 어렵게 생각할지
살펴보았다. 그래야 전체 참가 대학(원)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회가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하
였다.
이를 위해 금번 모의재판 문제에서는 특별히 대학(원)생들에게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법적 쟁점을
추가로 찾아낼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금번 모의재판 문제를 통해 평가한 부분은 대학(원)생들이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여 외교관의 특권･면제를 향유할 수 있는 범위 내로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는 논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그리고 이 사안과 관련되는 주요 법원은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과 2001년 ILC 국가책임초안으로, 이는 처음 국제법을 접하는 대학(원)생들
도 그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국제법의 기본 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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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후기

바. 자기 팀원 방청 허용 결정
제11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참가팀 간 경쟁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팀 내 참가원들에게는 추억
의 장소가 될 수 있다. 2인 팀은 제1차 예선재판과 제2차 예선재판 모두 함께 들어가는데, 4인 팀의
경우 2인은 제1차 예선재판에서 변론을 하고, 다른 2인은 제2차 예선재판에서 변론을 하게 된다. 제11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위원회에서는 4인 팀의 경우 자기와 같이 변론하지 않는 다른 두 팀원의
구두변론을 방청할 수 있게 허용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을 하였다.
이에 반대하는 내부 위원들은 모의재판 경연대회의 모델이 되는 제섭(Jessup) 규칙에서 자기 팀원의
방청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모의재판 경연대회 참가팀 간의 변별력이 떨어지는
데 자기 팀원 방청 금지까지 폐지하게 되면 더욱 변별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실제
과거에 수상한 경력이 있는 4인 팀이 자기 팀원이 구두변론하는 것을 방청한 바 있다. 물론 자기 팀원
방청을 금지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규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재판관 또는 운영위의 잘못이라고 반박
하였다.
결국에는 2인 팀과 4인 팀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자기 팀원 방청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였
고, 결국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였다. 개인적으로도 대학(원)생들이 국제법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
하는데 있어 자기 팀원 방청을 허용하는 것이 어떠한 모의재판대회 전략보다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
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공식적으로 4인 팀의 자기 팀원 구두변론 방청을 허용하였는데, 구두변론이
끝난 후 고생한 자기 팀원에게 다가가 ‘잘하였다, 수고하였다’고 격려하는 대학(원)생들의 모습이 꽤
인상적이었다.

5. 나가며
대학(원)생들이 국제법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여도 법조 직역의 국제화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의 국제법 학계는 대학, 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서 국제법이
차지하는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법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는 대학(원)생들 마음속 깊이 숨어 있는 물음, 즉 ‘어떻게 하면 한 번뿐인 청춘을 멋지게 써내려가면서
나라와 이웃에 보탬이 되는 평범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원)생 시기는 머리가 민첩하여 지식과 경험을 누적하고 장악하는 속도가 빠르고 국제화에 필요한
역량 개발이 용이한 시기이다. 뿐만 아니라 아직 사상적 제약과 부담이 적어서 기술개발, 경제발전 또는
사회적 모순에 대하여 대담하게 생각하고 과감하게 행동하며 패기 있게 일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하다.
제11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재판관을 맡아준 현직 판사 분에게 모의재판이 실제 재판과
다른 점이 있는지 물어 보았는데, 참가 대학(원)생들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투지 그리고 분투하는 모습은
실제 법정에서 보기 드문 광경이라고 말하였다. 듣고 보니 제11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청년
세대가 국제법 분야의 업무를 경험하고 이에 친숙하도록 하는 일종의 동기부여 역할을 다하지 않았나
싶다.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청년 세대가 기성세대를 뛰어넘어 그들의 역사적
소임을 다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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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4분기 발효된 양자간 조약

I. 2019년도 3/4 분기 신규 발효조약
목록

교환각서
-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국
립암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2019년도 7-9월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양자

-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조약 중 발효된 조약은 다음과 같음.

2018~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 간의 세계보건

기본약정

기구 서태평양지역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

-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

센터의 대한민국 내 설립에 관한 교환각서

의 2020~20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

-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

한 기본약정

부 간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II. 조약별 개관

-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
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유네스코 후원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
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

1.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 간의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의 대
한민국 내 설립에 관한 교환각서
• 일반사항
- 각서교환일자 및 장소: 2019년 8월 2일 마닐라

의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에서 교환

협정

- 발효일: 2019년 8월 2일 (조약 제2423호)
- 관보게재일: 2019년 8월 9일

◦ 고시류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군
수･방산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을 위한

• 주요내용

약정
- 대한민국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의 연장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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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보건기구의 일부로서의 세계보건기구 서
태평양지역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 그
직원 등에게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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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

실업급여, 가족급여와 관련된 법령에 적용됨.
-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되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파견되는 자에 대해서는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9년 3월 26일 하노이에
서 서명

처음 60개월 동안은 그 고용과 관련하여 그 한
쪽 체약당사자의 의무 가입에 관한 법령만이
계속해서 적용됨.

- 발효일: 2019년 8월 5일 (조약 제2424호)
- 관보게재일: 2019년 8월 16일

4.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무
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 주요내용
- 공동제작자는 공동제작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
작 전에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사전
승인 신청을 제출하고, 권한 있는 당국은 이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9년 1월 11일 바쿠에서
서명

협정 및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공동제

- 발효일: 2019년 8월 28일 (조약 제2426호)

작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하여 제출

- 관보게재일: 2019년 8월 26일

된 신청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이 부여되는
조건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공동제작 텔레비

- 한국 정부는 예산 한도 내에서 국내 법령에

전 프로그램이 완성된 후 배급되기 전까지 해

따라 무상원조를 하나 또는 그 이상 수행하며,

당 공동제작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하여 최종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아제르

승인을 부여하고,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방송은

바이잔공화국에 파견된 모든 파견인력이 아제

각 당사국의 국내 법 및 규정에 따르도록 함.

르바이잔공화국의 법령을 존중하도록 모든 가
능한 조치를 함.

3.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사회
보장에 관한 협정

5.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유
네스코 후원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에 관한 협정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8년 3월 1일 룩셈부르크
에서 서명
- 발효일: 2019년 9월 1일 (조약 제2425호)
- 관보게재일: 2019년 8월 20일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9년 7월 12일 파리에서
서명
- 발효일: 2019년 8월 13일 (조약 제2427호)
- 관보게재일: 2019년 8월 29일

• 주요내용
- 이 협정은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법｣, ｢고

• 주요내용

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재해보

- 정부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유네스코 후원

상보험법｣에 적용되고, 룩셈부르크에서는 연금

국제기록유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대

보험과 관련된 법령, ｢사회보장법｣ 관련 규정

한민국 영역 내에서 활동 수행에 필요한 기능

및 질병･모성 보험, 산업재해･직업병 보험 및

적 자율성과, 계약의 체결, 소송 절차의 개시,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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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과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을 할 수 있는

- 발효일: 2019년 7월 10일 (고시 제920호)

법적 능력을 가지도록 보장함.

- 관보게재일: 2019년 7월 9일

- 센터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 지원,
기록유산의 관리 및 보호에 대한 연구와 새로
운 콘텐츠 개발, 기록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
용에 대한 지식 개발 교육 및 훈련 제공, 기록
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 제고를 위

2. 대한민국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
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한 홍보 활동 참여 등의 기능을 수행함.

- 각서교환일자 및 장소: 2019년 7월 11일 서울
에서 교환

6.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세
관 분야에서의 상호 지원 및 협력에 관한 협정

- 발효일: 2019년 7월 11일 (고시 제921호)
- 관보게재일: 2019년 7월 17일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8년 6월 29일 브뤼셀에
서 서명

3.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국립암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발효일: 2019년 8월 22일 (조약 제2428호)

- 서명일자 및 장소: 2019년 7월 18일 다카르에

- 관보게재일: 2019년 8월 30일

서 서명
- 발효일: 2019년 7월 18일 (고시 제922호)

• 주요내용

- 관보게재일: 2019년 7월 25일

- 한국 정부는 예산 한도 내에서 국내 법령에
따라 무상원조를 하나 또는 그 이상 수행하며,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아제르
바이잔공화국에 파견된 모든 파견인력이 아제
르바이잔공화국의 법령을 존중하도록 모든 가

4.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2018~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
본약정

능한 조치를 함.

- 서명일자 및 장소: 2019년 9월 3일 네피도에서

-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는 자국 영역에 한국

서명

국제협력단(KOICA)이 사무소를 설립하고 유

- 발효일: 2019년 9월 3일 (고시 제923호)

지하도록 허가하고, 파견인력에게 임무 수행

- 관보게재일: 2019년 9월 10일

에 필요한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함.

III. 고시류 조약

5.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20~20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
본약정

1.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군수･방
산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을 위한 약정
- 서명일자 및 장소: 2019년 6월 10일 마닐라에
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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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일자 및 장소: 2019년 9월 5일 비엔티안에
서 서명
- 발효일: 2019년 9월 5일 (고시 제924호)
- 관보게재일: 2019년 9월 17일

▶▶▶ 조약체결 동향

2019년도 3/4분기 신규 가입 다자조약 개관

I. 2019년도 3/4분기 신규 가입
다자조약 목록

- 관보게재일 : 2019년 07월 18일
• 주요내용

◦ 2019년도 3/4분기 대한민국 정부가 신규로 가

- ｢만국우편연합헌장｣을 채택하는 국가들은 우

입한 다자조약은 다음과 같다.

편물을 서로 교환하기 위하여 만국우편연합

- 만국우편연합헌장 제10추가의정서

이라는 정부 간 기구 아래 단일우편영역을 구

- 만국우편연합총칙 제2추가의정서

성함.

-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 지역우편연합은 만국우편연합의 총회, 관리이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사회, 우편운영이사회, 그리고 만국우편연합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에서 주최하는 기타 토론회 및 회의에 옵서버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원산지 규정)

를 파견할 수 있음.

의 부록 2 품목별 원산지 기준 변경을 승인하
기 위한 결정

- 우편운영이사회 이사국은 만국우편연합의 이
름으로 그리고 만국우편연합의 이익을 위하여
그 기능을 수행함.

II. 협약 개관
1. “만국우편연합헌장 제10추가의정서” 발효(Tenth
Additional Protocol to the Constitution of the
Universal Postal Union)

2. “만국우편연합총칙 제2추가의정서” 발효(Second
Additional Protocol to the General Regulations
of the Universal Postal Union)
• 일반사항
- 채택일자 및 장소 : 2018년 09월 07일 (아디스

• 일반사항
- 채택일자 및 장소 : 2018년 09월 07일 (아디스
아바바에서 채택)

아바바에서 채택)
- 발효일 : 2019년 07월 01일
- 기탁처 : 만국우편연합 사무국

- 발효일 : 2019년 07월 01일
- 기탁처 : 만국우편연합 사무국

• 우리나라 관련사항
- 승인서 기탁일 : 2019년 07월 02일

• 우리나라 관련사항
- 비준서 기탁일 : 2019년 07월 02일

- 발효일 : 2019년 07월 01일
- 관보게재일 : 2019년 07월 18일

- 발효일 : 2019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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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주요내용
- 물품을 포함하고 있는 통상우편물 범위에 7킬로

- 관리이사회와 우편운영이사회 이사국을 총회

그램까지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과 30킬

결의안에 명시된 선출 절차에 따라 선출함.

로그램까지의 우편자루배달인쇄물을 포함함.

- 관리이사회는 총회에서 채택된 만국우편연합

- 선택적 부가업무에서 취급주의 소포 업무를 제

의 전략 및 사업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리

외함.

이사회 구조 내에 수립할 상설그룹 등의 조직
을 정의, 공식화 함.
- 관리이사회의 의장 및 4명의 부의장은 만국우
편연합의 5개 지역 각 그룹의 이사국들로 함.
- 우편운영이사회는 48개 이사국으로 구성되고
총회마다 각 지역 그룹의 최소한 3분의 1의
이사국이 교체되며 우편운영이사회 구조 내에
수립할 상설그룹 등의 조직을 정의, 공식화 함.
- 우편운영이사회의 의장 및 4명의 부의장은 만국
우편연합의 5개 지역 각 그룹의 이사국들로 함.
- 만국우편연합 영구기구 조정위원회를 관리이
사회 의장, 우편운영이사회 의장, 국제사무국

5.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원산지 규정)의 부록 2 품목별
원산지 기준 변경을 승인하기 위한 결정” 발효
(Decision to Endorse the Transposed Product
Specific Rules in Appendix 2 of Annex 3 (Rules
of Origin) of the Asean-Korea Agreement on
Trade in Goods)
• 일반사항
- 승인일자 및 장소 : 2019년 02월 14일 (서울에

사무총장으로 구성하고 연합의 영구기구들의

서 승인)

활동 조정을 지원하는 등의 기능을 하도록 함.
- 분담금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 이자율을 연
5퍼센트로 함.

• 우리나라 관련사항
- 발효일 : 2019년 09월 01일

- 회원국 분담등급을 세분화하고 가장 낮은 수준

- 관보게재일 : 2019년 09월 02일

의 분담금을 지불하는 신규 분담등급을 도입함.
3.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발효(Universal
Postal Convention and Final Protocol to the
Universal Postal Convention)

• 주요내용

• 일반사항
- 채택일자 및 장소 : 2018년 09월 07일 (아디스
아바바에서 채택)
- 발효일 : 2019년 07월 01일
- 기탁처 : 만국우편연합 사무국
• 우리나라 관련사항
- 승인서 기탁일 : 2019년 07월 02일
- 발효일 : 2019년 07월 01일
- 관보게재일 : 2019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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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2 품
목별 원산지 기준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 기준에서 2017 기준으로 대체함.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7 기준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2019년 9월 1일에 이행하고, 이
행일부터 4개월의 과도기간 후 모든 당사국들
은 2020년 1월 1일에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7 기준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완전히 이
행하도록 함.

논문 및 연구보고서

파리협정 제2.1조 (c) 금융흐름 조정목표에 대한 국
제적 논의
김 민 주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법학박사)

I. 서설

전 지구적 이행점검3)을 위해서 파리협정 당사자
는 제2.1조 (c)의 목표를 이행하고, 파리협정의 당

2015년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제2.1조 (c)

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Conference of

는 “온실가스 저배출 및 기후 회복적 발전방향에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부합하는 금융흐름(financial flows)의 조정”1)을

to the Paris Agreement: CMA)는 이에 대한 공동

파리협정이 달성하려는 세 가지 목표 중의 하나로

의 진전을 평가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 파리협정 제2.1조 (c)는 제2.1조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위해서 파리협정을 채

(a)와 제2.1조 (b)에서 규정하고 있는 두 가지 목표

택한 Decision 1/CP.21은 CMA의 첫 번째 회기

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 조건적 목표규정이라고 할

에서 파리협정 제14조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위

수 있다.2) 그런데 파리협정이 제2.1조 (a)와 (b)의

한 투입요소(sources of input)를 식별할 것을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파리협정의 주요 규정에서

임하였다.4) 이에 따라 2018년 폴란드 카토비체

파리협정 이행규칙(Paris Rulebook) 등을 통하여

(Katowice, Poland)에서 열렸던 유엔 기후변화 협약

추가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것을 위임하고 있는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것과 달리, 제2.1조 (c)의 목표는 이행할 방법에

Change: UNFCCC 또는 협약)의 당사자 총회인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그 이행의 진전

COP24/CMA1에서 파리협정 제2.1조 (c)의 금융

을 추적할 정보를 제출할 의무도 달리 규정하고

흐름의 조정에 관한 정보가 투입요소로 결정되

있지 않으며, 이에 관한 추가 이행지침을 규정할

었다.5)

것을 직접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 그러나 파리협

파리협정체제하에서 협정의 당사자와 국제 공

정 제2.1조 (c)는 동 협정 제14조 전 지구적 이행

동체는 모든 금융흐름을 온실가스 저배출 및 기후

점검(global stocktake)의 대상이다. 따라서 2023

회복적인 발전방향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여야 하

년 처음으로 시행되고 이후 매 5년마다 시행되는

지만, 이에 관한 문제는 매우 다층적이고 복잡하

1) Paris Agreement, Art.2.1.(c), “Making finance flows consistent
with a pathway towards law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climate-resilient development.”
2) Shelagh Whitley, Joe Thwaites, Helena Wright and Caroline
Ott, Making finance consistent with climate goals: Insights for
operationalising Article 2.1c of the UNFCCC Paris Agreement,
ODI, WRI, RMI, and E3G, December 2018, pp. 6 and 9.

다. 이 글에서는 파리협정하의 기후금융체계를 살
3) Paris Agreement, Art. 14.2.
4) Decision 1/CP.21, para. 100.
5) Decision 19/CMA.1, Matters relating to Article 14 of the
Paris Agreement and paragraphs 99-101 of decision 1/CP.21,
FCCC/PA/CMA/2018/3/Add.2, 19 March 2019, para. 36(d).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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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고, 제2.1조 (c)의 목표와 관련하여 파리협정

두 네 번 언급되지만, 기후금융이라는 용어는 국

의 당사자가 국내적으로 이행하고 이를 집단적으

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하나의 개념정의가 있

로 평가할 방법에 관하여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는 표현은 아니다. 다만, 기후금융은 일반적으로

있는 내용을 살펴본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서 기후변화 완화활
동과 적응활동을 위해 고정적으로 투자되는 금
융자본으로써 다자적, 양자적 및 국내의 금융을

II. 파리협정의 기후금융관련 규정 개관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6) 이
렇게 기후행동에 투자되는 “금융”은 공적금융

1. 제2.1조 (c) 규정 및 의의

(public finance)과 민간금융(private finance)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공적금융은 사

파리협정 제2.1조 (c)는 파리협정체제하의 기후

적 부문 및 공적 부문으로부터 기후관련 투자에

금융에 관한 포괄적인 장기목표 규정이다. 파리협

영향을 주는 직접기반시설투자 및 정책금융기반

정은 UNFCCC 제2조에서 정한 “기후체계가 위험

금융의 금융 인센티브를 말하며, 국가, 지역 또는

한 인위적 간섭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 중 온

지방정부의 예산 또는 공적 금융기관으로부터 나

실가스 농도의 안정화를 달성”한다는 목적을 계

온 금융인 공적기금을 포함하고, 민간금융은 가

승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퇴치 노력의 맥

정, 사기업, 노동협동조합 등을 포함한다.7) 파리

락에서 파리협정 제2.1조 (c)는 “온실가스 저배출

협정 제2.1조 (c)의 금융 흐름이라는 표현이 모든

및 기후 회복적 발전방향에 부합하도록 금융흐름

경제적 거래를 포함하는 것인지, 일련의 지표에

을 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파리협정

의해 대표되는 특정한 금융 흐름을 말하는 것인

제2.1조 (a)의 “산업화이전 수준 대비 지구대기의

지 모호하지만, 제2.1조 (c)의 맥락에서 기후금융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산업화이전 수준 대비 지구대기 평균온

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추적할 필요성이 있음

도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

서 조정되어야 할 범위는 온실가스 저배출 및 기

는 목표 및 (b)의 “식량생산을 위협하지 않는 방식

후 회복적 발전방향과 부합하거나 일치하는 금융

으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적응능력과

흐름이다.

을 내포하고 있다. 기후금융을 위해 금융 흐름에

기후회복력 및 온실가스 저배출 발전을 증진하는

파리협정은 제2.1조 (c)에서 금융 흐름의 조정

능력을 증대”시킨다는 목표와 함께 파리협정의

을 목표로 규정하여 전 세계의 모든 금융이 파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장기목표 중의 하

협정의 목적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나에 해당한다. 파리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을 나타내고 있다. 모든 투자가 파리협정의 목적

세 가지 목표 중에서도 제2.1조 (c)는 (a)의 기후변

과 양립 가능한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존

화 완화를 위한 장기적인 온도목표와 (b)의 기후

의 금융투자 구조 모두가 (i) 파리협정의 목적을

변화 적응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 금융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후금융과 (ii) 파리협정의

흐름의 조정이 필요불가결함을 나타내고 있다.

목적에 반하지 않는 기타 금융으로 전환되어 파리

파리협정 제2.1조 (c)는 기후변화 대응의 맥락
에서 “금융 흐름”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
다. 동 협정 제9.3조, 제9.6조 그리고 제11.1조에
서 “기후금융(climate finance)”이라는 표현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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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Zofia Wetmańska, et al., Domestic Landscape of Climate
Finance: Why systemic approach to climate finance matter?
WiseEuropa, NewClimate Institute and I4CE, February 2019,
p. 5.
7) Ibid.

파리협정 제2.1조 (c) 금융흐름 조정목표에 대한 국제적 논의

협정에 부합하는 체계로 정렬되어야 한다는 것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여기서 “다양한 재원, 수단

의미한다.8)

파리협정하에서는 기후금융의 초점이

및 경로”는 국내적 및 국제적 재원, 그리고 공적금

기후투자를 위한 금융재원을 추가적으로 조성하

융뿐만 아니라 민간금융을 포함하여 기후재원을

는 것에서 ①기존의 금융흐름을 파리협정의 목적

조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10) 이렇게 조성된 금

과 양립가능한 방향으로 수정하고, ② 파리협정의

융재원이 개발도상국 당사자에 지원될 때는 기후

목적에 반하거나 충돌하는 금융흐름을 방지하는

변화 완화와 적응 모두에 관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것으로 이동하고 있다.9) 모든 금융흐름이 기후변

개발도상국 당사자의 우선순위와 필요를 고려하

화 대응에 좋은 결과를 명시적으로 달성해야 한다

여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사이의 균형을 이루도록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기후결과

지원되어야 한다. 파리협정이 제9.4조에서 이러한

의 가능성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
기후변화 완화행동에 대한 금융지원이 적응행동

2. 제2.1조 (c)와 제9조의 관계

을 위한 금융지원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로 이루어
졌다는 사실과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과 소

파리협정 제2.1조 (c)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흐

도서 개발도상국 당사자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

름의 조정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파리

향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완화보다 적

협정 제9조의 재정 메커니즘(financial mechanism)

응을 위한 재정지원이 더욱 필요하고 긴급할 것이

을 통하여 기후금융을 조성하고 개발도상국 당사

라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11) 파리

자의 파리협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

협정 제2.1조 (c )는 재정 메커니즘을 통한 공적금

이다. 파리협정 제9.1조는 선진국 당사자에게 기

융의 지원에 대하여 일정한 방향을 정해주고 있다

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취약한 개발도상국 당사

고 볼 수 있다. 파리협정 제2.1조 (c)의 규정에 따

자의 기후변화 대응 및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금

라 모든 기후금융의 흐름이 온실가스 저배출 및

융재원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제9.2조는 그

기후 회복적인 방향에 부합하도록 조정되어야 하

밖의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그러한 금융재원 제공

기 때문이다.

에 참여할 것을 장려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파리협정하에서 개발도상국 당사자에 대한 금융

3. 기타 주요 기후금융관련 규정

지원은 의무적으로 금융재원을 제공하는 선진국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당사자도 자발적으로

파리협정 제2.1조 (c)의 금융흐름 조정 목표는

참여하는 전 지구적 노력임을 나타내고 있다. 파

제9조하의 재정 메커니즘 규정뿐만 아니라 파리

리협정 제9.3조는 이를 명확히 하면서, 특히 선진

협정의 다른 규정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기후금융

국 당사자는 “다양한 재원, 수단 및 경로”를 통하

관련 내용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

여 기후금융을 조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완화를 위해 지구대기 평균기온 상승을 1.5~2℃

8) Gaia Larsen et. al., Toward Paris Alignment: How the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Can Better Support the Paris
Agreement, WRI, 2018, p. 5, https://newclimate.org/wp-content/
uploads/2018/12/WRI-MDBs-and-Paris-Report-.pdf, 2019년 12
월 15일 접근.
9) Zofia Wetmańska, et al., Domestic Landscape of Climate
Finance: Why systemic approach to climate finance matter?
WiseEuropa, NewClimate Institute and I4CE, February 2019,
p. 6.

이하로 억제라는 장기온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별 당사자의 자발적인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를 규정하면서,
10) Daniel Klein, et al. (ed), The 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Analysis and Commentary,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p. 244.
11) Ibid, p. 245.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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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제4.5조는 개발도상국 당사자가 NDCs

포함하여 파리협정 목적과 세 가지 장기적인 목

를 준비･통보･유지하는 것을 지원할 것을 규정하

표 달성에 집단적 진전이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

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에는 금융지원이 포함될

14.2조는 이러한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2023년에

수 있다. 국제적 협력메커니즘을 규정하면서 파리

처음으로 실시하고, 그 후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

협정 제6.4조의 시장접근적인 지속가능한 발전 메

정하고 있다. 전 지구적 이행점검의 실시를 위해

커니즘하에서 개발도상국 당사자의 적응에 관한

파리협정을 채택한 Decision 1/CP.21은 ① 파리

금융지원이 포함되어 있고, 제6.8조 비시장접근 메

협정의 당사자로부터 수집하여 종합하고 분석할

커니즘에서도 기후금융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

(i) 당사자가 통보한 NDCs의 전반적인 효과에 관

다.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적응과 관련

한 정보, (ii) 파리협정 제7.10조 및 제7.11조에 언

하여 파리협정 제7.13조는 개발도상국 당사자의

급된 적응통보로부터 적응노력, 지원, 경험 및 우

적응행동을 위한 금융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기후

선순위의 상태 정보와 제13.7조에 언급된 국가인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과 피해의 문제에서 파

벤토리 및 제4조하의 NDC 이행 및 달성에서 이

리협정 제8.4조는 파리협정 당사자의 기후변화 대

뤄진 진전을 추적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출에 관

응을 위한 협력에서 기후금융을 포함하여 규정하

한 격년 투명성 보고서의 정보, 그리고 (iii) 지원

고 있다. 기후기술개발 및 이전을 위한 기술메커

의 조성 및 제공에 관한 정보, ② 기후변화에 관한

니즘을 규정하면서 파리협정 제10.5조 및 제10.6

정부 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조는 개발도상국 당사자의 기술개발 및 기술접근

Change; IPCC)의 최신보고서 및 ③ 보조기관의

을 위한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보고서 등을 포함하여 기술적 평가를 할 투입요소

당사자의 역량배양과 관련하여 파리협정 제11.1

를 식별하고 이에 관한 이행지침을 CMA의 첫 번

조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가장 취약한 최빈

째 회기에 채택할 것을 규정하였다.12) 이에 따라

개도국 및 소도서 개발도상국 당사자를 포함한 개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렸던 2018년 UNFCCC

발도상국 당사자의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행동을

COP24/CMA1에서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위해

위한 역량배양을 위해 기후재원에 대한 접근을 규

채택된 파리협정의 이행규칙에 따르면, ① 제2.1

정하고 있다. 파리협정 제2.1조 (c)의 금융흐름 조

조 (c)에서 언급된 금융흐름에 관한 정보와 이 밖

정 목표는 이들 여러 규정하의 모든 금융흐름이

에 ② 제9.4조 및 제9.6조, 제10.6조, 제11.3조, 그

파리협정의 목적에 부합할 것을 지도하는 원칙으

리고 제13.9조 및 제13.10조에서 언급된 정보를

로 작용한다.

포함하여 이행 및 지원의 수단과 지원의 조성 및
제공에 관한 정보가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위한

4. 전 지구적 이행점검의 대상

투입요소로 사용되고, 여기에는 UNFCCC의 보
조기관인 상설금융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파리협정 제2.1조 (c)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의

Finance: SCF)의 최신의 ｢기후금융흐름에 관한

대상이다. 파리협정 제14.1조는 “파리협정의 목

격년평가 및 개관｣보고서로부터의 정보가 포함되

적과 그 장기적 목표의 달성을 위한 공동의 진전

어야 한다.13)

을 평가”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CMA가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통해 파
리협정 이행에 대한 집단적 진전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CMA는 제2.1조 (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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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Decision 1/CP.21, para. 100.
13) Decision 19/CMA.1, para. 3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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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파리협정체제하의 기후금융체계

조의 개발도상국 당사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메커니즘 규정에 따라 2001년 적응 기금

1. 파리협정체제 이전의 글로벌 기후금융 형성

(Adaptation Fund: AF)이 설치되었다.15) UNFCCC
하의 재정 메커니즘이 획기적으로 발전한 것은

1) UNFCCC 하의 재정 메커니즘

2009년 UNFCCC COP15에서 “코펜하겐 합의

파리협정체제 이전에 글로벌 기후금융은 1992

(Copenhagen Accord)”를 통해 2020년까지 “연간

년 UNFCCC 제4조에서 선진국 당사자의 개발도
상국 당사자에 대한 협약이행을 위한 금융지원을
규정하고, 제11조에서 재정 메커니즘을 확립하도
록 규정한 이후 다양한 공적 기후금융기관들이 형
성되어 기후관련 활동을 위한 금융재원을 조성하
고, 지급하고, 사용하면서 그 체계가 확립되어 왔
다. 협약 제4.3조는 Annex II에 포함된 선진국 당
사자 및 기타 선진국 당사자가 개발도상국 당사자
의 협약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추가적 재
원(new and additional financial resources)”을 제
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제11.1조는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메커니즘을 확
립하고 이 재정 메커니즘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국제적 실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제11.5조는 선
진국 당사자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1000억 US달러”를 조성할 목표를 설정한 때부터
라고 할 수 있다.16) 2010년 COP16은 “칸쿤 합의
(Cancun Agreements)”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필
요를 위해 선진국 당사자가 2020년까지 연간 1000
억 US달러를 공동으로 조성할 목표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개발도상국 당사자에게 제공되는 기
금은 공적 및 민간, 양자적 및 다자적인 광범위하
고 다양한 출처로부터 조성될 수 있음을 밝혔다.17)
이를 위해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을 설치하고, 협약하의 재정 메커니즘 기능을 수
행하는데 있어 COP을 지원할 상설금융위원회
(Standing Committee on Finance: SCF)를 설치하
였다.18) 그리고 2011년 COP17은 GCF를 협약 제
11조의 재정 메커니즘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였다.19)

재원을 양자적, 지역적 및 기타 다자체계를 통하

2) UN하의 다자적 금융기관

여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UNFCCC하에서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지원하

UNFCCC는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여섯 개의

기 위해 다자적 기후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재정 메

운영체(기금 및 기관)를 두고 있다. 1996년 지구

커니즘이 확립되어 온 것 이외에 UN하에서도 다

환경 기금(Global Environmental Facility: GEF)이

양한 기관과 기금이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기후활

설치･운영되기 시작하였고, 산하 최빈개도국 기

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어 왔다.

금(Least Developed Countries Fund: LDCF)과 기
후변화 특별기금(Special Climate Change Fund:
SCCF)이 설치되었다.14) 1997년 교토의정서 제11
15)
14) GEF는 1992년 리우 지구정상회의에서 설치된 독립적인 국
제금융기관으로서, 현재 5개의 주요 국제환경조약인 “수은
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생물다양
성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UNCBD),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CCD), 그리고 기후변화에 관
한 유엔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하의 재정메커니즘의 역할을

16)
17)

18)
19)

하고 있다. https://www.unenvironment.org/about-un-environment/
funding-and-partnerships/funding-partners/global-environme
nt-facility, 2019년 12월 15일 접근.
Decision 10/CP.7, Funding under the Kyoto Protocol, FCCC/
CP/2001/13/Add.1, 21 January 2002, para. 1.
Decision 2/CP.15, Copenhagen Accord, FCCC/CP/2009/11/
Add.1, 30 March 2010, para. 8.
Decision 1/CP.16, The Cancun Agreements: Outcome of the work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under the Convention, FCCC/CP/2010/7/Add.1, 15
March 2011, paras. 98 and 99.
Ibid, paras. 102 and 112.
Decision 3/CP.17. Launching the Green Climate Fund, FCCC/
CP/2011/9/Add.1, 15 March 2012, para. 3.
www.mofa.go.kr

127

논문 및 연구보고서

UN하의 기관으로서 국제 농업 개발 기금(Inter-

공하는 주요 선진국들은 각자 개발도상국에 대한

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금융지원을 이행하는 여러 양자기관을 운영하고 있

과 2012년에 발족된 산하 소규모 자작농을 위한

다.20) 그리고, 기후금융재원을 제공받는 개발도상

적응 농업 프로그램(Adaptation for Smallholder

국을 중심으로 이행기관과 집행기관이 지역적 및

Agriculture Programme: ASAP) 및 유엔 개발 프

국내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아마존 기금(Amazon

로그램(UNDP), 유엔 환경 프로그램(UNEP) 그리

Fund), 방글라데시 기후회복기금(Bangladesh Climate

고 유엔 식량 농업 기구(FAO)의 공동 프로그램으

Resilience Fund), 말리 기후기금(Mali Climate

로 2008년 UNFCCC COP13에서 결정된 산림 벌

Fund), 인도네시아 기후변화 신탁기금(Indonesia

채 및 산림황폐화 배출감소에 관한 유엔 프로그램

Climate Change Trust Fund), 필리핀인 생존기금

(United Nations Programme on Reducing Emissions

(Philippines People’s Survival Fund), 르완다 국가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UN-

환경 기금(Rwanda National Climate and Environ-

REDD)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UN

mental Fund), 캄보디아 기후변화동맹 신탁기금

산하 다자 개발 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Cambodia Climate Change Alliance Trust Fund),

Banks: MDBs)인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

남아프리카 녹색기금(South Africa Green Fund),

개발 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아프

몰디브 기후변화 신탁기금(Maldives Climate Change

리카 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AfDB),

Trust Fund), 멕시코 기후변화기금(Mexico Climate

유럽 부흥 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Change Fund), 기후변화에 관한 브라질 국가기금

and Development: EBRD) 유럽 투자 은행(European

(Brazilian National Fund on Climate Change) 등

Investment Bank: EIB), 미주 개발 은행(Inter-American

이 있다.

Development Bank: IADB) 등이 여러 기후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세계은행은 탄소 금융(Carbon

2. 파리협정체제하의 기후금융체계

Finance)과 관련된 기후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
계은행이 관리하는 기후 투자 기금(Climate Invest-

1) UNFCCC하의 기후금융체계 계승 및 확대

ment Funds: CIFs)은 청정기술기금(Clean Technology

파리협정하의 기후금융체계는 기본적으로 위에

Fund; CTF)과 전략기후기금(Strategic Climate Fund:
SCF)으로 특화되어 있고, SCF는 산림투자 프로그
램(Forest Investment Program: FIP), 저소득국가에
서 재생에너지확대 프로그램(Program for ScalingUp Renewable Energy in Low Income Countries:
SREP), 그리고 기후 회복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
램(Pilot Program for Climate Resilience: PPCR)
을 운영하고 있다.

3) 주요국의 양자기관

서 언급한 UNFCCC하에서 확립된 재정 메커니즘
을 계승하고 있다. 파리협정 제9.8조는 UNFCCC
하의 재정 메커니즘이 파리협정의 재정 메커니즘
역할을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UNFCCC
체제하에서 구축되어온 재정 메커니즘을 파리협
정하의 재정 메커니즘으로 계승하여 연결하고 있
다. 그런데 파리협정은 제9조하의 재정 메커니즘
뿐만 아니라 제2.1조 (c)의 금융흐름 조정이라는
목표를 규정하고 있다. 파리협정 이전의 글로벌
기후금융은 위에서 언급한 공적 기후금융기관을

UNFCCC 및 UN하의 다자적 기후금융기관 이
외에 호주, 캐나다, 미국, 프랑스,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EU, 덴마크, 영국, 독일 등 금융재원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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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Niranjali Amerasinghe, et al., The Future of the Funds: Exploring
the Architecture of Multilateral Climate Finance, WRI, March
2017, pp.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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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금융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UNFCCC, UN, 그리고 양

지원이 주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자체제하에서 공적금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데 파리협정은 제2.1조 (c)의 목표규정을 통해서

기후금융이 공적 및 민간부문 모두에서 금융 흐름

모든 금융의 흐름이 “온실가스 저배출 및 기후 회

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③ 파

복적 발전”과 “부합하는” 또는 “일치하는” 방향으

리협정 제9.4조는 “확대된 금융재원의 제공”을 명

로 조정되도록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파리협정체

시하고 있고, 2009년 코펜하겐 합의 및 2010년 칸

제하에서의 모든 금융은 제2.1조 (c)의 목표를 달

쿤 합의에서 선진국 당사자가 2020년까지 “연간

성하는 체계로 구축되어야 함을 말하고, 전 세계

1000억 US달러”를 공동으로 조성하도록 약속했

의 모든 공적부문 및 민간부분의 금융기관과 투자

던 목표를 Decision 1/CP.21은 2025년까지 계속

자가 모두 자신의 투자를 파리협정의 목적과 부합

하고, 2025년 이전에 CMA가 “연간 1000억 US달

하도록 해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러”를 최저기준으로 한 새로운 집단적인 정량목

이해되고

있다.21)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UNFCCC

표를 설정하기로 결정하였다.22) 이로써 파리협정

체제하에서 재정 메커니즘으로 구축된 다자적 기

은 기후금융 흐름을 명백히 확대하고 있다. 즉,

후금융기관은 물론, UN산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UNFCCC하의 재정 메커니즘과 달리 파리협정

다자적 기후금융기관 및 기금과 주요선진국과 금

은 선진국 당사자의 개발도상국 당사자에 대한 집

융지원을 받는 개발도상국 당사자 간의 양자적 기

단적인 금융재원제공의무를 규정하면서 개별 선

후금융체계도 파리협정하의 제2.1조 (c)의 목적을

진국 당사자의 구체적인 이행방법과 이행주기를

달성하기 위해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설정하고 금융재원제공확대라는 더욱 구체적이

아니라, 파리협정의 모든 개별 당사자의 국내적

고 강화된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금융흐름이 파리협정 제2.1조 (c)의 목표를 이행

UNFCCC의 모든 당사자, 특히 개발도상국 당사자

하고 달성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 자신의 NDCs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전 지

의미한다.

구적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파리협정에 참여하는

UNFCCC이후 확립된 재정 메커니즘을 계승하

데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 ④ 파리협정 제9.4조는

고 있는 파리협정은 몇 가지 측면에서 명시적인

금융재원 제공이 “적응과 완화 간의 균형 달성을

규정을 통하여 기후금융체제를 더욱 확대하고 있

목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

다고 할 수 있다. ① 파리협정 제2.1조 (c)에서 단

써 UNFCCC하에서의 재정 메커니즘이 기후변화

지 “금융” 흐름의 조정으로 명시함으로써 그동안

완화를 중심으로 금융흐름이 이루어졌던 것에 비

국제적 수준에서 다자적, 지역적 및 양자적 기후

해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이 균형을 이루도록 금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기후금융을 주도해오던 것

융흐름이 조정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

이, 파리협정 개별 당사자의 국내수준에서의 금융

은 파리협정하의 기후금융체계하에서 다자적 기

흐름도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후금융기관의 기후투자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

② 파리협정 제9.3조는 공적기금의 역할을 강조하

향에 대한 적응활동으로 기후금융흐름이 확대되

면서도, 기후금융의 조성이 “다양한 행동을 통한…

어야 함을 말하고, 적응활동은 특히 개별 당사자

다양한 출처, 수단 및 경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의 국내수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국내수준
의 공적금융과 민간금융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기

21) Zofia Wetmańska, et al., Domestic Landscape of Climate
Finance: Why systemic approach to climate finance matter?
WiseEuropa, NewClimate Institute and I4CE, February 2019,
p. 6.

후금융흐름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22) Decision 1/CP.21, para. 54.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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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공적 기후금융기관
(1) 녹색기후기금
온실가스 저배출 및 기후 회복적 발전 방향으로
의 기후금융투자는 민간금융이 훨씬 더 큰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민간의 기후금융 흐름을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다자적 기
후금융기관의 공적금융이 전 지구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파리협
정하에서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지원하는데 핵심
적인 역할을 할 다자적 공적기후금융기관은 앞에
서 언급한 UNFCCC하에서 설치된 여섯 개의 기
금 및 기관이다. 이들 중에서도 파리협정하에서는
특히 녹색기후기금(GCF), 지구 환경 기금(GEF),
적응 기금(AF) 그리고 상설금융위원회(SCF)가 더
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GCF는 UNFCCC 및 파리협정의 재정 메커니
즘의 운영체이면서, 적절하고 예측 가능한 금융재
원이 온실가스 저배출 및 기후회복적인 발전을 위
한 투자로 흘러가도록 지원하는 핵심적인 다자적
자금출처가 된다. 특히, GCF의 역할은 공적 및 사
적 부문으로부터의 기후금융을 개발도상국의 기
후변화 완화, 적응, 역량배양 그리고 기술개발 및
이전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에서 행해지는 프로
젝트, 프로그램, 정책 및 기타 활동을 지원하는 통
로가 된다.23) UNFCCC COP25를 위해 GCF가 제
출한 제8차 보고서에 따르면, GCF가 2015년 완전
한 투자운영을 시작한 이래, GCF 이사회는 99개
개발도상국에서 111개의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의 이행을 지원하는데 52억
US달러를 승인했고, 이들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은
직접적인 공적 및 민간 부문 공동자금조달(cofinancing)을 통해서 135억 US달러를 끌어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4) 승인된 52억 US달러 중
23) Beate Antonich, GCF Conference Offers Opportunity for
Developed Countries to Contribute to Collective Pledge, 22
October 2019, https://sdg.iisd.org/commentary/policy-briefs/
gcf-conference-offers-opportunity-for-developed-countries-t
o-contribute-to-collective-pledge/ 2019년 12월 15일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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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퍼센트에 해당하는 22억 US달러가 민간부문
기구(Private Sector Facility: PSF)에서 조성되었
다.25) GCF의 PSF는 개발도상국에서 민간부문
투자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고,
민간부문의 개입을 극대화하는 것이 GCF의 전략
계획 중의 하나이다. GCF는 2020-2023년의 첫 번
째 보충기간(GCF’s first replenishment: GCF-1)
을 통해서 UNFCCC 및 파리협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금융재원 확보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개발도상국에서 파리협정 제2.1조 (c)의 목표에
따라 온실가스 저배출 및 기후 회복적인 발전방
향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한다.26) 2019년 12
월 스페인 마드리드(Madrid, Spain)에서 열렸던
UNFCCC COP25/CMA2는 GCF가 개발도상국의
적응계획 및 행동의 이행, 그들의 적응통보 및/또
는 NDC에 있는 우선순위 및 필요에 따라서 개발
도상국의 적응계획 및 행동의 이행을 위해 개발도
상국 지원을 계속할 것,27) 적응활동에 대한 지원
을 제공하기 위한 접근 방식과 범위에 관한 지침
에 관한 작업을 신속히 종결할 것과, 준비 프로그
램을 증진하는 이사회 결정에 맞추어 국가적응계
획의 이행을 위한 지원을 계속 증진할 것을 요청
하였다.28)
(2) 지구 환경 기금
지구 환경 기금(GEF)은 UNFCCC 및 파리협정
의 재정 메커니즘의 운영체로서 최빈개도국 기금
(Least Developed Countries Fund: LDCF)을 통해
24) UNFCCC, Report of the Green Climate Fund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nnex, Eighth Report of the Green
Climate Fund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FCCC/
CP/2019/3, 19 September 2019, p. 1, https://unfccc.int/sites/
default/files/resource/cp2019_03_advance.pdf 2019년 12월
15일 접근
25) Ibid, p. 2.
26) GCF, GCF First Replenishment (GCF-1):Replenishment Summary
Report, GCF/B.24/11, 30 October 2019, p. 8.
27) Draft decision-/CMA.2, Guidance to the Green Climate Fund,
FCCC/PA/CMA/2019/L.8, 15 December 2019, para. 5.
28) Ibid, para. 6.

파리협정 제2.1조 (c) 금융흐름 조정목표에 대한 국제적 논의

최빈개도국에서의 긴급필요 및 중장기 적응 필요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32)

를 지원하고, 기후변화 특별기금(Special Climate
Change Fund: SCCF)을 통해서 모든 개발도상국

(3) 적응 기금

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한다. 2001년 UNFCCC

적응 기금(AF)은 2001년에 설립되어 기후변화

COP7에서 설치된 이들 두 기금은 파리협정의 이

의 부정적 영향에 특히 취약한 교토의정서의 개발

행도 지원한다.29) GEF는 기후변화 완화 전략하에

도상국 당사자의 적응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지

신탁기금(Trust Fund)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에너

원하고 있다. AF는 교토의정서하의 청정개발메커

지를 위한 혁신과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완화 옵

니즘(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활

션들의 구조적 영향을 설명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동 및 기타 자금출처의 수익 몫으로 자금을 조달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으로 완화 문제를 주류

한다. 2018년 폴란드 카토비체의 UNFCCC COP24/

로 만들어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 저배출 발전 방

CMP14/CMA1에서 “적응기금은 2019년 1월 1일

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한다.30)

GEF는 2019

부터 효력을 가지고 파리협정의 모든 문제와 관련

년 6월을 기준으로 117개 국가에서 360개의 적응

하여 CMA의 지침과 책임하에 파리협정을 위해

프로젝트를 위해 약 17억 US달러의 자금을 제공

일한다”고 결정되었다.33) 또한 “파리협정 제6.4조

했고, 신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파일럿투자를 지원

하의 수익 몫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파리협정을

하는 등 보조금 및 비보조금 투자를 확대하고, 민

위해 배타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교토의정서를

간부문이 시장변화를 위한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위해서는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다.34)

있도록 지원하며, 개발도상국에서 파리협정의 목

AF가 파리협정을 위해 일하게 되면, AF는 파리협

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기후 회복을 향상시킬

정의 제6.4조하에서 확립된 메커니즘과 다양한 자

민간적응프로그램을 발족하는 등 민간부문의 개

발적인 공적 및 민간출처로부터의 수익 몫으로부

입을 향상시키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31)

터 자금이 조달된다.35) 또한 가능한 경우, 교토의

GEF의 임무 중의 하나가 개발도상국들이 여러

정서의 제6조, 제12조 및 제17조하의 활동으로부

환경협약에 대한 그들의 약속을 이행하도록 지원

터 수익의 몫을 계속 받아서 자금을 조달한다.36)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하에 UNFCCC COP25/

CMP14는 AF 이사회가 파리협정에 관한 AF의

CMA2의 요청에 따라 재정 메커니즘의 운영체인

준비, AF가 파리협정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

GEF가 파리협정 제13.14조 및 제13.15조 및 decision

록 보장하기 위한 기타 사항, AF가 파리협정을 이

18/CMA.1에 따라 2018-2022년까지 GEF의 7차

행할 때 교토의정서 제6조, 제12조 및 제17조에

보충기간(Seventh Replenishment: GEF-7)에 걸쳐

따른 활동의 수익의 몫을 받는 것의 영향 등에 대

파리협정의 모든 개발도상국 당사자의 첫 번째 및

하여 2019년 CMP15/CMA2에서 고려하고 채택

후속 격년 투명성 보고서를 준비하는데 적절하게

할 권고안을 만들 것을 요청하였다.37) 그러나 2019

29) GEF Secretariat, Financing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At
the Global Environment Facility, 20 September 2019, p. 1,
2019년 12월 15일 접근, https://www.thegef.org/sites/default/
files/publications/gef_financing_adaptation_climate_change_
october_2019.pdf
30) GEF, Climate Change, https://www.thegef.org/topics/climate-change
31) GEF Secretariat, Financing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At
the Global Environment Facility, 20 September 2019, p. 3.
https://www.thegef.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s/gef_fi
nancing_adaptation_climate_change_october_2019.pdf

32) Draft decision -/CMA.2, Guidance to the Global Environment Facility, FCCC/PA/CMA/2019/L.3, 13 December 2019,
para. 3.
33) Decision 13/CMA.1, Matters relating to the Adaptation Fund,
FCCC/PA/CMA/2018/3/Add.2, 19 March 2019, para. 1.
34) Decision 1/CMP.14, Matters relating to the Adaptation Fund,
FCCC/KP/CMP/2018/8/Add.1, 19 March 2019, para. 2.
35) Decision 13/CMA.1, para. 5.
36) Decision 1/CMP.14, para. 3.
37) Report of the Adaptation Fund Board. Note by the Chair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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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2월 UNFCCC CMA2에서는 이에 관한 결정

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의 기술평가를 위한 종합보

이 채택되지 못하였다. 파리협정 제6.4조의 메커

고서도 준비한다.43)

니즘에 관한 이행규칙도 CMA2에서 합의에 이르
지 못해 채택되지 못하였다.
(4) 상설금융위원회

IV. 파리협정 제2.1조 (c)의 이행 및
집단적 평가방법에 관한 국제적 논의

상설금융위원회(SCF)는 UNFCCC COP16에서
협약의 재정 메커니즘에 관하여 ① 기후변화 자금
조달의 일관성 및 조정 향상, ② 재정 메커니즘의
합리화, ③ 금융재원의 조성, ④ 개발도상국 당사
자에게 제공되는 금융지원의 측정, 보고 및 검증
등을 포함하여 COP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해 설치
되었다.38) COP17에서 SCF는 ｢기후금융흐름에
관한 격년평가 및 개관｣ 보고서를 준비할 것을 위
임받은 이후, 격년평가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39)
COP24는 COP 및 CMA가 고려하도록 UNFCCC
및 파리협정 이행과 관련된 개발도상국 당사자의
필요에 대한 결정에 관한 보고서를 2020년부터
시작하여 매 4년마다 준비할 것을 요청하였다.40)
가장 최근의 격년보고서인 2018년 보고서에서
SCF는 파리협정 제2.1조 (c)와 관련하여 기후회
복 측정법을 개발하는 것이 파리협정의 목적에 부
합하는 금융흐름의 일관성을 증진하는데 중요함
을 언급하고 있다.41) 2020년 발표될 SCF의 격년
평가보고서는 파리협정 제9조를 포함하여 제2.1

1. 논의의 방향
파리협정 제2.1조 (c)의 목표가 전 지구적 이행
점검을 통한 집단적 평가의 대상이고, 금융흐름의
조정목표의 이행에 관한 정보가 2023년부터 시작
하여 매 5년마다 시행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위한 투입요소로 결정되었지만, 어떠한 금융정보
가 대상이 되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파리협정의
투명성체계하에서 제출되는 정보로부터 제2.1조
(c)의 목적과 부합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지만, 파
리협정하에서 추가적인 이행지침으로 마련된 구
체적인 내용이 아직 없다는 점에서 금융흐름의 조
정목표의 이행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는 개별 당
사자의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정보제공에 의존해
야 한다. UNFCCC하에서 재정 메커니즘에 관한
COP의 역할과 기능을 지원하고 기후금융에 관하
여 파리협정을 지원하는 보조기관인 SCF는 2020
년 발간할 ｢기후금융 흐름에 관한 격년 평가 및 개

조 (c)와 관련된 정보를 보여줄 예정이다.42) SCF

관(Biennial Assessment and Overview of Climate

of the Adaptation Fund Board, FCCC/KP/CMP/2019/4FCCC/PA/CMA/2019/2, 20 September 2019, para. 83.
Decision 1/CP.16, The Cancun Agreements: Outcome of the work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under the Convention, FCCC/CP/2010/7/Add.1, 15
March 2011, para. 112.
Decision 2/CP.17, Outcome of the work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under the
Convention, FCCC/CP/2011/9/Add.1, 15 March 2012, paras.
120-121.
Decision 4/CP.24, Report of the Standing Committee on
Finance, FCCC/CP/2018/10/Add.1, 19 March 2019, para. 13.
UNFCCC, UNFCCC Standing Committee on Finance: 2018
Biennial Assessment and Overview of Climate Finance, 2018,
p. 6.
UNFCCC, Report of the Standing Committee on Finance,

제9조를 포함하여 제2.1조 (c)와 관련된 정보를 수

38)

39)

40)
4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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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Flows)｣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파리협정
집하고 있다.44)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후금융
흐름에 관한 SCF의 정보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에
서 제2.1조 (c)의 진전을 추적하는 투입요소로 이
FCCC/CP/2019/10-FCCC/PA/CMA/2019/3, 6 November 2019,
p. 14.
43) Decision 19/CMA.1, para. 24.
44) UNFCCC, Standing Committee on Finance, Call for evidence:
information and data for the preparatin of the 2020 Biennial
Assessment and Overview of Climate Finance Flows, https://
unfccc.int/sites/default/files/resource/Call_for_evidence_202
0BA.pdf, 2019년 12월 15일 접근.

파리협정 제2.1조 (c) 금융흐름 조정목표에 대한 국제적 논의

용된다.

향으로 전환하고, 이와 양립하지 않는 투자와 금

파리협정의 개별 당사자가 금융 흐름을 협정의

융의 흐름을 조정할 방법을 찾아내어 이를 실제로

목적에 부합하는 기후금융흐름으로 조정하기 위

강력하게 적용하는 것이 파리협정 제2.1조 (c)의

해서는 우선 금융흐름의 전환 및 조정방법을 찾아

목표를 이행하는 것이 되다. 이를 위해 각 국가의

내어 실질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그러

정부나 이해관계자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논

한 방법의 적용으로 인해 국내 금융흐름의 전환과

의되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추적하며, 마지막으로

첫째, 금융정책 및 금융규제의 방법을 이용하는

추적한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금융흐름의

것인데, 이는 의무적인 기후관련 금융공시, 은행

전환 및 조정이 더욱 파리협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의 대출요건 등에서 법적 강제를 통해 행동에 영

방향으로 진전하도록 의욕을 증진시키고, 이러한

향을 주는 것이다. 프랑스는 2015년에 자산소유자

일련의 과정을 계속 순환하며 발전시켜 나아가는

및 관리자가 투자의사결정과정 및 정책결정과정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사

에서 환경･사회･거버넌스(environmental, social and

회는 대체로 기후금융을 다루는 다자적･양자적

governance; ESG) 차원을 고려하는 방법 및 기후

및 지역적 공적 기후금융기관은 물론이고, 파리협

변화관련 위험을 다루는 방법을 의무적으로 보고

정의 개별 당사자가 국내적으로 파리협정의 목적

할 것을 요구하는 에너지전환법(Energy Transition

에 부합하는 기후투자를 하고, 이와 양립하지 않

Law)을 통과시켰다.46) 2019년 EU 집행위원회는

는 투자에서 벗어나서 온실가스 저배출 및 기후

지속가능한 금융행동(Sustainable Finance Action

회복적 발전방향으로 모든 금융의 흐름을 조정할

Plan)의 일환으로 기업의 기후관련정보보고지침

수 있는 방법을 ① 금융정책 및 금융규제(financial

(guidelines on corporate climate-related information

policies and regulations), ② 재정정책(fiscal policy),

reporting)을 출간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③ 공적금융(public finance), ④ 정보도구(information

활동을 위한 분류체계(taxonomy for environmentally-

instruments)의 범주에서 찾고 있다.45) 이들에 관

sustainable economic activities), EU 녹색채권 표준

한 정보가 파리협정 제2.1조 (c)의 목표를 이행하

(EU Green Bond Standard), EU 기후기준 및 기준의

고 있는지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위한 투입요소의

ESG 공시(EU climate benchmarks and benchmarks’

지표정보가 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범주

ESG disclosures)라는 기술전문가그룹의 보고서

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과 잠재적인 추적지표로

를 출간하여47) 공적 및 민간금융의 흐름이 파리협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 그리고 이들 통한 금융흐름

정의 목적과 부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둘째, 재

조정의 진전의욕 증진에 관하여 살펴본다.

정정책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은 보조금, 세금 및
탄소가격책정, 공공조달, 녹색 및 회복적인 예산

2. 금융흐름의 전환 및 조정방법의 실질적
적용
공적금융은 물론이고 민간금융에서 금융투자
및 금융의 흐름을 파리협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
45) Shelagh Whitley, Joe Thwaites, Helena Wright and Caroline
Ott, Making finance consistent with climate goals: Insights for
operationalising Article 2.1c of the UNFCCC Paris Agreement,
ODI, WRI, RMI, and E3G, December 2018, p. 8.

46) Assemblée Nationale (National Assembly (France)) (2015),
Project de loi relatif à la transition énergétique pour la
croissance verte. Texte adopté No 575. Paris: Assemblée
Nationale, http://www.assemblee-nationale.fr/14/ta/ta0575.asp,
2019년 12월 15일 접근.
47) European Commission, Sustainable finance: Commission publishes guidelines to improve how firms report climate-related
information and welcomes three new important reports on
climate finance by leading experts, 18 June 2019, https://
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19_3034,
2019년 12월 15일 접근.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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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정 등 시장에서의 가격신호를 통해 행동에 영향

3. 금융흐름 전환 및 조정의 추적

을 주는 것이다. 셋째, 공적금융을 이용하는 방법
은 지방･국가･지역 및 국제적인 공적금융기관에

파리협정의 개별 당사국 정부나 이해관계자가

서 양여금, 채무, 자본, 보험, 지불보증 등으로 금

공적 및 민간부문에서 파리협정의 목적에 부합하

융위기를 전환함으로써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

는 금융흐름으로 전환하고 조정할 방법을 찾아내

다. 예를 들어, 배출감축 및 기후 회복적 활동에

어 적용하였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파리

금융재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녹색은행 및 기후기

협정 제2.1조 (c)의 목표를 이행하는 방향으로 진

금을 창설하고, 다자개발은행에서 기후금융융자

전되고 있는지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파리

를 늘리고, 석탄･석유･천연가스의 화석연료에 대

협정의 당사자가 취한 방법이 파리협정의 목적에

한 지원규모를 줄이기 위한 약속 등을 하는 것이

부합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는 행동이 되거나 부

다. 넷째, 정보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것은

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여부를 추적할 필요

자발적인 표준과 라벨링, 녹색채권, 자발적 공시,

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범주하의 방법들

투명성 이니셔티브 등으로 기후위험과 새로운 기

을 추적할 수 있는 잠재적인 접근방식을 살펴보면

회에 대한 의식을 높임으로써 행동에 영향을 주는

다음과 같다.

것이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정보

첫째, 금융정책 및 규제의 방법에서 진전이 이

공개를 위한 태스크 포스(Task Force on Climate-

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무적인 기후 관련 공시정책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는 2017년 기업들이

과 관련하여 기후 관련 공시를 강제하는 국가의

투자자와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재정상의 일처리

수(또는 비율)(또는 이들 국가가 나타내는 배출수

에서 기후관련 위험을 밝히도록 하는 권고안을 제

준)를 살펴보는 방법, 둘째, 재정정책 및 공적예산

시하였다.48)

의 방법에 관한 진전은 ① 탄소가격책정을 확립하

파리협정의 목적과 세 가지 장기적인 목표는 개

는 것으로 국내수준에서 효과적인 탄소율, ② 화

별 당사자의 상이한 국내여건(different national

석연료보조금의 단계적 폐지에 대하여 화석연료

circumstances)에 비추어 형평(equity) 및 공통적

보조금의 규모, ③ 향상된 기후회복을 지원하기

이지만 그 정도에 차이가 나는 책임과 각자의 능

위한 재정정책의 개발 및 이행에 관하여 기후회복

력(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을 위한 보조금 또는 기타 재정 인센티브의 규모,

이행한다.49)

④ 국가녹색채권을 만들어서 발행하는 것에 관하

따라서 개별 당사자는 파리협정 제2.1조 (c)의 목

여 국가녹색채권 또는 국가기후채권 발생의 규모

표를 이행하는데 있어 자신의 국내 상황에 맞는

및 수, ⑤ 국내예산 및 지출체계에서 기후고려포

다양한 방법을 금융정책 및 규제, 재정정책, 공적

함에 관하여 국내예산에서 기후조정 고려를 포함

금융, 정보도구 등의 범주에서 찾아내어 실질적으

하는 국가의 수 등을 지표로 살펴보는 방법, 셋째,

로 적용하여야 한다.

공적금융에서의 진전은 ① 화석연료금융을 제한

respective capabilities)원칙을 반영하여

하는 정책확립에 관하여 화석연료금융을 제한하
는 정책을 가진 국가(또는 공적 기관)의 수(또는
48)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Final
Report: Recommendations of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June 2017, https://www.fsb-tcfd.org/
wp-content/uploads/2017/06/FINAL-2017-TCFD-Report-11
052018.pdf, 2019년 12월 15일 접근.
49) Paris Agreement, Art.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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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② 기후에 부합하는 투자 향상에 관하여 완
화 및 적응을 위한 공적 금융의 규모, ③ 화석연료
투자에서 공적기금을 없애는 정부에 대하여 화석
연료로부터 멀어질 것을 약속하는 공적 기관의

파리협정 제2.1조 (c) 금융흐름 조정목표에 대한 국제적 논의

수, 넷째, 정보도구에 대하여, ① 기후관련 위험을

욕(ambition)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이다. 파리협정

평가하고 폭로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기후

제2.1조 (c)의 금융흐름 조정 목표에 대한 집단적

위험평가를 수행하거나 기후위험정보를 공개하는

평가와 개별 당사자에게 이에 대한 결과 통보는

공적 또는 사적 기관의 관리하에 있는 자산규모,

시간에 따라 진전을 나타낼 의욕을 증진하는 것이

② 녹색 또는 기후채권표준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고, 그 자체가 금융흐름의 전환 및 조정방법을 실

것에 대하여 기업의 녹색 또는 기후채권발생의 규

질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의 일부가 된다.51)

모와 수, ③ 국가녹색금융전략개발에 대하여 녹색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통한 집단적 평가 이후

금융전략을 가진 정부의 수 또는 비율, ④ 투자포

파리협정의 개별 당사자는 자신의 차기 NDC에

트폴리오의 탄소노출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에 관

금융 관련 공약을 포함할 수 있다. 2015년 INDCs

하여 민간에서 행해진 투자포트폴리오의 탄소노

를 제출한 많은 개발도상국 당사자가 자신의 NDC

출 수준 등의 지표를 이용할 수

있다.50)

이행에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금융을

파리협정의 목적과 세 가지 장기적인 목표, 특

포함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출된 INDC의 79퍼

히 제2.1조 (c)의 이행과 달성에 대한 집단적 평가

센트가 금융의 필요를 조건적 요소로 포함하고 있

는 위에 언급한 이러한 정보들을 지표로 사용하여

고, 조건적 NDC 중 57퍼센트는 자신의 금융필요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보는 결

를 정량화하고 있으며, 30개 이상의 조건적 NDC

국 파리협정의 개별 당사자가 자신의 NDC에 기

가 기후금융메커니즘을 언급하고 있고 비슷한 숫

재한 사항, 투명성체계를 위한 격년투명성보고서

자가 특별한 금융지원출처로 GCF를 언급하고 있

에서 금융재원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선진국 당

는 것으로 나타났다.52) 이러한 경향으로 볼 때, 향

사자 및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기타 당사자가 제9

후 파리협정 당사자는 자신의 차기 NDC에 점점

조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정보, SCF의 격년평가보

더 많이 다양하게 금융흐름의 조정을 비롯하여 금

고서, IPCC 보고서 및 보조기관 등의 기후금융관

융관련 공약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련 보고서의 정보를 통해서 수집된다.

통해 자신의 의욕을 가능한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다.

4. 금융흐름 전환 및 조정의욕 향상
파리협정 제3조는 협정의 목적과 제2.1조 (a)(b)(c)
의 세 가지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V. 정리

당사자의 노력이 시간에 걸쳐 진전(progression)

파리협정은 제2.1조 (c)의 “온실가스 저배출 및

을 나타낼 것에 대한 기대를 규정하고 있다. 파리

기후 회복적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금융 흐름의

협정하에서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통하여 협정의
목적과 장기목표가 달성되는 방향으로 집단적으
로 진전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매 5년마다
제출하는 차기 NDCs를 통해서 개별 당사자의 의

50) Shelagh Whitley, Joe Thwaites, Helena Wright and Caroline
Ott, Making finance consistent with climate goals: Insights
for operationalising Article 2.1c of the UNFCCC Paris
Agreement, ODI, WRI, RMI, and E3G, December 2018, pp.
23-24.

51) Joe Thwaites, Shelagh Whitley, Helena Wright, and Caroline
Ott, Aligning Finance Is the Forgotten Goal of the Paris
Agreement, But It is Vital to Successful Climate Action,
World Resources Institute, 6, December 2018, https://www.
wri.org/blog/2018/12/aligning-finance-forgotten-goal-paris-a
greement-it-vital-successful-climate-action, 2019년 12월 15
일 접근.
52) Lutz Weischer, et al., Investing in Ambition: Analysis of
the financial aspects in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Germanwatch and Perspective Climate Group,
May 2016, pp. 11-16.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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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목표를 규정함으로써 지구대기 평균온도 상

하게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가 2015년 제출한 INDC는 기후금융

승을 산업화 이전대비 1.5~2℃이하로 억제한다는
장기온도목표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능력 및 기

에 관한 공약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2019년 10월

후회복력 그리고 온실가스 저배출 발전 능력을 증

발표된 우리나라의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

진한다는 목표가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설

획｣은, 기후리스크를 고려한 금융시스템 정보공

계되었다는 점에서 UNFCCC하에서의 기후금융

개 체계를 구축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53) 향후 이

체제와는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제2.1조 (c)

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금융규제법제도는 파리협

는 “금융 흐름”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

정 제2.1조 (c)의 금융흐름 조정을 이행하는 중요

적금융과 민간금융이 모두 파리협정 체제하에 포

한 지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우리나라의

함되도록 만들고 있다. 파리협정하에서는 공적 및

차기 NDC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금융부문 모두의 금융흐름이 궁극적으로 파

SCF의 기후금융흐름에 대한 격년평가보고서에서

리협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과 부합하는 또는

수집되면, 전 지구적 이행점검에서 집단적 평가를

양립가능한 기후금융 체제를 형성해야 하는 것이

위한 정보가 될 것이다.

다. 이러한 이유로 제2.1조 (c)의 금융흐름의 조정

결론적으로, 파리협정의 각 당사자는 자신의

에 관한 정보가 파리협정하의 전 지구적 이행점검

NDC를 이행하기 위해서 제2.1조 (c)의 금융흐름

을 위한 중요한 투입요소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조정을 강력하게 실행할 방법들을 강구하고 이에

파리협정은 제2.1조 (c)의 이행을 추적할 방법에

관한 정보를 투명성과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위해

관한 규정을 달리 포함하고 있지 않고, 1992년

제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UNFCCC이후 재정 메커니즘하에 형성된 전 세계
적 기후금융체계는 UNFCCC, UN, 그리고 개별
선진국에서 공적기관의 공적금융을 중심으로 다
자적･지역적･양자적･국내적 기후금융이 복잡하
게 형성되어 있으면서 파리협정의 재정메커니즘
및 기후금융체계를 연결하여 형성하고 있다. 따라
서 제2.1조 (c)의 금융 흐름의 조정을 이행할 방법
과 시간에 걸쳐 금융흐름의 조정에 진전이 있는지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지
만, 국제사회에서 이에 관하여 합의된 사항은 없
는 실정이다. 다만 가장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
는 것은, 금융정책 및 금융규제, 재정정책, 공적금
융, 정보도구의 범주에서 파리협정의 목적에 부합
하는 녹색기후금융이 되도록 금융흐름의 조정 방
법 및 추적지표들이 논의되고 있다. 파리협정의
목적달성과 2023년부터 시작되는 전 지구적 이행
점검을 위해 제2.1조 (c)의 금융흐름 조정에 관한
정보는 파리협정 당사자가 더욱 많은 방법들을 적
용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출함으로써 더욱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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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관계부처합동,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2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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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의 자의적 구금
판별을 위한 5개 법적 유형(legal categories)과
최근 결정례 동향
신 희 석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I. 서론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은 현재 유
엔 인권이사회에서 임명하는 44개 주제별 특별절

20세기의 선구적 국제법학자 허쉬 로터팍트(Hersch

차2) 중에서 유일하게 개인진정에 대하여 준사법

Lauterpacht)는 일찍이 개인을 국제법의 주체로 인

적(quasi-judicial) 절차에 따라 구체적 인권침해를

정하고 개인이 직접 제소 가능한 국제 인권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이다.3) WGAD는 다른 유엔

만들 것을 주창했다. 로터팍트는 그 일환으로 제2

인권특별절차들처럼 해당국 정부에 질의서한이나

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5년 국제 권리장전(Inter-

보도자료를 통하여 문제 제기를 하는 옴부즈맨 방

national Bill of Rights)의 제정을 호소하면서 “신

식의 활동도 하지만 주요 활동은 자유권규약 위원

체의 자유, 즉 정부 당국에 의한 자의적 신체구속

회(Human Rights Committee) 등 인권조약 이행감

으로부터의 자유는 국가의 자의성을 상대로 한 투

독 위원회의 개인 통보(communications)에 대한

쟁에서 가장 먼저 제기되는 권리 주장이다”라고

견해(views)처럼 개인진정에 대하여 의견(opinions)

신체의 자유를 강조한 바 있다.1) 오늘날 로터팍트

을 내는 것이다.

가 살아있다면 본인의 꿈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
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유권규약 위원회 등의 경우, 조약에
법적 근거를 두는 기구이므로 선택의정서나 선언

1948년 세계인권선언(UDHR) 제3조는 신체의

을 통하여 해당 위원회의 개인진정 처리 권한을

자유를 보장하고 제9조는 자의적 체포와 구금을 금

수락한 국가에 대해서만 개인진정을 접수할 수 있

지하며, 1966년 자유권규약(ICCPR) 제9조는 신체

는 반면에 유엔 헌장에 법적 근거를 두는 유엔 인

의 자유 보호를 위한 절차적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1년 당시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결의 1991/42호에 따라 설치된
1) “Personal freedom, that is, freedom from arbitrary physical
restraint on the part of governmental authority, is the first
claim of man in his struggle against the arbitrariness of the
State.” Hersch Lauterpacht, An International Bill of the Rights
of Man (Oxford, United Kingdom: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First edition published in 1945), p. 93.

2) 유엔 인권이사회에는 44개 주제별 특별절차와 12개 국가별
특별절차가 있다. OHCHR, Special Procedure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https://www.ohchr.org/en/hrbodies/sp/pages/
welcomepage.aspx> (2019. 11. 15. 방문).
3) WGAD 결정례는 OHCHR, Opinions adopted by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https://www.ohchr.org/EN/
Issues/Detention/Pages/OpinionsadoptedbytheWGAD.aspx>;
OHCHR, United Nations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Document Search, <https://www.unwgaddatabase.org/un> (2019.
11. 15. 방문) 참조.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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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사회에서 만든 WGAD는 세계 어디에서든 자

정례는 자유권규약 위원회, 유럽인권법원에서도 인

의적 구금 피해자가 진정할 수 있다. 실제로 WGAD

용되고 있다.6) 그런데 WGAD는 구금의 자의성을

는 인권조약 기구에의 개인진정을 허용하지 않는

판단할 때 5개 법적 유형(legal categories)에 속하

중국,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유엔 회원국들뿐

는 경우에 자의적 구금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독특

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처럼 유엔 회원국이 아닌 나

한 법리를 구축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WGAD

라에 대하여도 자의적 구금 판단을 내리고 있다.4)

가 자의적 구금 판별에 사용하는 5개 법적 유형을

또한, WGAD는 원칙적으로 신체의 자유 침해

분석하고, 각 유형별로 최근의 결정례 동향을 파악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지만 WGAD의 결정례는 표

하기로 한다.

현의 자유, 적법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고문과 학대, 자의적 처형, 외국인 처우, 불법적
차별 문제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이는 WGAD
가 ‘자의적 구금(arbitrary detention)’의 유형에 단

II. WGAD에서 사용하는 자의적 구금의
5개 유형

순히 실정법을 위반한 신체자유 박탈뿐만 아니라
다른 인권침해에 따른 신체자유 박탈까지 포함시

오늘날 신체의 자유는 국제인권법은 물론이고 거

키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은 인권침해

의 모든 국가에서 헌법적 가치로 인정되며, 자의적

사례는 신체자유의 박탈을 수반하기 때문에 WGAD
결정례는 다양한 유형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국제

구금은 강제실종, 즉결처형, 고문과 함께 생명･신
체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간주된다. 그런데 고

인권법의 해석과 적용을 하게 된다.

문(torture), 강제실종(enforced disappearance)과는

이처럼 명실상부한 “보편적 인신보호절차(un
habeas corpus

universel)”5)라

불리는 WGAD 결

달리 자유의 박탈은 그 자체가 금지된 것이 아니라
불법성(illegality)을 포함한 자의성(arbitrariness)이
인정될 경우에만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여기서 어

4) Attiya Abu Mansur et al v. Palestinian Authority, Decision No.
28/1995, Adopted on 13 September 1995, UN Doc. E/CN.4/
1996/40/Add.1, p. 101; Shafiq Abd Al-Wahab v. Palestine,
Opinion No. 16/1998, Adopted on 16 September 1998, UN
Doc. E/CN.4/1999/63/Add.1, p. 45; Youssef Al-Rai and Ashaher
Al-Rai v. Palestine, Opinion No. 14/1999, Adopted on 15
September 1999, UN Doc. E/CN.4/2000/4/Add.1, pp. 65-67;
Jaweed Al-Ghussein v. Palestinian Authority, WGAD Opinion
No. 31/2001, Adopted on 4 December 2001, UN Doc. E/CN.4/
2003/8/Add.1, pp. 44-46; Mohammad Abu-Shalbak v. Palestinian
Authority, WGAD Opinion No. 13/2010, Adopted on 7 May
2010, UN Doc. A/HRC/16/47/Add.1, pp. 76-79; Mohammad
Ahmad Mahmoud Soukyeh et al v. Palestinian Authority,
WGAD Opinion No. 9/2011, Adopted on 3 May 2011, UN
Doc. A/HRC/WGAD/2011/9. WGAD는 국제사회에서 승인
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상 독립국가인 소말릴랜드 관
련 사건들도 소말리아 정부에 대한 진정으로 다룬 바 있다.
Salad Mohamed v. Somalia, WGAD Opinion No. 38/2016,
Adopted on 26 August 2016, UN Doc. A/HRC/WGAD/2016/
38; Aadan v. Somalia, WGAD Opinion No. 51/2016, Adopted
on 23 November 2016, UN Doc. A/HRC/WGAD/2016/51.
5) Leila Zerrougui, “L'apport des premiers membres du Groupe
de travail sur la détention arbitraire dans l'établissement d'un
contrôle international universel de la légalité de la détention”
in Emmanuel Decaux and El Hadj Malick Sow (ed.),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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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정도의 물리적 제약이 “자유의 박탈”에 해당하

Human Rights to International Criminal Law : Studies in
Honour of an African Jurist, the Late Judge Laïty Kama =
Des Droits De L'homme Au Droit International Penal: Etudes
En L'honneur D'un Juriste Africain, Feu Le Juge Laïty Kama
/ Des droits de l'homme au droit international pénal (Brill
| Nijhoff, 2007), p. 712, 714-715.
6) 자유권규약 위원회는 2014년 김영관 사건에서 WGAD 결
정례를 인용하여 양심의 자유 행사에 따른 구금은 자의적
이라는 청원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
부에 따른 구금이 ICCPR 제9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
다. Young-kwan Kim et al. v. ROK, HRC Communication No.
2179/2012, Adopted on 15 October 2014, UN Doc. CCPR/
C/112/D/2179/2012, paras. 3.2 and 7.5. 유럽인권법원은 양심
적 병역거부권을 처음 인정한 베이아티안(Bayatyan) 판결에
서 자유권규약위원회, 미주인권법원과 함께 WGAD 결정례
를 언급하면서 WGAD가 2000년 초반까지는 국제법상 양심
적 병역거부가 보장되지는 않지만 반복처벌이 일사부재리 원
칙에 위배된다고만 판단했던 반면에 2008년 사브다(Savda) 사
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국제법상 보호받는 권리로 확인한
점에 주목했다. Bayatyan v. Armenia, Application no. 23459/03,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7 July 2011, para. 65.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의 자의적 구금 판별을 위한 5개 법적 유형(legal categories)과 최근 결정례 동향

고, 어떠한 경우에 자의적인지는 법적 판단이 필요

있다. 한편, 자유권규약 제9조는 아래와 같이 체포

고문7),

달리

이유와 피의사실 통보, 법관 회부 의무, 재판 중

자의적 구금의 정의를 규정한 국제조약은 없다.

불구속 원칙, 구금의 사법심사, 불법 구금에 대한

한 사안이다. 그런데

강제실종8)과는

WGAD는 그래서 주로 1948년 세계인권선언과

보상권 등 주로 절차적 차원에서 준수되어야 할

1966년 자유권규약의 규정을 참조하지만 이 또한

규정들을 두고 있지만 역시 포괄적 정의를 제시한

제한적이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은 원칙적 차원

다고 보기는 어렵다.

에서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Everyone has the right to life,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제3조)는 규정과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

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지 아니한다(No one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9) 어느 누구도 법률

arrest, detention or exile)”(제9조)는 규정을 두고

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7)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rticle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torture” means any act
by which severe pain or suffering, whether physical or mental,
is intentionally inflicted on a person for such purposes as
obtaining from him or a third person information or a confession, punishing him for an act he or a third person has
committed or is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or intimidating
or coercing him or a third person, or for any reason based
on discrimination of any kind, when such pain or suffering
is inflicted by or at the instigation of or with the consent
or acquiescence of a public official or other person acting
in an official capacity. It does not include pain or suffering
arising only from, inherent in or incidental to lawful sanctions.”),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at.aspx>
(2019. 11. 15. 방문). 한국은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하였다.
국가법률정보센터,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
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http://www.
law.go.kr/trtyMInfoP.do?trtySeq=2288> (2019. 11. 15. 방문).
8)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article 2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enforced disappearance” is considered to be
the arrest, detention, abduction or any other form of deprivation
of liberty by agents of the State or by persons or groups of
persons acting with the authorization, support or acquiescence
of the State, followed by a refusal to acknowledge the deprivation
of liberty or by concealment of the fate or whereabouts of
the disappeared person, which place such a person outside the
protection of the law.”), <https://www.ohchr.org/en/hrbodies/
ced/pages/conventionced.aspx> (2019. 11. 15. 방문). 한국은
아직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으나, 2017년
11월 9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제3차 보편적 정례 인권검
토(URP) 후 정부는 8개 회원국의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의
비준･가입 권고(A/HRC/37/11, 27 December 2017, paras.
132.1, 132.2, 132. 3)를 수락하였다(A/HRC/37/11/Add.1, 28
February 2018, para. 8).

2.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시에 체포이유
를 통고받으며, 또한 그에 대한 피의 사실을
신속히 통고받는다.
3.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
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
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인 기
간내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석방될 권리를 가
진다. 재판에 회부되는 사람을 억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석방은
재판 기타 사법적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출두
및 필요한 경우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4. 체포 또는 억류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억류의 합법
성을 지체없이 결정하고, 그의 억류가 합법
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
리를 가진다.
5. 불법적인 체포 또는 억류의 희생이 된 사람은
누구든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10)
9) 한국 정부의 번역본은 “detention”을 “억류”, “imprisonment”
를 “구금”이라 번역하고 있는데, “detention”을 “구금”, “imprisonment”를 “수감”으로 번역하는 것이 용례에 맞을 것으로
보인다.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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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WGAD는 결정례와 연례 보고서 등을

의 압박으로 3년 가까이 출국하지 못했던 탈북자

통하여 국제법의 공백을 메울 기준과 규칙을 새롭

들과 같은 사례도 WGAD에 진정이 가능하다는

게 제시하고 있다. 우선 WGAD는 “자유의 박탈”

것을 의미한다.16) 또한, 2017년 WGAD는 한상균

을 폭넓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11) WGAD는

민노총 위원장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따른 구금이

1991년 출범 직후부터 정치범의 가택연금 문제를

자의적이라 판단하면서 이영주 민노총 사무총장은

고민하여, 1992년 심의서 제1호(Deliberation No.

지명수배 상태로 도주 중이라는 이유로 판단을 유

1)에서 가택연금의 경우에도 구금에 해당한다는

보했는데, 경찰 수배로 민주노총 사무실에 거의 3

해석을 내렸다.12) 또한, 군기지 내에 격리되어 매

년간 연금 상태인 사실이 정확히 전달되었다면 이영

달 1회씩 외출이 허용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주 사무총장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17)

대한 처분도 자유 박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13)

한편, WGAD는 작업방법(methods of work) 8

WGAD는 이외에도 상시 감시(constant surveillance)

문단에서 아래 5개 법적 유형을 자의적 구금으로

에 놓이는 역, 항구, 공항, 병원 등 시설에서의 임

판단하고 있다.

시 보호(temporary custody)는 “실질적 자유 박탈
(de facto deprivation of liberty)”을 구성한다는 해
석을 낸 바 있다.14) 더 나아가 Assange 사건에서는
정부가 개인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대사관과 같은 좁은 공간에 경찰에 포위되어 피신
한 경우에도 자유의 박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15)
이는 재중 외교공관에 망명 신청 후 중국 당국
10) 정부 공식 번역본의 문구 일부를 필자가 수정하였음. 법제처
국가법률정보센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 <http://www.law.go.kr/trtyMInfoP.do?trtySeq=231>
(2019. 11. 15. 방문).
11) 유럽인권법원도 1980년 Guzzardi 판결에서 이탈리아 법원
명령에 따라 마피아단원을 외딴 섬의 2.5km2 남짓한 지역
에 유폐시킨 것이 이동의 자유뿐만 아니라 신체의 자유에
도 저촉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CtHR, Guzzardi v Italy,
Application no. 7367/76, 6 November 1980.
12)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UN
Doc. E/CN.4/1992/20, 21 January 1992, p. 9, para. 23(c);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UN
Doc. E/CN.4/1993/24, 12 January 1993, p. 9, para. 20 (“Without
prejudging the arbitrary character or otherwise of the measure,
house arrest may be compared to deprivation of liberty provided
that it is carried out in closed premises which the person
is not allowed to leave.”).
13) Kaminer, Maor, Bahat and Ben-Artzi v. Israel, WGAD Opinion
No. 24/2003, Adopted on 28 November 2003, UN Doc.
E/CN.4/2005/6/Add.1, pp. 18-22, paras. 12 and 24.
14)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UN
Doc. A/HRC/22/44, 24 December 2012, p. 16, 21, para. 59.
15) Assange v. Sweden and the United Kingdom, WGAD Opinion
No. 54/2015, Adopted on 4 December 2015, UN Doc. A/
HRC/WGAD/2015/54, paras. 11-12, 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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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형 I: (형 만료 후에도 또는 적용되는 사면
16) 이하원, 이지은, “14세･18세 탈북 남매의 기막힌 ‘中 억류
기’”, 조선일보 2012. 3. 5, http://news.chosun.com/site/data/
html_dir/2012/03/05/2012030500117.html (2019. 11. 11 방
문); 이정은, “[中서 발묶였던 탈북자 4명 입국]국군포로
딸 백영옥씨 가족 등 3년만에 입국” 동아일보 2012. 4. 4,
http://news.donga.com/3/all/20120404/45269791/1 (2017. 11.
11 방문). 탈북자들의 재외공관을 통한 망명은 2001년 6월 26
일 장길수 가족 7명의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
베이징 사무소 진입이 최초라 할 수 있으며, 가장 최근에
는 2016년 7월 홍콩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출전했다가 한
국 영사관을 통해 한국으로 망명한 당시 18세였던 리정열
군의 사례가 있다. Kristin Huang, “How North Korean mathswhizz defector escaped through Hong Kong”, South China
Morning Post, 26 February 2017, available at http://www.
scmp.com/news/china/diplomacy-defence/article/2074200/nkorea-maths-whizzs-long-hong-kong-ride-freedom
(Accessed 11 November 2019). 거꾸로 1948년 망명을 시도
하다가 뉴욕 주재 소련 영사관에 억류되었다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탈출한 가정교사 카센키나(Kasenkina)나 1896년
영국 주재 청나라 공사관으로 납치되었다가 영국 정부의
항의로 풀려난 쑨원(孫文)의 경우처럼 외교공관 당국에 의
하여 구금되는 경우도 신체의 자유 침해로 볼 수 있을 것이
다. Lawrence Preuss, “Consular Immunities: The Kasenkina
Case (U.S.-U.S.S.R.)”,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43, No. 1 (Jan., 1949), pp. 37-56; Susan L. Carruthers,
Cold War Captives: Imprisonment, Escape, and Brainwashi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9).
17) Sang-gyun Han and Young-joo Lee v ROK, WGAD Opinion
No. 22/2017, Adopted on 25 April 2017, UN Doc. A/HRC/
WGAD/2017/22, paras. 49 and 76; 원희복, 우철훈, “[원희
복의 인물탐구]민주노총 사무총장 이영주… 도심 한복판
에 연금된 박근혜 정권 제거 1순위”, 경향신문 2017. 9. 2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
01709271504001 (2017. 11. 11 방문).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의 자의적 구금 판별을 위한 5개 법적 유형(legal categories)과 최근 결정례 동향

법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금을 유지하는 경

위의 5개 법적 유형은 서로 배타적이며, 오히려

우처럼)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중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야당 정

어떠한 법적 근거(legal basis)도 원용될 수

치인의 정부 비판 기고문을 이유로 구속하여 변호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인의 참여가 금지된 군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b) 유형 II: 자유의 박탈이 세계인권선언 제7조,

후 형 만료 후에도 석방하지 않고 구금을 지속할

제13조-제14조, 제18조-제21조, 그리고 당사

경우, 이는 유형 I, 유형 II, 유형 III에 모두 해당될

국에 한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WGAD의 의견(opinions)의 말미

국제규약 제12조, 제18조-제19조, 제21조-

에는 다음과 같이 자의적 구금 유형의 판단과 세계

제22조, 제25조-제27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인권선언 및 자유권규약 등 국제규범 위반을 확인

(guaranteed) 권리들 또는 자유들의 행사로

하는 주문(disposition)이 나온다.

부터 초래된 경우;
(c) 유형 III: 세계인권선언 및 관련국이 수락한

  

관련 국제문서(international instruments)에

##. In the light of the foregoing, the Working

확립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련된

Group renders the following opinion:

국제규범의 완전한 또는 부분적 미준수(total

The deprivation of liberty of Person, being in

or partial non-observance)가 자유의 박탈에

contravention of articles [...] of the Universal

자의적 성격(arbitrary character)을 부여하기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of articles [...]

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경우;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

(d) 유형 IV: 망명 신청자, 이민자 또는 난민이

tical Rights, is arbitrary and falls within [category

행정 또는 사법 심사나 구제의 가능성이 없
는 연장 행정구류(prolonged administrative
custody)에 처해진 경우;
(e) 유형 V: 자유의 박탈이 인간의 평등함을 무
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거나 이를 초래할 수
있는 출생; 민족적, 종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national, ethnic or social origin); 언어; 종교;
경제적 조건(economic condition); 정치적 또
는 그 외의 의견(political or other opinion);
젠더(gender);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장애(disability) 또는 그 외의 지위에 근거한
차별이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18)
18) “(a) When it is clearly impossible to invoke any legal basis
justifying the deprivation of liberty, as when a person is kept
in detention after the completion of his or her sentence or
despite an amnesty law applicable to him or her (category I);
“(b) When the deprivation of liberty results from the exercise
of the rights or freedoms guaranteed by articles 7, 13-14 and
18-21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insofar as States parties are concerned, by articles 12, 18-19,
21-22 and 25-27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ategory II);
“(c) When the total or partial non-observance of the international norms relating to the right to a fair trial, establish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in the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accepted by the States concerned,
is of such gravity as to give the deprivation of liberty an
arbitrary character (category III);
“(d) When asylum seekers, immigrants or refugees are subjected
to prolonged administrative custody without the possibility
of administrative or judicial review or remedy (category IV);
“(e) When the deprivation of liberty constitute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on the grounds of discrimination based
on birth, national, ethnic or social origin, language, religion,
economic condit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gender, sexual
orientation, disability, or any other status, that aims towards
or can result in ignoring the equality of human beings
(category V).”
Methods of work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UN Doc. A/HRC/36/38, 13 July 2017, para. 8. 이는 2010년
개정 작업방법의 정의에 여성형 대명사(her)를 추가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한 것으로 내용상 차이는 없다. “Revised
methods of work of the Working Group” in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19 January 2011,
UN Doc. A/HRC/16/47, Annex, para. 8.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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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19)

WGAD는 또한 자유권규약 제9조 제2항, 제3항,
제4항의 절차 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WGAD에서 사용하는 5개 법적 유형은 실체법

없는 구금으로 판단한다. WGAD는 국내법에 따

의 허점, 특히 합법을 가장한 자의적인 법령이나

라 구금을 하더라도 그 이유(reasons)와, 피의사실

법집행으로 신체의 자유 박탈을 정당화하는 것을

(charges)을 알려야 법적 근거가 원용된 것으로 인

방지하기 위하여 고안된 촘촘한 법망이라 할 수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하여 체포 영장

있다.

제시까지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22) 또한 자유
권규약 위원회의 결정례와 일반견해 제35호(2014
년)를 근거로 구금 후 특별한 이유 없이 48시간

III. 법적 근거를 원용할 수 없는 자유
박탈(유형 I)

이내에 법관에게 회부되지 않는 것 또한 법적 근거
가 없는 구금으로 간주한다.23) 또한 재판 전 검사
에 의하여 구금이 45일마다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WGAD 작업방법은 ICCPR 제9조 제1항 두 번

제도 역시 구금의 사법 통제 원칙 위반으로 법적

째 문장의 규정대로 법적 근거가 없는 신체자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24) WGAD는 자유

박탈, 즉 유형 I의 예로 형 만료 후에도 계속 구금

권규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도 이러한

되거나 사면법이 적용되는 데도 계속 구금되는 경

요건을 국제관습법의 일부이거나 세계인권선언

우 등을 들고 있다. WGAD 결정례는 법원이 석방

제3조와 제9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여 준수

명령을 내렸음에도 구금이 계속되는 경우도 유형

의무를 부과한다.25) 한편, 외부와의 연락차단 구

I로 간주한다.20) 헌법이나 국내법에서 국회의원의

금(incommunicado detention)과 강제실종(enforced

불체포 특권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현행범 체포나

disappearance)도 피의자를 법 앞에서 인간으로 인

국회의 체포동의안 승인과 같은 법적 절차 요건을

정받을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금의 법

만족시키지 않은 채 국회의원을 범죄 혐의로 구금

적 근거가 인정되지 않는다.26)

한 것도 법적 근거가 없는 구금이라 판단한 바 있

한편, WGAD는 실정법이 국제인권규범이나 죄

다.21) WGAD는 기본적으로 국내법에 대한 해석
과 적용을 자제하는 입장이지만 이렇듯 명백히 국
내 실정법에 근거가 없는 구금에 대해서는 유형
I 자의적 구금 판단을 내리게 된다.
19) 자유권규약 위반은 자유권규약 당사국만을 대상으로 내리
므로, 비당사국의 경우, 세계인권선언 위반에 대해서만 언
급한다. Wang Yi and Jiang Rong v. China, WGAD Opinion
No. 36/2019, Adopted on 12 August 2019, UN Doc. A/HRC/
WGAD/2019/36, para. 63. 한편, WGAD는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등 다른 인권조약의 위반을 확인하기도
한다. Abdelkarim Mohamed Al Hawaj and Mounir Abdullah
Ahmad Aal Adam v. Saudi Arabia, WGAD Opinion No.
26/2019, Adopted on 2 May 2019, UN Doc. A/HRC/WGAD/
2019/26, para. 114.
20) Al Abadi v. Egypt, WGAD Opinion No. 22/2007, Adopted
on 22 November 2007, UN Doc. A/HRC/10/21/Add.1, pp.
22-26, para. 30.
21) al-Alwani v. Iraq, WGAD Opinion No. 36/2017, paras. 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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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brahim Abdelmonem Metwally Hegazy v. Egypt, WGAD
Opinion No. 41/2019, Adopted on 14 August 2019, UN Doc.
A/HRC/WGAD/2019/41, paras. 29-30.
23) Nizar Zakka v. Iran, WGAD Opinion No. 51/2019, Adopted
on 16 August 2019, UN Doc. A/HRC/WGAD/2019/51, para.
59. 아동의 경우, 아동권리협약 위원회의 해석을 근거로
24시간 이내에 법관에게 소환할 것이 요구된다. Ahmad
Khaled Mohammed Al Hossan v. Saudi Arabia, WGAD
Opinion No. 22/2019, Adopted on 2 May 2019, UN Doc.
A/HRC/WGAD/2019/22, para. 68.
24) Ebrahim Abdelmonem Metwally Hegazy v. Egypt, WGAD
Opinion No. 41/2019, Adopted on 14 August 2019, UN Doc.
A/HRC/WGAD/2019/41, para. 33.
25) Abdallah Sami Abedalafou Abu Baker and Yasser Sami
Abedalafou Abu Baker v. UAE, WGAD Opinion No. 28/2019,
Adopted on 3 May 2019, UN Doc. A/HRC/WGAD/2019/28,
paras. 59-62.
26) Abbas Haiji Al-Hassan v. Saudi Arabia, WGAD Opinion
No. 56/2019, Adopted on 16 August 2019, UN Doc. A/HRC/
WGAD/2019/56, para. 79.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의 자의적 구금 판별을 위한 5개 법적 유형(legal categories)과 최근 결정례 동향

형법정주의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도 법적 근거

자유, 정치 참여권, 법 앞의 평등, 소수자 권리의

를 원용할 수 없는 자의적 구금이라 판단하기도 한

행사에 따른 구금을 가리킨다. 대체로 자유권규약

다. 대표적으로 WGAD는 태국의 왕실모독죄(lèse-

은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권리를 더 상세히 규정

majesté)가 국제인권법을 명시적으로(expressly) 위

하지만 비호를 구하거나 받을 권리는 세계인권선

반하였기 때문에 이에 근거한 구금은 법적 근거가

언(제14조), 소수자 권리는 자유권규약(제27조)에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27) WGAD는 역시 양심적

만 있다. 유형 II에 규정된 권리들은 1991년 9월

병역거부자의 구금28), 동성 간 합의된 성관계를

WGAD가 제1회기에 채택한 작업방법 이래 변동

처벌하는 법률에 따른 구금29)은 국제인권법에 반

이 없는데, 왜 이들 권리가 명기되었는지에 대한

하기 때문에 구금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결

설명은 없다.31) 다만 추측컨대 정치범이나 소수자

론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중국의 국가전복죄에 대

를 자의적 구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이

해서는 모호한 처벌 대상 규정 때문에 죄형법정주

침해받기 쉬운 권리를 명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의 위반을 근거로 역시 구금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30) 이는 아래에서 볼 유형 II,

<표 1> 유형 II에 규정된 주요 인권 조항들

III, V에 해당하는 구금 중에서도 인권침해가 중대

세계인권선언
(UDHR)

자유권규약
(ICCPR)

이동의 자유

제13조

제12조

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

IV. 다른 권리･자유의 행사에 따른 자유
박탈(유형 II)
WGAD 작업방법의 자의적 구금 유형 II는 세계

비호권

제14조

X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제18조

제18조

의견･표현의 자유

제19조

제19조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제20조

제21조
제22조

인권선언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정치 참여권

제21조

제25조

법 앞의 평등

제7조

제26조

제20조, 제21조, ICCPR 제12조, 제18조, 제19조,

소수자 권리

X

제27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는 이동의
자유, 비호를 구하거나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
의 자유, 의견･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27) Siraphop Kornaroot v. Thailand, WGAD Opinion No. 4/2019,
Adopted on 24 April 2019, UN Doc. A/HRC/WGAD/2019/4,
para. 49.
28) Daniil Islamov v. Tajikistan, WGAD Opinion No. 43/2017,
Adopted on 21 August 2017, UN Doc. A/HRC/WGAD/2017/
43, para. 34; Jeong-in Shin and Seung-hyeon Baek v. ROK,
WGAD Opinion No. 40/2018, Adopted on 20 August 2018,
UN Doc. A/HRC/WGAD/2018/40, para. 45; Jeong-ro Kim v.
ROK, WGAD Opinion No. 69/2018, Adopted on 20 November
2018, UN Doc. A/HRC/WGAD/2018/69, para. 21.
29) Cornelius Fonya v. Cameroon, WGAD Opinion No. 14/2017,
Adopted on 21 April 2017, UN Doc. A/HRC/WGAD/2017/
14, para. 49.
30) Wang Yi and Jiang Rong v. China, WGAD Opinion No.
36/2019, Adopted on 12 August 2019, UN Doc. A/HRC/
WGAD/2019/36, paras. 39-46.

물론 이러한 권리들의 행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
으면 필요성(necessity)과 비례성(proportionality)
원칙에 따라 제한이 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제29조 제2항에서 권리･자유 행사의 제한은 타인
의 권리･자유의 인정･존중, 민주사회에서의 도덕,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리만을 목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권규약은 세계인권선
언 제29조 제2항이나 사회권규약 제4조와 같은 포
괄적 규정은 없으나, 제12조, 제18조, 제19조, 제
21조, 제22조에서 특정 목적에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자유권규약
31)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21
January 1992, UN Doc. E/CN.4/1992/20, pp. 4, 10.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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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동 규약 제12조의 이동의 자유 및 제19

리를 넓게 해석하는 편이다. WGAD는 평화로운

조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목적의 정당

집회의 자유와 관련하여 단순히 집회･시위 중에

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폭력사태를 발생하였다고 하여 해당 집회･시위측

등 일반적 과잉금지 원칙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의 주최자가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하였거나 이를

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32) WGAD 또한 목적의

조장하는 발언을 했다는 증거 없이 구속하는 것은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

자의적 구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36) 양심적

형성이라는 4가지 잣대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고

병역거부자의 구금에 대해서도 2017년 이후로는

있다.33)

일관되게 양심의 자유 행사에 따른 구금이기 때문

유형 II에 속하는 사건들 중에는 표현의 자유 행

에 유형 I과 동시에 유형 II 구금에 해당된다는 입

사에 따른 자의적 구금이 압도적으로 많다. 인터넷

장을 고수해왔다.37) 특히, 한국인 양심적 병역거

이나 SNS 사용자로부터 언론인이나 야당 정치인,

부자 사건에서는 자유권규약 위원회의 결정례38)

집회 참가자나 시민단체 및 노조 간부, 종교인이나

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가 자유권규약 제18조 제

소수민족 지도자까지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

3항의 종교･신념을 표명할 자유가 아닌 제18조 제

사의 자유, 정치참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표현

1항의 내적 양심･종교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어떠

의 자유 역시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

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는 인권이라 보고 있다.

다. 특히, 정치적, 종교적 견해의 표현에 따른 구금

한편, WGAD는 2012년 이후의 탈북자 관련 사

은 아래에서 보듯이 국제법에 반한 차별에 따른 구

건에서 이동의 자유와 비호권을 폭넓게 해석, 적용

금인 유형 V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34)

법 앞의

하고 있다. WGAD는 북한 당국이 탈북자들을 불

평등 및 법의 동등한 보호를 누릴 권리의 행사로

법 월경죄로 처벌하는 것에 대하여 4개 사건에서

자유를 박탈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35)

WGAD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유형 II 구금 여

는 이동의 자유 행사에 따른 구금, 4개 사건에서는
비호권 행사에 따른 구금이라는 판단을 내렸다.39)

부의 판단에서 세계인권선언 및 자유권규약의 권

32) HRC, General Comment No. 27: Article 19 (Freedom of
movement, 1 November 1999, UN Doc. CCPR/C/21/Rev.1/
Add.9, para. 14; HRC, General Comment No. 34: Article
19 (Freedoms of opinion and expression), 12 September
2011, UN Doc. CCPR/C/GC/34, para. 34 (“restrictive measures
must conform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y must
be appropriate to achieve their protective function; they must
be the least intrusive instrument amongst those which might
achieve their protective function; they must be proportionate
to the interest to be protected.”).
33) Al Balouchi v. Oman, WGAD Opinion No. 94/2017, Adopted
on 24 November 2017, UN Doc. A/HRC/WGAD/2017/94,
paras. 60, 63 & 64; Salman v. UAE, WGAD Opinion No.
58/2017, Adopted on 24 August 2017, UN Doc. A/HRC/
WGAD/2017/58, paras. 48 & 49.
34) Hisham Ahmed Awad Jaafar v. Egypt, WGAD Opinion No.
47/2018, Adopted on 21 August 2018, UN Doc. A/HRC/
WGAD/2018/47, paras. 79-80.
35) Abdullah v. Maldives, WGAD Opinion No. 91/2017, Adopted
on 24 November 2017, UN Doc. A/HRC/WGAD/2017/91,
para.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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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Sang-gyun Han and Young-joo Lee v. ROK, WGAD Opinion
No. 22/2017, Adopted on 25 April 2017, UN Doc. A/HRC/
WGAD/2017/22, paras. 72-75.
37) Daniil Islamov v. Tajikistan, WGAD Opinion No. 43/2017,
Adopted on 21 August 2017, UN Doc. A/HRC/WGAD/2017/
43, para. 34; Jeong-in Shin and Seung-hyeon Baek v. ROK,
WGAD Opinion No. 40/2018, Adopted on 20 August 2018,
UN Doc. A/HRC/WGAD/2018/40, para. 45; Jeong-ro Kim v.
ROK, WGAD Opinion No. 69/2018, Adopted on 20 November
2018, UN Doc. A/HRC/WGAD/2018/69, para. 21.
38) HRC, ???
39) Kim Im Bok, Kim Bok Shil, Ann Gyung Shin, Ann Jung Chul,
Ann Soon Hee, and Kwon Young Guen v. DPRK, WGAD
Opinion No. 34/2013, Adopted on 13 November 2013, UN
Doc. A/HRC/WGAD/2013/34; Choi Seong Jai, Hong Won
Ok, Kim Seong Do, Kim Seong Il, Lee Hak Cheol, Lee Gook
Cheol, Kim Mi Rae and Lee Jee Hoon v. DPRK, WGAD
Opinion No. 35/2013, Adopted on 13 November 2013, UN
Doc. A/HRC/WGAD/2013/35; Choi Sang Soo, Choi Seong
II, Kim Hyeon Sun, Kim Gyeong II and Park Sung Ok v.
DPRK, WGAD Opinion No. 36/2013, Adopted on 13 November
2013, UN Doc. A/HRC/WGAD/2013/36 [이상 사건들에서
는 세계인권선언 제13조 및 제14조 위반 확인]; Mi Sook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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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탈북자를 구금하여 북한으로 강제송환

고문이나 학대가 없더라도 변호인의 접견을 제한하

하는 중국에 비호권 위반 등을 근거로 자의적 구금

거나 변호인을 괴롭히는 행위 역시 적법절차와 공

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40)

WGAD는 런던의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중대한 위반이라 할 수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한 줄리

있다.43) 한편, WGAD는 고문이나 학대 문제를 다

언 어산지 사건에서도 비호권 위반이라 판단한 바

룰 권한을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부여받지는 않았

있다.41)

지만 대부분의 고문･학대는 단순히 가학적 목적이
아니라 형사재판을 위한 자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WGAD에서 자유권규약과 고문방지협약의

V.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중대한
침해에 따른 자유 박탈(유형 III)

자백 강요 금지를 근거로 이를 자연스럽게 다루게
되며, 고문 그 자체가 방어권을 무력화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배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44)

WGAD 작업방법에서 유형 III은 공정한 재판을

한편, WGAD는 특별법원에서의 공정한 재판에

받을 권리의 중대한 침해에 따른 신체자유의 박탈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WGAD는 고문

로, 주로 자유권규약 제14조 규정의 위반을 다룬

방지협약 위원회의 견해를 참조하여 사우디아라

다. WGAD 결정례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것은 변

비아에서 정치범이나 시아파 인사들을 테러 혐의

호사와의 접견과 변론 제한, 고문, 학대나 협박을

로 내무부에서 임명하는 판사들로 구성된 특별형

통하여 얻은 자백을 이용한 재판, 군사법원이나 테

사법원(Specialized Criminal Court)에서 처벌하는

러 법원과 같이 공정성과 독립성이 취약한 특별

것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

법원(special courts) 등의 문제이다.

였다.45) UAE 등지에서 임기 계약으로 외국인을 판

WGAD 사건들에서 강제실종이나 비밀구금의

사로 임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경우, 가족, 변호인 등 외부인과의 접촉이 차단된

권리가 침해되어 자의적 구금을 초래한다고 판단

상태에서 고문으로 자백을 얻으려 하는 경우가 많

한 바 있다.46) WGAD는 군사법원의 구성과 절차

기 때문에 이는 공정한 재판 위반으로 간주된다.42)

가 초래하는 문제들을 지적해왔으며, 어떠한 경우
에도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은 공정한 재판을 받

and Ho Seok Kim v. DPRK and China, WGAD Opinion No.
81/2017, Adopted on 22 November 2017, UN Doc. A/HRC/
WGAD/2017/81 [세계인권선언 제14조 위반 확인]; Kyeong-Hee
Kang, Seung Cheol Kim, Keum Nam Lee and Myung-Ju Lee
v. China and DPRK, WGAD Opinion No. 54/2018, Adopted
on 23 August 2018, UN Doc. A/HRC/WGAD/2018/54 [세계
인권선언 제13조 위반 확인].
40) Mi Sook Kang and Ho Seok Kim v. DPRK and China, WGAD
Opinion No. 81/2017, Adopted on 22 November 2017, UN
Doc. A/HRC/WGAD/2017/81 [세계인권선언 제14조 제1항
위반 확인]; Kyeong-Hee Kang, Seung Cheol Kim, Keum Nam
Lee and Myung-Ju Lee v. China and DPRK, WGAD Opinion
No. 54/2018, Adopted on 23 August 2018, UN Doc. A/HRC/
WGAD/2018/54.
41) Assange v. Sweden and the United Kingdom, WGAD Opinion
No. 54/2015, Adopted on 4 December 2015, UN Doc. A/
HRC/WGAD/2015/54.
42) Essam El-Haddad and Gehad El-Haddad v. Egypt, WGAD
Opinion No. 42/2019, Adopted on 14 August 2019, UN Doc.
A/HRC/WGAD/2019/42, para. 59.

43) Wang Yi and Jiang Rong v. China, WGAD Opinion No. 36/
2019, Adopted on 12 August 2019, UN Doc. A/HRC/WGAD/
2019/36, paras. 57-59; Nizar Zakka v. Iran, WGAD Opinion
No. 51/2019, Adopted on 16 August 2019, UN Doc. A/HRC/
WGAD/2019/51, para. 63.
44) Nizar Zakka v. Iran, WGAD Opinion No. 51/2019, Adopted
on 16 August 2019, UN Doc. A/HRC/WGAD/2019/51, para.
67; Abbas Haiji Al-Hassan v. Saudi Arabia, WGAD Opinion
No. 56/2019, Adopted on 16 August 2019, UN Doc. A/HRC/
WGAD/2019/56, para. 88.
45) Abbas Haiji Al-Hassan v. Saudi Arabia, WGAD Opinion No.
56/2019, Adopted on 16 August 2019, UN Doc. A/HRC/
WGAD/2019/56, para. 86.
46) Nasser Bin Ghaith v. UAE, WGAD Opinion No. 76/2017,
Adopted on 21 November 2017, UN Doc. A/HRC/WGAD/
2017/76, paras. 78-79. WGAD는 이 사건에서는 특히 이집
트 정부의 민간인 학살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화
운동가를 이집트 정부의 추천으로 해마다 (재)임용이 되
는 이집트인 판사가 재판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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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권리를 위반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WGAD

보고서의 동일한 주제에 대한 연구에서 “구류의 자

는 최근 이집트에서 많게는 수백 명의 반체제인사

의성 여부 결정 기준(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들을 한꺼번에 재판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공정한

or not the custody is arbitrary)”을 제시하고,50) 2000

재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47)

년 연례보고서에는 이 문제에 관한 심의서 5호
(Deliberation No. 5)를 채택했다.51) 2010년 채택
된 개정 작업방법부터는 유형 IV 구금이 추가되어

VI. 행정･사법 심사 없는 외국인의 연장
행정구류(유형 IV)

외국인의 장기 행정구금을 독립적인 유형의 자의
적 구금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다.52) WGAD는 올
해 들어 3개 사건에서 호주와 캐나다에 대하여 유

대부분의 구금은 정치범의 경우에도 형식적으로

형 IV의 자의적 구금 판정을 내린 바 있다.53)

는 형사 사법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데 반하여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외국인의 장기 행정구금

망명 신청자, 난민, 이주민의 경우, 보통 추방의 전

문제로 WGAD에 사건이 회부된 바 없지만 현재

단계로 행정절차를 통한 구금이 대부분인 것이 특

국가 실행이 국제기준에 부합된다고 보기는 어렵

징이다. 특히, 정치적 동기가 아닌 경제적 동기에

다. 현행 ｢출입국관리법｣54) 제63조는 강제퇴거명

따른 이주자는 1990년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의 저

령을 받은 외국인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

조한 비준 상태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 인구인동의

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제1항)고 규정하여 사실상

절대 다수를 차지함에도 개발도상국인 인력 송출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며, 보호는 3개월마다 법무

국은 관심을 갖지만 정작 인권 선진국이라 불리는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2항), 승인을 받지

유입국들로부터는 외면 받고

있다.48)

이렇듯 인권

못하면 해제해야 하지만(제3항), 난민 신청자 중에

조약이나 이행감독기구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

최장 3년 9개월까지 보호소에 구금된 사례가 있을

문에 서방에서도 전문성과 권위를 인정받는 WGAD

정도로 유명무실하다.55) 2019년 1월 16일 국가인

의 결정례는 이주민의 인권보호 및 관련 규범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WGAD는 1998년 연례 보고서에서 “이민자 및 난
민 신청자 관련 상황” 연구49)에 이어 1999년 연례
47) a minor v. Egypt, WGAD Opinion No. 29/2019, Adopted
on 3 May 2019, UN Doc. A/HRC/WGAD/2019/29, para. 60;
Salah-Eldeen Abdel-Haleem Soltan, Ibrahim Ahmed Mahmoud
Mohamed al-Yamani and Bassem Kamal Mohamed Ouda v.
Egypt, WGAD No. 87/2018, Adopted on 23 November 2018,
UN Doc. A/HRC/WGAD/2018, para. 72.
48) 현재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비준국은 55국에 불과하며, 그
나마도 대부분이 인권 기준이 높지 않은 나라들이기 때문
에 10개국의 권한 수락을 요건으로 하는 이주노동자권리
협약 위원회의 개인진정 처리도 요원한 상태이다. UNTC,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https://
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
g_no=IV-13&chapter=4> (2019. 11. 15. 방문).
49) “II. Situation regarding immigrants and asylum seekers” in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UN
Doc. E/CN.4/1998/44, 19 December 1997, paras. 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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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II. Situation regarding immigrants and asylum seekers” in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UN
Doc. E/CN.4/1999/63, 18 December 1998, paras. 62-70.
51) Deliberation No. 5 (Situation regarding immigrants and
asylum-seekers), UN Doc. E/CN.4/2000/4, 28 December
1999, Annex II.
52) Revised methods of work of the Working Group in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19 January
2011, UN Doc. UN Doc. A/HRC/16/47, Annex.
53) Premakumar Subramaniyam v. Australia, WGAD Opinion
No. 1/2019, Adopted on 24 April 2019, UN Doc. A/HRC/
WGAD/2019/1; Huyen Thu Thi Tran and Isabella Lee Pin
Loong v. Australia, WGAD Opinion No. 2/2019, Adopted
on 24 April 2019, UN Doc. A/HRC/WGAD/2019/2; Ebrahim
Toure v. Canada, WGAD Opinion No. 7/2019, Adopted on
25 April 2019, UN Doc. A/HRC/WGAD/2019/7.
54) 출입국관리법,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44호, 2019. 4.
23.,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
208505> (2019. 11. 15. 방문).
55) 김대근, “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구금 관련 규정정비 방
안” (KIC ISSUE PAPER 제7호, 2016. 6.), <http://policy.nl.
go.kr/cmmn/FileDown.do?atchFileId=216687&fileSn=58293>,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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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원회에서도 2018년 6월 30일 기준 화성외국

히 특정 정치인과 같이 일했다거나 단체에 속했다

인보호소･청주외국인보호소･여수출입국외국인

는 이유만으로, 극단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혼동하

청에 3개월 이상 수용되어 있는 보호외국인이 총

거나 허위 자백에 의하여 특정 정파나 단체에 속한

36명으로 최장기 보호외국인은 3년 2개월로 나타

것으로 잘못 분류되어 구속되는 사례도 있는데,

나 기한 없는 구금 지속에 대한 실효적 구제방안으

WGAD는 이러한 경우에 유형 V를 적용한다.57)

로서 구금 대안의 시행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린

그런데 현재 WGAD 작업방법의 유형 V는 차별

바 있다.56) 따라서 한국이 제도의 시정을 미룰 경

사유로 인종(race)을 명기하지 않고 있다. 인종차

우, 향후 WGAD에서 자의적 구금 판정을 받을 가

별은 유엔 헌장에도 성(sex), 언어, 종교와 함께 금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된 차별 사유로 명시되어 있고, 세계인권선언 및
자유권규약에서도 직접 언급하고 있으므로 유형

VII. 국제법에 반한 차별을 구성하는
자유 박탈(유형 V)
유형 V의 구금은 1945년 유엔헌장과 1948년 세
계인권선언, 1966년 자유권규약에 명시된 국제법
상 차별금지 원칙을 구금 문제에 적용한 것이다.
이는 유형 II의 구금과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유형
V의 구금은 유형 II에서와 같이 적극적 권리 행사
에 따른 구금 외에도 단순히 특정 집단에 속하거나
특정 신앙이나 정견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차별
대상으로 구금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언행이 아니라 소속집단이나 출신성분에
따른 연좌제(guilt by association)의 적용에 따른
구금도 유형 V에 포함된다.

V에서 누락된 것은 의아한 일이다. 제2차 세계대
전 중 독일과 다른 추축국, 나치 점령하의 지역에
서 있었던 유대인 등의 대규모 자의적 구금이 세계
인권선언 제9조의 채택에 영향을 끼쳤던 점을 감
안하면 특히 그러하다. 물론 현행 작업방법에서도
인종 차별은 “그 외의 지위에 근거한 차별”로서
유형 V에 포함될 수 있으며, 실제 WGAD의 관행
에서도 인종 차별에 근거한 구금도 유형 V 구금으
로 판정하고 있다.58) 그러나 지난 수년간 미국에
서 달아올랐던 “흑인들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에서 보듯이 국가정책이 아니
더라도 경찰의 차별적 법집행 등 뿌리 깊은 인종
문제를 감안할 때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이를 명
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유형 V에 명기된 “정치적 또는 그
외의 의견(political or other opinion)”을 이유로 한
차별에 따른 구금의 경우, 유형 II에서 세계인권선
언 제21조나 ICCPR 제25조의 정치 참여권 행사
에 따른 구금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모호할 수 있
다. 유형 II에 따른 정치활동으로 구금이 된 경우,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적 구금에 해당한다
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적극
적으로 정치적 견해를 개진하지 않았음에도 단순
56)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난민신청 보호외국인에 대한
구금 대안 시행 적극 필요” (2019. 2. 22.), <https://www.
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
rdtypeid=24&menuid=001004002001&boardid=7603801>
(2019. 11. 15. 방문).

VIII. 결론
위에서 살펴봤듯이 WGAD는 결정례를 통하여
57) Al-Husseini and 18 others v. Iraq, WGAD Opinion No.
33/2017, Adopted on 27 April 2017, UN Doc. A/HRC/WGAD/
2017/33, paras. 96-101; Mohammed Hamid Ali Abdullah Al
Jabouri and 23 others v. Iraq, WGAD Opinion No. 38/2018,
Adopted on 26 April 2018, UN Doc. A/HRC/WGAD/2018/
38, paras. 75-79; Reem Qutb Bassiouni Qutb Jabbara v.
Egypt, WGAD Opinion No. 63/2018, Adopted on 24 August
2018, UN Doc. A/HRC/WGAD/2018/63, paras. 43-45.
58) Abbas Haiji Al-Hassan v. Saudi Arabia, WGAD Opinion No.
56/2019, Adopted on 16 August 2019, UN Doc. A/HRC/
WGAD/2019/56, paras. 94-96.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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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제3조 및 제9조와 자유권규약 제9

적 구금이 인정되어야만 WGAD에서 구제를 받을

조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를 폭넓게 해석하여 다른

수 있다. 따라서 WGAD가 자의적 구금을 가급적

기본적 자유와 인권의 침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

넓게 해석하고, 협의(狹義)의 자의적 구금(arbitrary

로 법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는 WGAD가 모든

detention stricto sensu)을 넘어서 광의(廣義)의 자

유엔 회원국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처럼 非회원

의적 구금(arbitrary detention lato sensu)까지 다

국으로부터도 개인진정이 가능한 사실상 무제한

루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의 장소적 접수적격(admissibility ratione loci)을

WGAD의 이러한 권한은 오늘날 국제공동체와

가진 데 반하여 물적 접수적격(admissibility ratione

국제법에서 보기 드물게 보편적 관할권에 가깝다

materiae)은 다양한 인권침해 중 자의적 구금(arbitrary

고 할 수 있으며, 인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detention)으로 국한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의

있다. 다른 한편으로 WGAD 결정례는 국제적으로

적 구금을 넓게 해석할 유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권위를 인정받기 때문에 자유권규약 위원회, 유

이는 WGAD의 공식적 권한을 장소적 및 물적

럽 인권법원 등 다른 (준)사법적 인권기구에서도

접수적격을 기준으로 자유권규약 위원회(HRC)의

WGAD 진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은 진정을 받아

공식적 권한과 비교하면 이해하기 쉽다. 즉, 자유

도 중복 청원으로 간주하여 수리를 거부하고 있

권규약 위원회에의 개인진정은 물적 접수적격이

다.59) 때문에 WGAD는 보편적 인권 증진을 위한

자의적 구금 연관성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자유

유용한 제도로서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국제사회

권규약 위반을 다룰 권한이 있지만 장소적 접수적

와 각국 정부의 지지와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60)

격은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 당사국으로 제한된

한편, 2019년 10월 17일 유엔 총회에서 한국은

다. 반면에 설립 조약이 없이 유엔 헌장에 기초한

지난 2006∼2008년, 2008∼2011년, 2013~2015

WGAD에의 개인진정은 장소적 접수적격이 모든

년, 2016~2018년에 이어 5번째로 2020∼2022년

국가들이지만 물적 접수적격은 신체의 자유와 연
관된 인권침해로 국한된다. 특히, 자유권규약이나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로부터의 개인
진정은 자유권규약 위원회로는 불가능하고 자의

<표 2> WGAD와 자유권규약 위원회(HRC)의 접수적격
비교
ICCPR-OP ICCPR-OP
당사국
비당사국
자의적 구금

WGAD
HRC

WGAD

자의적 구금이 동반된
ICCPR 권리의 침해

WGAD
HRC

WGAD

자의적 구금이 동반된
非ICCPR 권리의 침해

WGAD

WGAD

자의적 구금이 동반되지 않은
ICCPR 권리의 침해

HRC

X

자의적 구금이 동반되지 않은
非ICCPR 권리의 침해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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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자유권규약 위원회는 WGAD 개인절차가 끝난 사건들을
다루면서 WGAD 개인진정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면 자유
권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제2항 (a)호에 따라 접수를 거부
했을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Al Rabassi v. Libya, WGAD
Opinion No. 27/2005, Adopted on 30 August 2005, UN Doc.
E/CN.4/2006/7/Add.1, pp. 76-78; Al-Rabassi v. Libya, HRC
Communication No. 1860/2009, Adopted on 18 July 2014,
UN Doc. CCPR/C/111/D/1860/2009, para. 6.2 [리비아]; Bialatski
v. Belarus, WGAD Opinion No. 39/2012, Adopted on 31
August 2012, UN Doc. A/HRC/WGAD/2012/39; Belyatsky
v. Belarus, HRC Communication No. 2165/2012, Adopted
on 24 October 2014, UN Doc. CCPR/C/112/D/2165/2012,
para. 7.2 [벨라루스]; Eligio Cedeño v. Venezuela, WGAD
Opinion No. 10/2009, Adopted on 1 September 2009, UN
Doc. A/HRC/13/30/Add.1, pp. 172-179; Eligio Cedeño v.
Venezuela, HRC Communication No. 1940/2010, UN Doc.
CCPR/C/106/D/1940/2010, para. 6.2 [베네수엘라].
60) 2019년 9월 26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가장 최근에 WGAD 활
동기간을 3년 연장하면서 채택한 결의안은 각국이 WGAD
의 권고대로 수감자를 석방하고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적절
한 조치를 취하고, WGAD의 활동을 지원하고 국가방문에
초대할 것을 권장하였다.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42/22. Arbitrary detention, adopted by the Human Rights
Council on 26 September 2019, UN Doc. A/HRC/RES/42/22
(8 October 2019), paras 5 and 7.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의 자의적 구금 판별을 위한 5개 법적 유형(legal categories)과 최근 결정례 동향

<표 3> WGAD의 한국 관련 사건
WGAD
결정/의견 번호

채택일

유엔 문서번호

피구금자

47/1992

1992. 12. 9.

E/CN.4/1994/27
(17 Dec 1993),
pp. 32-33

홍근수

28/1993

1993. 4. 30.

E/CN.4/1994/27,
(17 Dec 1993)
pp. 95-97

장의균
황대권
김성만

29/1994

1994. 9. 29.

이근희
최진섭

30/1994

1994. 9. 29.

E/CN.4/1995/31/Add.2
(18 Nov 1994),
pp. 46-47
E/CN.4/1995/31/Add.2
(18 Nov 1994),
pp. 48-50

1/1995

1995. 5. 30.

49/1995

1995. 12. 1.

수정
2/1996

1996. 5. 23.

E/CN.4/1996/40/Add.1
(31 Oct 1995),
pp. 40-42.

E/CN.4/1997/4/Add.1
(29 Oct 1996),
pp. 37-39
E/CN.4/1997/4/Add.1
(29 October 1996),
pp. 127-128.

황석영
이장형
김선명
안재구
안영민
유락진
김성환
김진배
정화려
홍중희
박래군
김삼석
기세문
이경률
김삼석
기세문
이경률

구금 유형 및 UDHR,
비고
ICCPR 침해 조항
유형 II
범민련 남측본부
UDHR 19조, 20조
사건
ICCPR 21조, 22조
유형 II, III
재일유학생 간첩단
UDHR 5조, 9조, 19조, 21조
구미유학생 간첩단
ICCPR 7조 9조, 14조, 19조,
사건
21조
유형 II
UDHR 19조
중부지역당 사건
ICCPR 19조
유형 II
UDHR 19조
1989년 방북
ICCPR 19조
이장형, 김선명:
유형 III
UDHR 5조, 9조, 10조
ICCPR 7조, 9조, 14조
간첩조작 사건
안재구, 안영민, 유락진,
비전향 장기수
김성환, 김진배, 정화려,
구국전위 사건
홍중희, 박래군:
유형 II
UDHR 19조, 20조
ICCPR 19조, 22조
유형 II
남매간첩단사건
UDHR 19조, 20조
비전향 장기수
ICCPR 19조, 21조, 22조 윤기남 장례식 사건
재심사 기각

49/1995 재심사

권영길:
Case filed
양규헌: 유형 II
UDHR 19조, 20조
ICCPR 19조, 21조, 22조

舊노동쟁의 조정법
제3자 개입 금지

1996. 9. 17.

E/CN.4/1997/4/Add.1
(29 October 1996),
pp. 96-99

권영길
양규헌

14/1998

1998. 9. 16.

E/CN.4/1999/63/Add.1
(9 November 1998),
p. 42

김영(필명
김하기)
서준식

Case filed

밀입북사건
인권영화제
《레드헌트》상영
사건

13/2017

2017. 4. 20.

A/HRC/WGAD/2017/13
(30 June 2017)

탈북여성
12인

Case filed

류경식당

22/2017

2017. 4. 25.

A/HRC/WGAD/2017/22
(30 May 2017)

한상균
이영주

40/2018

2018. 8. 20.

A/HRC/WGAD/2018/40
(17 Sep 2018)

신정인
백승현

69/2018

2018. 11. 20.

A/HRC/WGAD/2018/69
(27 December 2018)

김정로

25/1996

유형 II
UDHR 9조, 19조, 20조
2015년 민중총궐기
ICCPR 제9조, 제19조, 21조
유형 I, II, V
UDHR 2조, 7조, 9조, 18조
양심적 병역거부
ICCPR 2조 1항, 9조, 18조
1항, 26조
유형 I, II, V
UDHR 2조, 7조, 9조, 18조
양심적 병역거부
ICCPR 2조 1항, 9조, 18조
1항, 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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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WGAD의 북한 관련 사건
유엔 문서번호

피구금자

구금 유형 및 UDHR,
ICCPR 침해 조항

E/CN.4/1996/40/Add.1
(31 Oct 1995),
pp. 43-44
E/CN.4/1996/40/Add.1
(31 Oct 1995),
pp. 102-103
E/CN.4/1997/4/Add.1
(29 Oct 1996), p. 11

신숙자
오해원
오규원

Cases filed

강정석
고상문

Cases pending

WGAD
결정/의견 번호

채택일

2/1995

1995. 5. 30.

29/1995

1995. 9. 13.

37/1995

1995. 11. 24.

4/2012

2012. 5. 2.

A/HRC/WGAD/2012/4
(16 Jul 2012)

47/2012

2012. 11. 15.

A/HRC/WGAD/2012/47
(6 Sep 2013)

34/2013

A/HRC/WGAD/2013/34
2013. 11. 13.
(4 Apr 2014)

35/2013

A/HRC/WGAD/2013/35
2013. 11. 13.
(15 Ja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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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석
고상문
신숙자
오해원
오규원
강미호
김정남
신규섭
김인복
김복실
안경신
안정철
안순희
권영근
최성재
홍원옥
김성도
김성일
이학철
이국철
김미래
이지훈
최상수
최성일
김현선
김경일
박성옥

Cases filed
유형 I, III
UDHR 8조, 9조, 10조, 11조
ICCPR 9조,
유형 I, III
UDHR 9조, 10조
ICCPR 9조, 14조

반인도범죄
언급(§26)
반인도범죄
언급
(§19, 22)

유형 I, II, III
UDHR 8조, 9조, 10조, 11조,
13조, 14조, 19조, 19조, 20조
ICCPR 8조, 9조, 12조, 14조,
18조, 19조

반인도범죄
언급
(§31, 33, 35)

유형 I, II, III
UDHR 8조, 9조, 10조, 11조,
13조, 14조, 18조, 19조, 20조
ICCPR 8조, 9조, 12조, 14조,
18조, 19조

반인도범죄
언급
(§33, 35)

유형 I, II, III
UDHR 8조, 9조, 10조, 11조,
13조, 14조, 18조, 19조, 20조
ICCPR 8조, 9조, 12조, 14조,
18조, 19조
유형 I, II, III, V
UDHR 10조, 18조
ICCPR 14조, 18조
유형 I, III
UDHR 9조, 10조
ICCPR 9조, 14조

36/2013

2013. 11. 13.

A/HRC/WGAD/2013/36
(4 Apr 2014)

29/2015

2015. 9. 3.

A/HRC/WGAD/2015/29
(2 Nov 2015)

김송혁

32/2015

2015. 9. 3.

A/HRC/WGAD/2015/32
(2 Nov 2015)

권향실

80/2017

A/HRC/WGAD/2017/80
2017. 11. 22.
(27 Dec 2017)

주일
김철용
김은호
김광호
윤성민

유형 I, II
UDHR 17조, 19조
ICCPR 12조, 19조

81/2017

2017. 11. 22.

A/HRC/WGAD/2017/81
(26 Dec 2017)

강미숙
김호석

유형 I, III
UDHR 7조, 9조, 10조, 11조,
14조 1항
ICCPR 9조, 14조

54/2018

2018. 8. 23.

A/HRC/WGAD/2018/54
(23 October 2018)

강경희
김승철
이금남
이명주

유형 I, II, III
UDHR 9조, 10조, 11조, 13조
ICCPR 9조, 14조, 18조

52/2019

2019. 8. 16.

A/HRC/WGAD/2019/52
(17 September 2019)

강은실

유형 I
UDHR 3조, 6조, 8조, 9조, 10조
ICCPR 2조 3항, 9조, 14조,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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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반인도범죄
언급
(§32, 34, 36)

중국에 대해
유형 I
UDHR 7조,
9조, 14(1)조
중국에 대해
유형 I, III, V
UDHR 9조,
10조, 11조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의 자의적 구금 판별을 위한 5개 법적 유형(legal categories)과 최근 결정례 동향

임기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이를 통하여 북한의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서 공

이는 한국이 국제인권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론화시키고, 북한 당국에 인권 개선을 압박하며,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는 점과 동시에 이에 상응하

유엔 기관의 권위있는 판단을 문서 기록으로 남길

는 국제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 있는 사실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62)

WGAD는 위에서도 살펴봤듯이 남북한과 관련

아시아에서 몇 안 되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유엔

된 자의적 구금 사건도 적지 않게 다루어왔다. 한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조

국의 경우, 1990년대까지는 미전향 장기수, 민주

치 중 하나로는 대한민국 내에서의 인권침해를 주

화 운동가의 구금 등 권위주의 시대의 인권침해 문

장하는 WGAD 결정례를 자유권규약 위원회의 결

제가 대부분이었다면 2017년 이후의 최근 사건들

정례처럼 국문으로 번역하여 영문 원본과 함께 전

은 민주정이 어느 정도 정착한 이후에도 바로 없어

자관보에 게재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63) 아울

지지 않는 문제들을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러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임기 동안에 국가

의 경우, 2010년대 이후부터 북한주민 중 정치범

방문으로 WGAD를 한국에 초대하는 것이 바람직

과 탈북자 문제뿐만 아니라 납북자 문제도 WGAD

할 것이다.

가 자의적 구금 판정을 내린 바 있다.61) 특히, 북한
이 WGAD의 질의에 대하여 정치 공세로 치부하
고 제대로 된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유감스럽지만
61) Shin Sook Ja, Oh Hae Won and Oh Kyu Won v. DPRK,
WGAD Opinion No. 4/2012, Adopted on 2 May 2012, UN
Doc. A/HRC/WGAD/2012/4; Kang Mi-ho, Kim Jeong-nam
and Shin Kyung-seop v. DPRK, WGAD Opinion No. 47/2012,
Adopted on 15 November 2012, UN Doc. A/HRC/WGAD/
2012/47; Kim Im Bok, Kim Bok Shil, Ann Gyung Shin, Ann
Jung Chul, Ann Soon Hee, and Kwon Young Guen v. DPRK,
WGAD Opinion No. 34/2013, Adopted on 13 November 2013,
UN Doc. A/HRC/WGAD/2013/34; Choi Seong Jai, Hong
Won Ok, Kim Seong Do, Kim Seong Il, Lee Hak Cheol, Lee
Gook Cheol, Kim Mi Rae and Lee Jee Hoon v. DPRK,
WGAD Opinion No. 35/2013, Adopted on 13 November 2013,
UN Doc. A/HRC/WGAD/2013/35; Choi Sang Soo, Choi
Seong II, Kim Hyeon Sun, Kim Gyeong II and Park Sung
Ok v. DPRK, WGAD Opinion No. 36/2013, Adopted on 13
November 2013, UN Doc. A/HRC/WGAD/2013/36; Song
Hyeok Kim v. DPRK, WGAD Opinion No. 29/2015, Adopted
on 3 September 2015, UN Doc. A/HRC/WGAD/2015/29;
Hyang-sil Kwon v. DPRK, WGAD Opinion No. 32/2015,
Adopted on 3 September 2015, UN Doc. A/HRC/WGAD/
2015/32; Il Joo, Cheol Yong Kim, Eun Ho Kim, Kwang Ho
Kim and Seong Min Yoon v. DPRK, WGAD Opinion No.
80/2017, Adopted on 22 November 2017, UN Doc. A/HRC/
WGAD/2017/80; Mi Sook Kang and Ho Seok Kim v. DPRK
and China, WGAD Opinion No. 81/2017, Adopted on 22
November 2017, UN Doc. A/HRC/WGAD/2017/81; Kyeong-Hee
Kang, Seung Cheol Kim, Keum Nam Lee and Myung-Ju Lee
v. China and DPRK, WGAD Opinion No. 54/2018, Adopted
on 23 August 2018, UN Doc. A/HRC/WGAD/2018/54; Eun
Sil Kang v. DPRK, WGAD Opinion No. 52/2019, Adopted
on 16 August 2019, UN Doc. A/HRC/WGAD/2019/52.

62) 2019년 12월 11일로 50주년을 맞는 1969년 대한항공 YS-11
기 납북 사건 당시 이듬해 2월 14일 송환되지 않은 11인
중 1명인 황원 MBC PD의 아들인 황인철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가 WGAD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도
이러한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김동현, “KAL기 납북피해자
아들, 유엔에 ‘아버지 억류’ 진정”, 연합뉴스 2019. 5. 20.,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0061500504>.
63)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는 2010년대 이후 법무부에서 번역
한 자유권규약 위원회 결정문은 검색어 “자유권규약”으
로 검색이 가능하다. <http://gwanbo.mois.go.kr/user/search/
searchListPage.do?pQuery=자유권규약> (2019. 11. 15. 방문).
자유권규약 외에 한국이 개인진정 권한을 수락한 인종차
별철폐협약 위원회, 여성차별철폐협약 위원회, 고문방지
협약 위원회의 개인진정 결정문 역시 번역하여 전자관보
에 게재하는 것이 한국의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현재와 같이 법무부에서 맡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서 담당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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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전제 조건이
자 지표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모든 회원국은

제74차 유엔 총회 회기 중 2019년 9월부터 2019

2030년까지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해 적극적

년 11월 초 사이에 채택된 국제법 관련 주요 결의

인 노력과 재투자를 약속하고 모든 사람이 가장

는 다음과 같다.

높은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 보편적 건강보장에 관한 고위급회의 선언에
관한 결의(A/RES/74/2)

2. ‘군소도서개도국 행동 가속화 세부 원칙’의
이행 전반에 걸쳐 군소도서개도국의
우선순위를 고려하기 위한 절차를
재검토하기 위한 고위급회의 선언에 관한
결의(Political declaration of the
high-level meeting to review
progress made in addressing the
priorities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SIDS
Accelerated Modalities of Action
(SAMOA) Pathway, A/RES/74/3)

- ‘군소도서개도국 행동 가속화 세부 원칙’의 이
행 전반에 걸쳐 군소도서개도국의 우선순위를
고려하기 위한 절차를 재검토하기 위한 고위
급회의 선언에 관한 결의(A/RES/74/3)
- 국제형사재판소 보고서에 관한 결의(A/RES/74/6)

II. 주요 내용
1. 보편적 건강보장에 관한 고위급회의 선언에
관한 결의(Political declaration of
the high-level meeting on
universal health coverage,
A/RES/74/2)

2019년 10월 10일, 유엔 총회는 결의를 통해 ‘군
소도서개도국 행동 가속화 세부 원칙’(the SIDS
Accelerated Modalities of Action: SAMOA Pathway)

2019년 10월 10일, 유엔 총회는 결의를 통해 보

의 이행 전반에 걸쳐 군소도서개도국의 우선순위

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에

를 고려하기 위한 절차를 재검토하기 위해 개최된

관한 고위급회의 선언을 채택하였다. 동 선언은 앞

2019년 9월 27일 고위급회의에서 승인된 정치적

서 유엔 보편적 건강보장 고위급 회의에서 158개

선언을 채택하였다. 동 선언은 국가 발전 전략 및

유엔 회원국 정상급 대표들은 “모두를 위한 더 건

우선순위와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의 맥락에서 군

강한 세계”(a healthier world for all)를 위해 국제

소도서개도국과의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약

적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지속가능 발

속을 재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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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형사재판소 보고서에 관한 결의
(Report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RES/74/6)
2019년 11월 4일, 유엔 총회는 결의를 통해 2018/
19년도 국제형사재판소 보고서(A/74/324)의 제출
을 환영하였다. 재판소 연례보고서의 제출은 유엔
과 국제형사재판소 관계 협정 제6조 및 유엔 총회
결의(73/7)에 따른 것이다. 재판소는 설립이래 총

을 다뤘으며, 11건의 상황(situation)에 대해 조사
를 수행했다. 11개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I･II, 코트디부아르, 다르푸르
(수단), 공고민주공화국, 조지아, 케냐, 리비아, 말
리, 우간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본 연례보고서에서
이 기간 내내 높은 업무량을 유지했으며, 모든 절
차의 모든 단계에서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고 평가
했다.

45명의 혐의자 또는 피의자가 포함된 27개의 사건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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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훼손하고 수십만 명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린다
고 지적하였다. 안보리는 유엔헌장 제7장에 따라

2019년 9월부터 2019년 11월 사이에 안전보장

안보리 결의 2240(2015) 상의 조치―이주민 밀입

이사회가 채택한 국제법 관련 주요 결의는 다음과

국 및 인신매매에 사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리비

같다.

아 선박을 리비아 연안 인근 공해에서 조사할 권한
을 부여, 또한 이러한 행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

- 국제평화와 안보의 유지에 관한 결의(S/RES/
2491(2019))
- 여성, 평화 그리고 안보에 관한 결의(S/RES/
2493(2019))
- 수단 및 남수단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된 선박에 대한 압류, 해당 선박에 대해 취한 조치
를 기국에게 신속하고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할 것,
이주민 밀입국업자 및 인신매매업자에 대해 국제
법에 따라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
를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관련 결의(S/RES/2495(2019))

2. 여성, 평화 그리고 안보에 관한 결의
(Women and peace and security,
S/RES/2493(2019))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상황 관련 결의(S/RES/
2496(2019))

II. 주요 내용
1. 국제평화와 안보의 유지에 관한 결의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S/RES/2491
(2019))

2019년 10월 29일, 안보리는 동 결의에서 회원
국들에게 여성, 평화 및 안보 의제와 관련된 이전
의 모든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이와 관
련한 그들의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회원국이 평화 과정(peace process)의 모든 단계에
서 여성의 완전하고 평등하며 의미있는 참여를 보
장하고 증진함으로써 여성, 평화 및 안보 의제와

2019년 10월 3일, 안보리는 동 결의에서 리비아

그 우선과제의 이행을 약속할 것을 촉구하였다. 특

연안의 지중해에서 이주민 밀입국과 인신매매의

히 이 사안에 있어 회원국이 젠더 관점을 주류화하

지속적인 확산과 이로 인한 생명의 위협을 종식할

고, 모든 단계와 주요 역할에서 평화 유지에 종사

필요성을 확인하고, 리비아 영토 및 리비아 연안에

하는 민간인 여성과 군인 여성의 수를 늘리기 위해

서의 이민자 밀입국과 인신매매 관련 모든 행위를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비난하면서 이 행위가 리비아의 안정화 과정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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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단 및 남수단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관련 결의(Reports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Sudan
and South Sudan, S/RES/2495
(2019))
2019년 10월 31일, 안보리는 수단 및 남수단에 관
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관련 결의에서 수단에서
의 사태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결정하고, 유엔헌장 제7장에 따라 유엔-아프리카
연합 다르푸르 혼성 임무단(the African Union-United
Nations Hybrid Operation in Darfur: UNAMID)
의 수임을 2020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
정했다. 아울러 UNAMID의 활동 중 특히 평화과
정(peace process)에 대한 지원, 평화구축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시민의 보호와 인권 모니터링과 보고
등에 중점을 두고 임무를 수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4.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상황 관련 결의
(The situation in Bosnia and
Herzegovina, S/RES/2496(2019))
2019년 11월 5일, 안보리는 보스니아헤르체고
비나 지역의 상황이 계속해서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유엔헌장 제7장에 따른
행동을 담은 결의를 채택하였다. 안보리는 동 결의
에서 평화협정의 성공적인 이행의 주된 책임이 보
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모든 당국자들 자신에게 있
으며,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가 유엔 전범재판소 잔
여업무처리기구(MICT, Mechanism for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구
하였다. 아울러 2019년 11월부터 보스니아헤르체
코비나에서의 EU군사작전(EUFOR ALTHEA)의
유지 준비를 환영하였다. 아울러 EU가 EU군사작
전을 12개월 추가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엔
회원국이 EU와 함께 협력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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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요 결의

대표사무소 직원의 구성에 관한 결의를 통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직원

인권이사회 제42차 정기회기(2019.9.9.-2019.9.27.)

의 지리적 구성에 대한 현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에서 채택된 국제법 관련 주요 결의와 내용은 다음

위한 노력을 계속하도록 요청하였다. 특히 지리적

과 같다.1)

배분이 적용되지 않는 고위직 구성에 있어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직원 구성에 있어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직원의 구성에 관한
결의(A/HRC/RES/42/1)
- 예멘에서의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A/HRC/RES/
42/2)
- 미얀마의 로힝야 무슬림과 기타 소수자들의

성별 균형을 달성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을 강조하고, 이에 관한 인권최고대표의 약속을 확
인하였다. 인권이사회는 인권최고대표에게 직원
의 지리적 구성에 관한 보고서를 인권이사회 제45
차 회기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A/HRC/RES/42/3)

2. 예멘에서의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Human
rights situation in Yemen,
A/HRC/RES/42/2)

- 베네수엘라에서의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A/
HRC/RES/42/25)

II. 주요 결의의 내용
1.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직원의 구성에
관한 결의(Composition of staff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HRC/RES/42/1)
2019년 9월 26일, 인권이사회는 유엔 인권최고

2019년 9월 26일, 인권이사회는 예멘에서의 모
든 인권 침해 혐의를 조사하는 유엔 전문가그룹
(the Group of Eminent International and Regional
Experts)의 활동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
였다. 본 전문가그룹은 2019년 9월 예멘 사태에
대해 책임이 있는 개인과 단체의 명단을 포함한
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본
결의를 통해 인권이사회는 전문가그룹의 포괄적
인 서면보고서를 유엔 총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하
고, 유엔 총회가 유엔의 모든 관련 기관에 이 보고

1) 유엔인권이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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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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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얀마의 로힝야 무슬림과 기타 소수자들의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Situation of
human rights of Rohingya Muslims
and other minorities in Myanmar,
A/HRC/RES/42/3)
2019년 9월 26일, 인권이사회는 미얀마 국제 독
립 진상조사단(the independent international factfinding mission on Myanmar)의 보고서를 총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하고, 유엔 총회가 유엔의 모든 관
련 기관에 이 보고서를 전달하도록 권고하였다. 아
울러 진상조사단의 의장에게 제44차 정기회기 기

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독립 메커니즘의
수립을 결정함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안토니우 구
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2019년 4월 IIMM의 책임
자로 캄보디아 특별재판부에서 활동해온 니콜라
스 쿰잔 국제검사를 임명했다.

4. 베네수엘라에서의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A/HRC/RES/42/25)
2019년 9월 27일, 인권이사회는 베네수엘라에

간에 유엔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

서의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고, 정치적･

다. 참고로 본 진상조사단은 2017년 인권이사회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대해 비사

제34차 회기 결의(34/22)를 통해 설립되었으며, 단

법적 처형과 고문 등 인권 침해 상황을 조사하기

장으로 마르주키 다루스만이 임명되어 활동했다,

위해 베네수엘라 국제 독립 진상조사단을 1년 임

진상조사단은 2019년 9월, 2년간 수집한 정보를

기로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인권이사회

미얀마 독립조사기관(The Independent Investigative

제45차 회기 동안 이사회에 조사 결과 보고서를

Mechanism for Myanmar: IIMM or “Myanmar

제출할 것을 본 진상조사단에 요청하였다. 참고로

Mechanism”)으로 이전 및 통합시켰다. IIMM은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2019년 7월

인권이사회가 2018년 9월 제39차 정기회기에서

베네수엘라에서 야권 인사와 시위대를 상대로 고

2011년부터 미얀마에서 행한 국제법 위반 및 가장

문과 살해가 자행되고 있으며, 2018년 1월부터

심각한 국제범죄의 증거를 수집, 통합, 보존 및 분

2019년 5월까지 정부군과 수천명의 사람들이 사

석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형사소송절차를 촉진

망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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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제법 관련 보고서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상 법
문서 성안을 위한 실질적인 첫 번째 정부간회의

이번호에서는 2019년 9월부터 2019년 11월 사

개최; 안보리의 요청에 따라 ISIL이 범한 범죄의

이에 발표된 국제법 관련 유엔사무총장 보고서 및

책임을 묻기 위한 유엔 조사팀인 UNITAD의 설

성명을 소개한다.

치;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미얀마 인권 침해 사
태를 조사하기 위한 미얀마 독립조사기관(IIMM)

- 2019년 유엔 사무총장 연례보고서

설치; 유엔 총회, 1965년 모리셔스로부터 차고스

- 유엔 총회 제74차 회기 개막식 발언

제도를 분리한 것의 법적 결과에 관해 국제사법재

- 아동권리협약 30주년 기념 발언

판소에 권고적 의견 요청 및 국제사법재판소의 의
견 부여; 캄보디아 특별재판소 1심재판부, 크메르
루즈 전 고위 지도자인 누온 체아와 키우 삼판에게

II. 주요 내용

제노사이드, 인도에 반하는 죄 및 1949년 제네바
협약의 중대한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 등.

1. 2019년 유엔 사무총장 연례보고서(2019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Work of the Organization):
“사법정의와 국제법의 증진”(Promotion
of justice and international law)

2. 유엔 총회 제74차 회기 개막식 발언
(Remarks at opening of the 74th
Sess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2019년 유엔 사무총장 연례보고서는 다음과 같

2019년 9월 17일,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총회

이 8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지속적인 경제성

제74차 회기 개막식 발언을 통해 먼저 이번 총회

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증진, 국제 평화와 안보의

의장으로 선출된 나이지리아 Tijjani Muhammad-

유지, 아프리카의 발전, 인권의 증진과 보호, 인도

Bande 교수에게 환영의 인사를 전하며, Bande 교

적 지원의 효과적인 조정, 사법정의와 국제법의 증

수가 지난 6월에 정한 6개의 우선순위―평화와 안

진(Promotion of justice and international law), 군

보, 빈곤 퇴치, 기아 종식, 양질의 교육, 기후 행동,

축, 약물 통제･범죄 예방 및 테러 대응. 이 중 국제

포용―가 모두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의 중심이라

법 관련 유엔의 업무는 주로 ‘사법정의와 국제법

고 평가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사무총장

의 증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개한다: 국가

은 올 한 해 동안 기후 행동, 지속가능한 발전 목

관할권 이원영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보존

표, 발전을 위한 자금 조달, 보편적 건강 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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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도서개도국 등 5가지 사안에 관한 정상회담이

기념하는 발언을 유엔 본부에서 했다. 본 발언에서

시작됐으며, 이 모든 분야에 있어 다중 이해 관계

사무총장은 아동권리협약이 처음으로 아동이 성

자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지적했다. 사무총장은 아

인과 동일한 인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울러 전 세계가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다자간 기구

피부양자로서 갖는 특별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

와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국제관계가 국제

정한 점을 언급하면서 아동권리협약이 획기적인

법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아동의 건강･
영양에 대한 권리, 깨끗한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3. 아동권리협약 30주년 기념 발언(Remarks
on the 30th Anniversary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9년 9월 25일, 유엔 사무총장은 1989년 채

장애 아동 및 전쟁지역의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안전할 권리, 표현할 권리 등을 언급했다. 사무총
장은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정부가 더욱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택되어 올해 30주년을 맞이하는 아동권리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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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국제사법재판소)
- ICJ 규칙(the Rules of Court) 개정
2019년 10월 21일, ICJ는 재판 절차와 업무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의 일환으로 ICJ 규칙 제22조,
제23조, 제29조, 제76조 및 제79조를 개정하였다. 개정된 규칙은 당일(21일) 발효된다.

< 관련보도자료 >

No. 2019/42
21 October 2019

Amendments to the Rules of Court
THE HAGUE, 21 October 2019. As part of the ongoing review of its procedures and working
methods,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has amended
Articles 22, 23, 29, 76 and 79 of its Rules. The amended rules enter into force as of today.
Amendments to Articles 22, 23 and 29 of the Rules of Court
All three of these Articles have been amended so as to make them gender neutral.
In addition, with respect to Article 22, paragraph 1 has been amended to eliminate the requirement that
a candidate for the post of Registrar be proposed by a Member of the Court. In paragraph 2, this procedure has
been replaced with the publication of a vacancy announcement and the submission of applications. That
paragraph has also been revised to require six months’ notice of a vacancy before the end of an incumbent’s
term, instead of three months. In paragraph 3, the information to be included with an application has been
revised.
Finally, with respect to Article 29, paragraph 1 has been modified to clarify that the two-thi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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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ity necessary to remove a Registrar from office is two-thirds of the Members of the Court composing it
at the time of the decision to be taken, and that this vote shall be by secret ballot.
Amendment to Article 76 of the Rules of Court
Paragraph 1 of this Article, which concerns the revocation or modification of any decision concerning
provisional measures, has been amended to clarify that the Court has the power to revoke or modify
provisional measures on its own initiative.
Amendment to Article 79 of the Rules of Court
Article 79 has been reorganized into three separate Articles (i.e. Article 79, Article 79bis and Article
79ter) in order to distinguish provisions relating to “preliminary questions” identified by the Court from those
relating to “preliminary objections” filed by a party to the case. In this new reorganization, Article 79 deals
exclusively with preliminary questions, Article 79bis addresses preliminary objections and Article 79ter
concerns general procedural issues applicable to both scenarios.
___________
The texts of Articles 22, 23, 29, 76 and 79 of the Rules of Court, as amended, as well as new Articles
79bis and 79ter, are appended to this press release.
The integral updated text of the Rules of Court can be viewed on the Court’s website (www.icj-cij.org)
by clicking on “basic documents”.
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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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rt is
composed of 15 judges elected for a nine-year term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The seat of the Court is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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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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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s on legal questions referred to it by duly authorized United Nations organs and agencies of the
system.
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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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ex to press release No. 2019/42
Article 22
1. The Court shall elect its Registrar by secret ballot. The Registrar shall be elected for a term of seven
years. The Registrar may be re-elected.
2. The Court shall give public notice of a vacancy or impending vacancy, either forthwith upon the
vacancy arising, or, where the vacancy will arise on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office of the Registrar, not
less than six months prior thereto. The Court shall fix a date for the closure of the list of candidates so as to
enable information concerning the candidates to be received in sufficient time. Interested persons shall be
invited to submit their applications by the date so fixed by the Court.
3. Applications shall indicate the relevant information concerning the candidate, and in particular
information as to the candidate’s age, nationality, present occupation, university qualifications, knowledge of
languages, and any previous experience in public international law, diplomacy, or the work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al management.
4. The candidate obtaining the votes of the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Court composing it at the
time of the election shall be declared elected.
Article 23
The Court shall elect a Deputy-Registrar: the provisions of Article 22 of these Rules shall apply to the
Deputy-Registrar’s election and term of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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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9
1. The Registrar may be removed from office only if, in the opinion of two-thirds of the Members of
the Court composing it at the time of the decision to be taken, the incumbent has either become permanently
incapacitated from exercising his or her functions, or has committed a serious breach of duty. Such decision
shall be taken by secret ballot.
2. Before a decision is taken under this Article, the Registrar shall be informed by the President of the
action contemplated, in a written statement which shall include the grounds therefor and any relevant
evidence. The Registrar shall subsequently, at a private meeting of the Court, be afforded an opportunity of
making a statement, of furnishing any information or explanations, and of supplying answers, orally or in
writing, to any questions.
3. The Deputy-Registrar may be removed from office only on the same grounds and by the same
procedure.
Article 76
1. At the request of a party or proprio motu, the Court may, at any time before the final judgment in the
case, revoke or modify any decision concerning provisional measures if, in its opinion, some change in the
situation justifies such revocation or modification.
2. Any application by a party proposing such a revocation or modification shall specify the change in
the situation considered to be relevant.
3. Before taking any decision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Court shall afford the parties an
opportunity of presenting their observations on the subject.
Article 79
1. Following the submission of the application and after the President has met and consulted with the
parties, the Court may decide, if the circumstances so warrant, that questions concerning its jurisdiction or the
admissibility of the application shall be determined separately.
2. Where the Court so decides, the parties shall submit pleadings concerning jurisdiction or
admissibility within the time-limits fixed, and in the order determined, by the Court. Each pleading shall
contain the party’s observations and submissions, including any evidence on which it relies, and shall attach
copies of supporting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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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9bis
1. When the Court has not taken any decision under Article 79, an objection by the respondent to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or to the admissibility of the application, or other objection the decision upon which
is requested before any further proceedings on the merits, shall be made in writing as soon as possible, and not
later than three months after the delivery of the Memorial. Any such objection made by a party other than the
respondent shall be filed within the time-limit fixed for the delivery of that party’s first pleading.
2. The preliminary objection shall set out the facts and the law on which the objection is based, the
submissions and a list of the documents in support; it shall include any evidence on which the party relies.
Copies of the supporting documents shall be attached.
3. Upon receipt by the Registry of a preliminary objection, the proceedings on the merits shall be
suspended and the Court, or the President if the Court is not sitting, shall fix the time-limit for the presentation
by the other party of a written statement of its observations and submissions, which shall include any evidence
on which the party relies. Copies of the supporting documents shall be attached.
4. The Court shall give effect to an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at an objection submitted under
paragraph 1 be heard and determin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merits.
Article 79ter
1. Pleadings with respect to preliminary questions, or objections filed pursuant to Article 79,
paragraph 2, or Article 79bis, paragraphs 1 and 3, shall be confined to those matters that are relevant to the
preliminary questions or objections.
2. Unless otherwise decided by the Court, the further proceedings shall be oral.
3. The Court, whenever necessary, may request the parties to argue all questions of law and fact, and
to adduce all evidence, which bear on the preliminary questions or objections.
4. After hearing the parties, the Court shall decide upon a preliminary question or uphold or reject a
preliminary objection. The Court may however declare that, in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a question or
objection does not possess an exclusively preliminary character.
5. The Court shall give its decision in the form of a judgment. If the judgment does not dispose of the
case, the Court shall fix time-limits for the further proceedings.
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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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 ICJ, 뺷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뺸과 뺷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뺸의 적용(우크라
이나 v. 러시아) 사건에서 러시아의 선결적 항변에 대해 재판소가 관할권이 있다고 판결
2019년 11월 8일, ICJ는 뺷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뺸과 뺷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뺸의 적용(우크라이나 v. 러시아) 사건에 대해 러시아가 제기한 선결적 항변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본 판결에서 ICJ는 1999년 뺷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뺸(ICSFT) 제24조 제1항과
1965년 뺷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뺸(CERD) 제22조에 근거하여 ICJ는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ICJ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며 우크라이나의 신청이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면, 2017년 1월 16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상대로 1999년 ICSFT과 1965년
뺷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뺸(CERD)의 위반 혐의에 대해 ICJ에 제소하고, 2017년
1월 16일, ICSFT에 근거한 4가지의 잠정조치와 CERD에 근거한 5가지의 잠정조치 지시를 재판소에
요청하였다. 우크라이나는 ICSFT 제24조 제1항 및 CERD 제22조에 근거하여 ICJ가 재판 관할권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2017년 4월 17일, ICJ는 우크라이나의 요청 일부에 해당하는 잠정조치를 지시하
였다. 이에 2018년 9월 12일 러시아가 재판소 관할권과 신청의 수리가능성(admissibility)에 대한 선결적
항변을 제기함에 따라 ICJ 규칙 제79조 제5항에 의거하여 그 때부터 본안절차가 정지되었다. 러시아의
선결적 항변에 대한 공개심리는 헤이그 평화궁에서 2019년 6월 3일부터 7일까지 이뤄졌다.

< 관련보도자료 >

No. 2019/46
8 Nov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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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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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rt finds that it has jurisdiction to entertain the claims made by Ukraine
and that the Application in relation to those claims is admissible
THE HAGUE, 8 November 2019.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has today delivered its Judgment on the preliminary objections raised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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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its Judgment, which is final, without appeal and binding on the Parties, the Court
(1) rejects, by thirteen votes to three, the preliminary objection raised by the Russian Federation that
the Court lacks jurisdiction on the basis of Article 24, paragraph 1,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2) finds, by thirteen votes to three, that it has jurisdiction on the basis of Article 24, paragraph 1,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to entertain the claims made by
Ukraine under this Convention;
(3) rejects, by fifteen votes to one, the preliminary objection raised by the Russian Federation that the
Court lacks jurisdiction on the basis of Article 22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4) rejects, unanimously, the preliminary objection raised by the Russian Federation to the
admissibility of the Application of Ukraine in relation to the claims under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5) finds, by fifteen votes to one, that it has jurisdiction, on the basis of Article 22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to entertain the claims made by
Ukraine under this Convention, and that the Application in relation to those claims is admissible.
History of the proceedings
On 16 January 2017, Ukraine filed in the Registry of the Court an Application instituting proceedings
against the Russian Federation with regard to alleged violations by the latter of its obligations under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of 9 December 1999 (the
“ICSFT”)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of 21
December 1965 (“CERD”). In its Application, Ukraine seeks to found the Court’s jurisdiction on Article 24,
paragraph 1, of the ICSFT1) and on Article 22 of CERD2). On 12 September 2018, the Russian Federation
raised preliminary objections to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and the admissibility of th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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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ing of the Court
The Court explains that the present proceedings were instituted by Ukraine following the events which
occurred in eastern Ukraine and in Crimea from the spring of 2014. With regard to the events in eastern
Ukraine, the Applicant has brought proceedings only under the ICSFT. With regard to the situation in Crimea,
Ukraine’s claims are based solely upon CERD.
1.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The Court begins by examining whether the dispute relating to the events in eastern Ukraine is one
which it has jurisdiction ratione materiae to entertain under Article 24, paragraph 1, of the ICSFT. In
accordance with its relevant jurisprudence on the matter, it recalls that, to determine its jurisdiction ratione
materiae under a compromissory clause concerning disputes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a
treaty, it is necessary to ascertain whether the acts of which the Applicant complains “fall within the
provisions” of the treaty containing the clause. This may require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that
define the scope of the treaty. The Court states however that, at the present stage of the proceedings, an
examination by it of the alleged wrongful acts or of the plausibility of the claims is not generally warranted.
Its task consists in considering the questions of law and fact relevant to the objection to its jurisdiction.
The Court first considers the scope of obligations under the ICSFT. It notes in this regard that the
ICSFT applies to offences committed by “any person”, i.e. both individuals acting in a private capacity and
those who are State agents. It is of the view that, while the commission by a State official of an offence does
not in itself engage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concerned under the Convention, the States parties to the
ICSFT are under an obligation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and to co-operate in the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offences of financing acts of terrorism committed by whichever person. Should a State breach
such an obligation, its responsibility under the Convention would arise. The Court observes that the ICSFT
specifically concerns the support given to acts of terrorism by financing them. The Convention refers to the
provision or collection of “funds”. The Court notes that since no specific objection to the Court’s jurisdiction
was made by the Russian Federation with regard to the scope of the term “funds”, this issue relating to the

1) Art. 24, para. 1, of the ICSFT reads as follows:
“Any dispute between two or more States Parti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which cannot
be settled through negotiation within a reasonable time shall, at the request of one of them, be submitted to arbitration. If,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the request for arbitration, the parties are unable to agree on the organization of the arbitration, any
one of those parties may refer the dispute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by application, in conformity with the Statute of
the Court.”
2) Art. 22 of CERD reads as follows:
“Any dispute between two or more States Parties with respect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which
is not settled by negotiation or by the procedures expressly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shall, at the request of any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be referred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for decision, unless the disputants agree to another mode
of settlement.”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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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of the ICSFT need not be addressed at the present stage of the proceedings. The Court adds that an
element of an offence under the Convention is that the person concerned has provided funds “with the
intention that they should be used or in the knowledge that they are to be used” to commit an act of terrorism.
In its view, the existence of the requisite intention or knowledge raises complex issues of law and especially
of fact that divide the Parties and are properly a matter for the merits. The same may be said of the question
whether a specific act is an act of terrorism within the meaning of the Convention. In light of the above, the
Court concludes that the objection raised by the Russian Federation to its jurisdiction ratione materiae under
the ICSFT cannot be upheld.
The Court then examines whether the procedural preconditions set forth in Article 24, paragraph 1, of
the ICSFT have been fulfilled. It observes that, in order to meet the first precondition, namely that the dispute
between the Parties could not be settled through negotiation within a reasonable time, a genuine attempt must
have been made to settle the dispute through negotiation and that attempt must have failed to produce results
within a reasonable time. It notes that diplomatic exchanges relating to the subject-matter of the dispute
currently before it took place between the Parties, but that little progress was made by them during their
negotiations. It thus concludes that the first precondition is met. As regards the second precondition
concerning the organization of an arbitration, the Court notes that negotiations concerning the organization of
an arbitration were held, but that the Parties were unable to reach an agreement within six months. It therefore
concludes that the second precondition is also met. Accordingly, the Court considers that the procedural
preconditions set forth in Article 24, paragraph 1, of the ICSFT have been fulfilled. It thus has jurisdiction to
entertain the claims made pursuant to that provision.
2.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The Court then turns to the question whether the dispute relating to the events in Crimea is one which it has
jurisdiction ratione materiae to entertain under Article 22 of CERD. In particular, it considers whether the
measures of which Ukraine complains “fall within the provisions” of that Convention. In this respect, the
Court notes that both Parties agree that Crimean Tatars and ethnic Ukrainians in Crimea constitute ethnic
groups protected under CERD. Taking into account the broadly formulated rights and obligations contained
in the Convention, the Court considers that the measures of which Ukraine complains ― restrictions allegedly
imposed on Crimean Tatars and ethnic Ukrainians in Crimea ― are capable of having an adverse effect on the
enjoyment of certain rights protected under CERD. These measures thus fall within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The Court concludes that the claims of Ukraine fall within the provisions of CERD.
Next, the Court examines whether the procedural preconditions set out in Article 22 of CERD, namely
that the dispute has “not [been] settled by negotiation or by the procedures expressly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are met. It begins by considering whether those conditions are alternative or cumulative in

16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9, Vol.18, No.4 (통권 제55호)

ICJ - ICJ, 뺷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뺸과 뺷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뺸의
적용(우크라이나 v. 러시아) 사건에서 러시아의 선결적 항변에 대해 재판소가 관할권이 있다고 판결

character. As regards the text of Article 22, the Court is of the view that while the word “or” may be
interpreted disjunctively and envisage alternative procedural preconditions, this is not the only possible
interpretation. Turning to the context of Article 22, the Court notes that “negotiation” and the “procedures
expressly provided for in [the] Convention” are two means to achieve the same objective, namely to settle a
dispute by agreement. It follows that should negotiation and the CERD Committee procedure be considered
cumulative, States would have to try to negotiate an agreed solution to their dispute and, after negotiation has
not been successful, take the matter before the CERD Committee for further negotiation, again in order to
reach an agreed solution. The Court considers that the context of Article 22 of CERD does not support this
interpretation. Lastly, the Court turns to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Convention, in light of which Article
22 must be interpreted. It observes that the Convention aims to eradicate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effectively and promptly. The achievement of such aims could be rendered more difficult if the procedural
preconditions under Article 22 were cumulative. The Court concludes that Article 22 imposes alternative
preconditions to the Court’s jurisdiction. Since the dispute between the Parties was not referred to the CERD
Committee, the Court examines only whether the Parties attempted to negotiate a settlement to their dispute.
The Court observes that the negotiations between the Parties, which related to the subject-matter of the
dispute before it, lasted for approximately two years and included both diplomatic correspondence and
face-to-face meetings, which, in the Court’s view, and despite the lack of success in reaching a negotiated
solution, indicates that a genuine attempt at negotiation was made by Ukraine. The Court thus concludes that the
negotiations between the Parties had become futile or deadlocked by the time Ukraine filed its Application
under Article 22 of CERD. Accordingly, the Court concludes that the procedural preconditions set out in Article
22 of CERD are satisfied. As a result, it has jurisdiction to consider the claims made under that provision.
Lastly, the Court turns to the objection raised by the Russian Federation to the admissibility of
Ukraine’s Application with regard to claims under CERD on the ground that Ukraine did not establish that
local remedies had been exhausted before it seised the Court. The Court recalls that local remedies must be
previously exhausted as a matter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 cases in which a State brings a claim on
behalf of one or more of its nationals. The Court is of the view that, in filing its Application, Ukraine does not
adopt the cause of its nationals, but challenges, on the basis of CERD, the alleged pattern of conduct of the
Russian Federation with regard to the treatment of the Crimean Tatar and Ukrainian communities in Crimea.
It thus concludes that the rule of exhaustion of local remedies does not apply in the circumstances of the
present case. It finds that the Russian Federation’s objection to admissibility must be rej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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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am, Iwasawa;
Judges ad hoc Pocar, Skotnikov; Registrar Gau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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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ce-President XUE appends a dissenting opinion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Judges TOMKA and
CANÇADO TRINDADE append separate opinions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Judges DONOGHUE and
ROBINSON append declarations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Judge ad hoc POCAR appends a separate
opinion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Judge ad hoc SKOTNIKOV appends a dissenting opinion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___________
A summary of the Judgment appears in the document entitled “Summary No. 2019/5”. This press
release, the summary and the full text of the Judgment are available on the Court’s website (www.icj-cij.org),
under the heading “Cases”.
___________
Note: The Court’s press releases are prepared by its Registry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do not
constitute official documents.
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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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rt is
composed of 15 judges elected for a nine-year term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The seat of the Court is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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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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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비아, 미얀마의 로힝야족 관련 집단살해방지협약 위반 혐의에 대해 ICJ에 제소
2019년 11월 11일, 감비아는 미얀마정부가 로힝야족에 대해 행한 일련의 행위가 뺷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뺸(제노사이드협약)의 위반임을 주장하며 ICJ에 제소하였다. 감비아는 ICJ규정
제36조 제1항과 제노사이드협약 제9조에 근거하여 ICJ가 관할권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감비아는 또
한 본 신청에서 미얀마가 로힝야족에 대해 행하는 일련의 불법행위를 중지 및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의 지시를 요청하였다.

< 관련보도자료 >

No. 2019/47
11 November 2019

The Republic of The Gambia institutes proceedings against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and asks the Court
to indicate provisional measures
THE HAGUE, 11 November 2019. The Republic of The Gambia (“The Gambia”) today instituted
proceedings against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Myanmar”) befor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alleging violations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the “Genocide Convention”) through “acts adopted,
taken and condoned by the Government of Myanmar against members of the Rohingya group”.
Specifically, The Gambia argues that
“from around October 2016 the Myanmar military (the ‘Tatmadaw’) and other Myanmar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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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es began widespread and systematic ‘clearance operations’ ― the term that Myanmar itself
uses ― against the Rohingya group. The genocidal acts committed during these operations were
intended to destroy the Rohingya as a group, in whole or in part, by the use of mass murder, rape
and other forms of sexual violence, as well as the systematic destruction by fire of their villages,
often with inhabitants locked inside burning houses. From August 2017 onwards, such genocidal
acts continued with Myanmar’s resumption of ‘clearance operations’ on a more massive and
wider geographical scale.”
The Gambia contends that these acts constitute violations of the Genocide Convention. It states that it
has made this claim known to Myanmar since September 2018, but that Myanmar has continued to deny any
wrongdoing.
The Applicant seeks to found the Court’s jurisdiction to entertain this dispute on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Statute of the Court and on Article IX of the Genocide Convention, to which both States are parties.
In its Application, The Gambia
“respectfully requests the Court to adjudge and declare that Myanmar:
― has breached and continues to breach its obligations under the Genocide Convention, in
particular the obligations provided under Articles I, III (a), III (b), III (c), III (d), III (e), IV,
V and VI;
― must cease forthwith any such ongoing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and fully respect its
obligations under the Genocide Convention, in particular the obligations provided under
Articles I, III (a), III (b), III (c), III (d), III (e), IV, V and VI;
― must ensure that persons committing genocide are punished by a competent tribunal,
including before an international penal tribunal, as required by Articles I and VI;
― must perform the obligations of reparation in the interest of the victims of genocidal acts who
are members of the Rohingya group,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llowing the safe and
dignified return of forcibly displaced Rohingya and respect for their full citizenship and
human rights and protection against discrimination, persecution, and other related acts,
consistent with the obligation to prevent genocide under Article I; and
― must offer assurances and guarantees of non-repetition of violations of the Genocide
Convention, in particular the obligations provided under Articles I, III (a), III (b), III (c), III
(d), III (e), IV, V and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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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pplication also contains a request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seeking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Rohingya group and those of The Gambia under the Genocide Convention, and to prevent the
aggravation or extension of the dispute pending the final judgment of the Court. The Gambia thus asks the
Court to indicate the following provisional measures:
“Myanmar shall immediately, in pursuance of its undertaking in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of 9 December 1948, take all measures
within its power to prevent all acts that amount to or contribute to the crime of genocide,
including taking all measures within its power to prevent the following acts from being
committed against member[s] of the Rohingya group: extrajudicial killings or physical abuse;
rape or other forms of sexual violence; burning of homes or villages; destruction of lands and
livestock, deprivation of food and other necessities of life, or any other deliberate infliction of
conditions of life calculated to bring about the physical destruction of the Rohingya group in
whole or in part;
Myanmar shall, in particular, ensure that any military, paramilitary or irregular armed units
which may be directed or supported by it, as well as any organizations and persons which may be
subject to its control, direction or influence, do not commit any act of genocide, of conspiracy to
commit genocide, or direct and public incitement to commit genocide, or of complicity in
genocide, against the Rohingya group, including: extrajudicial killing or physical abuse; rape or
other forms of sexual violence; burning of homes or villages; destruction of lands and livestock,
deprivation of food and other necessities of life, or any other deliberate infliction of conditions of
life calculated to bring about the physical destruction of the Rohingya group in whole or in part;
Myanmar shall not destroy or render inaccessible any evidence related to the events described
in the Application,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by destroying or rendering inaccessible the
remains of any member of the Rohingya group who is a victim of alleged genocidal acts, or
altering the physical locations where such acts are alleged to have occurred in such a manner as
to render the evidence of such acts, if any, inaccessible;
Myanmar and The Gambia shall not take any action and shall assure that no action is taken
which may aggravate or extend the existing dispute that is the subject of this Application, or
render it more difficult of resolution; and
Myanmar and The Gambia shall each provide a report to the Court on all measures taken to
give effect to this Order for provisional measures, no later than four months from its issuance.”
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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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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mbia’s Application instituting proceedings and requesting provisional measures will be
available shortly on the Court’s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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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rt is
composed of 15 judges elected for a nine-year term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The seat of the Court is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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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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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뺷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뺸의 적용(감비아 v. 미얀마) 사건의 잠정적용 요청에 대한 공개심리
일자 확정
2019년 11월 18일, ICJ는 뺷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뺸의 적용(감비아 v. 미얀마) 사건
의 잠정적용 요청에 대하여 2019년 12월 10일에서 12일까지 헤이그 평화궁에서 공개심리를 열기로
하였다.

< 관련보도자료 >

No. 2019/49
18 November 2019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The Gambia v. Myanmar)
Request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The Court to hold public hearings from Tuesday 10 to Thursday 12 December 2019
THE HAGUE, 18 November 2019.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will hold public hearings in the case concerning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The Gambia v. Myanmar) from Tuesday 10 to
Thursday 12 December 2019,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the seat of the Court.
The hearings will be devoted to the request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submitted by the
Republic of The Gambia (see press release No. 2019/47 of 11 Novem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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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
Schedule for the hearings
First round of oral observations
Tuesday 10 December 2019

10 a.m.-1 p.m.: Republic of The Gambia

Wednesday 11 December 2019

10 a.m.-1 p.m.: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Second round of oral observations
Thursday 12 December 2019

10 a.m.-11.30 a.m.: Republic of The Gambia
4.30 p.m.-6 p.m.: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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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기구 최신 동향
ICJ
- ICJ, 뺷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뺸과 뺷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뺸의 적용(우크라
이나 v. 러시아) 사건에서 러시아의 답변서 제출기한 확정
2019년 11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ICJ는 2019년 11월 8일자 명령을 통해 뺷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뺸과 뺷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뺸의 적용(우크라이나 v. 러시아) 사건에
서 러시아의 답변서(Counter-Memorial) 제출기한을 2020년 12월 8일까지로 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2019년 11월 8일, 같은 날 재판소가 본 사건에 대해 뺷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뺸 제24조
제1항과 1965년 뺷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뺸 제22조에 근거하여 ICJ가 재판관할권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고 난 후에 이뤄졌다.

< 관련보도자료 >

No. 2019/50
19 Nov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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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xing of time-limits for the filing of the Counter-Memorial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HAGUE, 19 November 2019. By an Order dated 8 November 2019,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has fixed 8 December 2020 as the time-limit
for the filing of the Counter-Memorial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the case concerning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and of the International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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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Ukraine v. Russian Federation).
This decision follows the Judgment delivered on 8 November 2019, in which the Court found that it
has jurisdiction to entertain the claims made by Ukraine under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ICSFT)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In the same Judgment, the Court rejected the preliminary objection raised by the Russian Federation
to the admissibility of the Application of Ukraine in relation to the claims under CERD.
The subsequent procedure has been reserved for further decision.
___________
History of the proceedings
The history of the proceedings can be found in paragraphs 176-191 of the Court’s Annual Report for
2018-2019 and in its press release No. 2019/46 of 8 November 2019, available on the Court’s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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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rt is
composed of 15 judges elected for a nine-year term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The seat of the Court is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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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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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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기구 최신 동향
ICJ
- ICJ, 특정 이란 자산(이란 v. 미국) 사건에서 이란의 항변서와 미국의 재항변서 제출 허가
2019년 11월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ICJ는 2019년 11월 15일자 명령을 통해 특정 이란 자산(이란
v.미국) 사건에서 이란의 항변서와 미국의 재항변서의 제출을 허가하고, 추가 서면소송 서류의 제출기한
을 각각 2020년 8월 17일과 2021년 5월 17일로 정하였다.

< 관련보도자료 >

No. 2019/51
26 November 2019

Certain Iranian Assets (Islamic Republic of Iran v.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Court authorizes the submission of a Reply by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a Rejoinder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fixes
the time-limits for the filing of those written pleadings
THE HAGUE, 26 November 2019. By an Order dated 15 November 2019,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has authorized the submission of a Reply by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a Rejoinder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the case concerning Certain
Iranian Assets (Iran v.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fixed 17 August 2020 and 17 May 2021 as the respective
time-limits for the filing of those written pleadings.
The Court made this Order taking into account the views of the Parties.
The subsequent procedure has been reserved for further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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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
History of the proceedings
For a complete history of the proceedings, see paragraphs 166-175 of the Annual Report of the Court
for 2018-2019, which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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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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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rt is
composed of 15 judges elected for a nine-year term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The seat of the Court is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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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________
Information Department:
Mr. Andrey Poskakukhin, First Secretary of the Court, Head of Department (+31 (0)70 302 2336)
Ms Joanne Moor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37)
Mr. Avo Sevag Garabet, Associat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94)
Ms Genoveva Madurga, Administrative Assistant (+31 (0)70 302 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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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 ICJ, 특정 이란 자산(이란 v. 미국) 사건에서 이란의 항변서와 미국의 재항변서 제출 허가

참고: 현재 ICJ에 계류 중인 사건 목록 (2019. 12. 6. 기준)
○ 심리 또는 심의 중에 있는 사건 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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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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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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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The
Gambia v.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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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국제해양법재판소)
- ITLOS, 모리셔스와 몰디브 간 인도양 해양경계 분쟁 사건에 관한 특별재판부 구성 발표
2019년 9월 24일 모리셔스와 몰디브가 인도양 해양경계획정 분쟁을 ITLOS 특별재판부(special chamber)
에 부탁하는 특별협정과 통고(notification)를 제출하였다. ITLOS는 2019년 9월 27일자 명령을 통해
백진현 재판소장 외 6명의 재판관과 양국이 선출한 2명의 임시재판관 등 총 9명으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 관련보도자료 >

THE REPUBLIC OF MAURITIUS AND THE REPUBLIC OF MALDIVES SUBMIT
THEIR DISPUTE CONCERNING THE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IN THE INDIAN OCEAN TO A SPECIAL CHAMBER
OF THE TRIBUNAL
On 24 September 2019, the Republic of Mauritius and the Republic of Maldives transmitted a special
agreement and notification to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to submit their dispute
concerning the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in the Indian Ocean to a special chamber of the Tribunal
to be constituted pursuant to article 15, paragraph 2, of the Statute of the Tribunal.
By Order of 27 September 2019, a special chamber of the Tribunal was formed to deal with the dispute.
The Special Chamber consists of President Paik (Republic of Korea), Judges Jesus (Cabo Verde), Cot
(France), Yanai (Japan), Bouguetaia (Algeria), Heidar (Iceland) and Chadha (India), and two judges ad hoc.
Mauritius will make its choice of judge ad hoc in due course. Mr Bernard Oxman has been chosen by
Maldives as judge ad hoc. President Paik serves as President of the Special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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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rties agreed to transfer the arbitral proceedings instituted on 18 June 2019 by Mauritius under
Annex VII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o a special chamber of the Tribunal
during consultations with President Paik, held at the Tribunal on 17 September 2019.
The Order is available on the Tribunal’s website. The case has been entered in the List of cases as
No.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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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형사재판소)
- ICC 상소심재판부, 뺷코모로, 그리스, 캄보디아 등록 선박에 관한 상황뺸에서 소추관의 상소에 대해 기각 결정
2019년 9월 2일, ICC 상소심재판부는 “코모로의 사법 재심사 신청” 사건에 대한 2018년 11월 15일자
전심재판부 I의 결정에 대한 검찰(소추관)부의 상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
면, 2010년 5월 31일 이스라엘 가자지구 주변해역에서 이스라엘 방위군이 인도적 물품을 싣고 가던
플로틸라 호에 대한 공격 사건과 관련하여 ICC로마규정 당사국인 코모로는 2013년 5월 14일에 이
사태를 소추관에게 직접 회부하였다. 2014년 11월 6일, 소추관은 이 공격 사건에 대해 수사개시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발표하였다. 2015년 7월 16일 전심재판부Ⅰ은 이 공격 사건에 대해 수사개시하지
않겠다는 소추관의 2014년 11월 6일 결정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2017년
11월 29일, 소추관은 이 공격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지 않겠다는 이전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재확인
하였다. 이에 2018년 11월 15일, 전심재판부Ⅰ은 자신의 2015년 7월 16일 결정과 같은 맥락에서 소추관
의 2014년 11월 6일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소추관은 이 결정에 대해 상소하였다.
상소심재판부가 전심재판부Ⅰ의 2018년 11월 15일자 결정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소추관은
이제 2019년 12월 2일까지 코모로의 회부에 대한 소추관의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 상소심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개시 여부에 대한 ‘궁극적인 결정’(ultimate decision)은 소추관이 해야 한다고
보았다.

< 관련 보도자료 >
Press Release : 2 September 2019

Situation on the Registered Vessels of Comoros, Greece and Cambodia:
ICC Appeals Chamber rejects the Prosecutor’s appeal
On 2 September 2019, the Appeals Chambe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or "the Court"),
Judge Solomy Balungi Bossa presiding, delivered its judgment and rejected the appeal of the Prosecutor
against the decision of Pre-Trial Chamber I on the "Application for Judicial Review by the Government of the
Union of the Comoros"' of 15 November 2018. The Appeals Chamber's judgment was taken by majority, with
Judge Chile Eboe-Osuji and Judge Luz del Carmen Ibáñez Carranza issuing partly dissenting opinions.
By way of background, on 14 May 2013, a referral was received by the Office of the Prosecutor from the
authorities of the Union of the Comoros, a State Party to the Rome Statute, in relation to an attack on 31 May
2010 by the Israeli Defence Forces on the Humanitarian Aid Flotilla bound for the Gaza strip. On 6 November
2014, the Prosecutor issued her decision not to investigate the attack. On 16 July 2015, Pre-Trial Chamber I,
by majority, requested the Prosecutor to reconsider the 6 November 2014 decision not to investigate the
attack. Subsequently, on 29 November 2017 the Prosecutor filed her decision, which she considered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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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reaffirming her previous decision not to investigate the attack. On 15 November 2018, Pre-Trial
Chamber I directed the Prosecutor to reconsider her decision of 6 November 2014 not to investigate the attack
in light of the specific directions of the Pre-Trial Chamber's 16 July 2015 Decision. The Prosecutor then
appealed this decision.
The Appeals Chamber Judgment today confirms the Pre-Trial Chamber's decision of 15 November 2018 to
the effect that the Prosecutor must reconsider her decision on the Comoros' referral, by 2 December 2019, in
light of the specific directions of the Pre-Trial Chamber's 16 July 2015 Decision and the directions of the
Appeals Chamber in its judgment. The Appeals Chamber nevertheless maintained, Judge Eboe-Osuji and
Judge Ibáñez dissenting, that the 'ultimate decision' as to whether or not to initiate an investigation is that of
the Prosecutor.
Legal reasoning
The Appeals Chamber considered that Pre-Trial Chamber I did not err in reviewing whether a decision of the
Prosecutor that she considered to be 'final' subsequently to a first request for reconsideration, does actually
amounts to a proper 'final decision'. The scope of the Pre-Trial Chamber's review in such a case is limited to
establishing whether or not the Prosecutor carried out the reconsid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e-Trial
Chamber's request.
The Appeals Chamber also noted that the Prosecutor is required to demonstrate how she addressed the
relevant issues in light of the Pre-Trial Chamber's directions. It also indicated that where questions of law
arise, the only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law is that adopted by the judges of the Court. Also,
the Prosecutor must comply, if directed by the Pre-Trial Chamber, to take into account certain available
information when determining whether there is a sufficient factual basis to initiate an investigation. However,
the Majority of the Appeals Chamber found, Judge Eboe-Osuji and Judge Ibáñez dissenting, that it is not for
the Pre-Trial Chamber to direct the Prosecutor as to how to assess this information and which factual findings
she should reach. The Appeals Chamber found that the Prosecutor failed to follow the Pre-Trial Chamber's
legal interpretations and thus the Pre-Trial Chamber did not err when it decided to direct the Prosecutor to
carry out a new reconsideration of her decision not to investigate.
Judge Ibáñez Carranza issued a separate and partially dissenting opinion. She focuses on i) the scope of
authority that the Rome Statute has granted the pre-trial chambers to ensure prosecution of heinous crimes in
cases where the Prosecutor decides not to investigate, and the scope of this power including the review
mandate coming out of article 53(3)(a), ii) in the context of judicial review and in compliance with a judicial
request for reconsideration, the new Prosecutor's decision cannot amount to the last word, iii) the Prosecutor
is obliged to comply with the pre-trial chamber's determination and follow its ratio decidendi. Judge Ibáñez
Carranza concludes that the Prosecutor is bound to comply with the Pre-Trial Chamber's decisions and follow
the ratio decidendi, particularly the interpretations of law and their application to the facts regarding the five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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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s identified in the 16 July 2015 Decision.
Judgment on the appeal of the Prosecutor against Pre-Trial Chamber I's 'Decision on the "Application for
Judicial Review by the Government of the Union of the Comoros"'
Partly Dissenting Opinion of Judge Eboe-Osuji
Separate and Partly Dissenting Opinion of Judge Luz del Carmen Ibáñez Carran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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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 ICC 전심재판부 II, 아프가니스탄 상황 관련 전심재판부 II의 수사허가 거부에 대하여 소추관의 상소를 허가
2019년 9월 17일, 전심재판부 II는 “아프가니스탄 상황 관련 수사개시 허가에 관한 로마규정 제15조
에 따른 결정”에 대해 소추관이 상소 허가를 요청함에 따라 상소를 허가하였다. 소추관이 상소를 하게
되면 상소심재판부는 전심재판부의 결정을 확정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2019년 4월 12일, ICC 전심재판부 II는 아프가니스탄 영토내에 범한 인도에 반하는 죄와 전쟁범죄
혐의에 대한 소추관의 수사 개시 요청에 대해 만장일치로 기각하였다. 재판관들은 현 단계에서 아프가
니스탄 상황에 대한 조사가 사법정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2017년 11월
20일 소추관은 2003년 3월 1일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관련하여 인도에 반하는
죄 및 전쟁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의 개시를 허가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 관련 보도자료 >
Press Release : 17 September 2019

Afghanistan: ICC Pre-Trial Chamber II authorises Prosecutor to Appeal Decision
Refusing Investigation
Today, 17 September 2019, Pre-Trial Chamber II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granted in part the
request of the Prosecutor for Leave to Appeal the "Decision Pursuant to Article 15 of the Rome Statute on the
Authorisation of an Investigation into the Situation in the Islamic Republic of Afghanistan". Once the
Prosecutor will submit her appeal, it will then be up to the Appeals Chamber to decide whether or not to
confirm the Pre-Trial chamber's decision.
On 12 April 2019, Pre-Trial Chamber II had rejected unanimously the request of the Prosecutor to proceed
with an investigation on alleged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committed on the territory of the
Islamic Republic of Afghanistan.
The Chamber granted the Prosecutor's leave to appeal the Decision on two grounds, namely whether there
exists a necessity or possibility for a Pre-Trial Chamber to carry out an assessment of the 'interests of justice',
and, in the affirmative, which proper and relevant factors a Pre-Trial Chamber must or may consider for the
purposes of such assessment.
The Pre-Trial Chamber dismissed by majority, Judge Mindua dissenting, the request for leave to appeal the
12 April 2019 decision submitted by the legal representatives of some situation victims.
Decision on the Prosecutor and Victims' Requests for Leave to Appeal the 'Decision Pursuant to Article 15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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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me Statute on the Authorisation of an Investigation into the Situation in the Islamic Republic of
Afghanistan'
Partially Dissenting Opinion of Judge Antione Kesia-Mbe Mindua
Background: On 20 November 2017, the Prosecutor requested authorisation from Pre-Trial Judges to initiate
an investigation into alleged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in relation to the armed conflict in the
Islamic Republic of Afghanistan since 1 May 2003, as well as regarding similar crimes related to the armed
conflict in Afghanistan allegedly committed in the territory of other States Parties to the Rome Statute since
1 July 2002.
On 12 April 2019, Pre-Trial Chamber II rejected unanimously the request of the Prosecutor to proceed with
an investigation on alleged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committed on the territory of the Islamic
Republic of Afghanistan. The judges decided that an investigation into the situation in Afghanistan at this
stage would not serve the interests of justice.
On 7 June 2019, the Office of the Prosecutor filed its Request for Leave to Appeal the "Decision Pursuant to
Article 15 of the Rome Statute on the Authorisation of an Investigation into the Situation in the Islamic
Republic of Afghanistan". In addition, on 10 June 2019, the Legal Representatives of Victims filed the
Victims' request for leave to appeal the 'Decision Pursuant to Article 15 of the Rome Statute on the
Authorisation of an Investigation into the Situation in the Islamic Republic of Afghanistan'.
For more information, see: https://www.icc-cpi.int/afghan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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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 ICC, Yekatom과 Ngaïssona 사건에 관한 공소사실의 확인
2019년 10월 11일, ICC 전심재판부II는 The Prosecutor v. Alfred Yekatom and Patrice-Edouard Ngaïssona
사건에 관한 공소사실 확인 심리를 마쳤다. 심리의 목적은 당해인이 기소대상인 각각의 범죄를 범하였다
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를 형성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함이다. 전심재판부II 재판관
들의 심의(deliberations)가 이제 시작된다. ICJ규칙 제53조에 따라 전심재판부는 공소사실 확인 심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Alfred Yekatom은
2013년 12월 5일부터 2014년 8월까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범해진 수개의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혐의로 체포되어 2018년 11월 17일에 ICC로 인도되었다. Patrice-Edouard Ngaïssona
는 2013년 12월 5일부터 2014년 12월 사이에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범해진 수개의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혐의로 체포되어 2018년 1월 23일 ICC로 인도되었다. 2019년 2월 20일,
전심재판부 II는 The Prosecutor v. Alfred Yekatom 사건과 The Prosecutor v. Patrice-Edouard Ngaïssona
사건을 병합하였다.

< 관련 보도자료 >
Press Release : 11 October 2019

ICC concludes confirmation of charges hearing in Yekatom and Ngaïssona case
Today, 11 October 2019, the confirmation of charges hearing in the case The Prosecutor v. Alfred Yekatom
and Patrice-Edouard Ngaïssona concluded before Pre-Trial Chamber II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composed of Judge Antoine Kesia-Mbe Mindua (Presiding Judge), Judge Tomoko Akane and Judge
Rosario Salvatore Aitala. The purpose of the confirmation of charges hearing is for the judges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to establish substantial grounds to believe that the suspects
committed each of the crimes charged. If the charges are confirmed, in full or in part, the case will be
transferred to a Trial Chamber, which will conduct the subsequent phase of the proceedings: the trial.
After hearing the oral submissions of the Prosecutor, the Legal Representatives of the Victims and the
respective Defence teams for Mr Ngaïssona and Mr Yekatom from 19 to 25 September, the judges heard
today their respective closing statements. The judges will now start their deliberations.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53 of the Regulations of the Court, the Pre-Trial Chamber shall deliver its
written decision within 60 days of the date on which the confirmation hearing ends. The Pre-Trial Chamber
may:
◾ confirm those charges for which the Chamber has determined that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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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 one or both of the suspects to a Trial Chamber for trial;
◾ decline to confirm those charges for which it has determined that there is insufficient evidence and stop
the proceedings against one or both of the suspects;
◾ adjourn the hearing and request the Prosecutor to provide further evidence, to conduct further
investigations or to amend any charge for which the evidence submitted appears to establish that a crime
other than the one charged was committee, for one or two of the suspects.
The Defence and the Prosecutor cannot directly appeal this decision. However they can request authorisation
from the Pre-Trial Chamber to appeal it.
Background: Alfred Yekatom is alleged to be responsible for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committed in various locations in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specifically in Bangui, Boeing and the
Lobaye Prefecture, between 5 December 2013 and at least August 2014, namely: murder, torture and cruel
treatment, mutilation, intentional attack against the civilian population, intentional attack against buildings
dedicated to religion, enlistment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15 years and their use to participate actively in
hostilities, displacement of the civilian population and destruction of the adversary's property, as war crimes;
and murder, deportation or forcible transfer of population, imprisonment or other severe deprivation of
physical liberty, torture, persecution and other inhumane acts, as crimes against humanity. Mr Yekatom was
surrendered to the ICC custody on 17 November 2018. His initial appearance before Pre-Trial Chamber II
took place on 23 November 2018.
Patrice-Edouard Ngaïssona is alleged to be responsible for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committed in various locations in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between at least 5 December 2013 and at least
December 2014, namely: murder and attempted murder, torture, cruel treatment, mutilation, outrages upon
personal dignity, intentionally directing attacks against the civilian population, intentionally directing attacks
against buildings dedicated to religion, pillaging, rape and attempted rape, enlistment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15 years and their use to participate actively in hostilities, displacement of the civilian population and
destruction of the property of an adversary, as war crimes; and murder and attempted murder, extermination,
deportation or forcible transfer of population, imprisonment or other severe deprivation of physical liberty,
torture, rape and attempted rape, persecution and other inhumane acts, as crimes against humanity. Mr
Ngaïssona was transferred to ICC custody on 23 January 2019, following the completion of necessary
national proceedings in France, where he was arrested on 12 December 2018. His initial appearance before
Pre-Trial Chamber II took place on 25 January 2019. On 20 February 2019, Pre-Trial Chamber II decided to
join the cases of The Prosecutor v. Alfred Yekatom and The Prosecutor v. Patrice-Edouard Ngaïssona.
Additional information:
◾ Webpage on the case: English, Franç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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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information sheet: English, Français
◾ Questions and Answers document: English, Français
◾ Public redacted version of "Document Containing the Charges"
◾ Closing statements, 1st session (floor)
English, Français, Sango
◾ Closing statements, 2nd session (floor)
English, Français, Sango
◾ Closing statements, 3rd session (floor)
English, Français, S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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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 ICC, Bosco Ntaganda에 대해 징역 30년 선고
2019년 11월 7일, ICC 1심재판부VI은 만장일치로 Bosco Ntaganda(은타간다)에 대해 ICC가 부과할
수 있는 유기징역 최대치인 30년을 선고하였다. 이 기간에서 2013년 3월 22일부터 2019년 11월 7일까
지 Ntaganda가 ICC에 구속된 기간은 제외한다. 사건의 특성상 징역 외에 벌금과 몰수는 선고하지 않았
다. 변호인측과 소추관측은 30일 이내에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2019년
7월 8일 1심재판부VI은 Ntaganda가 2002-2003년에 콩고민주공화국 이투리(Ituri)에서 범한 18건의 전
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 관련 보도자료 >
Press Release : 7 November 2019

Bosco Ntaganda sentenced to 30 years’ imprisonment
On 7 November 2019, Trial Chamber VI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unanimously,
sentenced Bosco Ntaganda to a total of 30 years of imprisonment. The time Mr Ntaganda has spent in
detention at the ICC - from 22 March 2013 to 7 November 2019 - will be deducted from this sentence.
To make its decision, the Chamber received submissions from the parties and participants regarding the
possible sentence, heard witnesses and admitted evidence, and held a hearing on the matter on 17-20
September 2019. The Chamber considered the gravity of the crimes and the degree of harm caused by each
crime as well as Mr Ntaganda's culpability, namely his level of intent and degree of participation. The
Chamber also considered potentially mitigating circumstances but found them either not to be established or
considered the weight accorded to be too limited to impact on the individual and overall sentences. While the
Chamber did find specific aggravating factors to exist with respect to a number of the crimes, it did not
consider the allegations about witness interference, which were presented as aggravating circumstances by
the Prosecution and one of the Legal Representative of Victims, because the alleged interference was not
proven to the standard required for aggravating circumstances, namely beyond reasonable doubt.
On the basis of its overall assess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Rome Statute, the Chamber imposed a
specific sentence for each of the crimes committed by Mr Ntaganda. These sentences ranged from eight years
to 30 years of imprisonment. In addition, the Chamber imposed a joint overall sentence. Since the Chamber
considered that the conditions warranting life imprisonment were not met, and because in such a situation the
total period of imprisonment may not exceed 30 years in accordance with the Rome Statute, the Chamber
considered that it had no further discretion in the determination of the overall joint sentence. It ther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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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enced Bosco Ntaganda to a total of 30 years of imprisonment.
In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nature and gravity of the crimes, as well as Mr
Ntaganda's solvency, the Chamber did not consider it appropriate to also impose a fine or forfeiture of
proceeds in addition to imprisonment.
Next steps: The Defence and the Prosecution may appeal this Sentencing Judgment within 30 days.
Reparations to victims will be addressed in due course.
Background: On 8 July 2019, Trial Chamber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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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ly the following crimes against humanity: murder and attempted murder,
rape, sexual slavery, persecution, forcible transfer and deportation ; and the following war crimes: murd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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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verdict is currently subject to appeals.
For further information on the case, click here
Sentencing judgment
Summary of the judgment: English; Français
Questions and answers document: English; Français; Swahili
Audio-visual programme "Ask the Court":
◾ YouTube (for viewing)
◾ Video (MPEG-4) for viewing and download
◾ Audio (MPEG-3) for download
Full hearing:
◾ YouTube (for viewing)
◾ Video (MPEG-4) for viewing and download
◾ Audio (MPEG-3) for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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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서>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9. 11., 해양수산부령 제368호, 2019. 9. 11., 일부개정)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9. 21., 법률 제16503호, 2019.
8. 20., 일부개정)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시행 2019. 10. 1., 대통령령 제30100호, 2019. 10. 1.,
일부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10. 1., 기획재정부령
제707호, 2019. 2. 8., 일부개정)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시행 2019. 10. 1., 대통령령 제30101호, 2019. 10. 1.,
일부개정)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9. 10. 8., 대통령령 제30107호, 2019. 10. 8.,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44호, 2019. 4. 23., 일부개정)
•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19. 11. 5., 대통령령 제30182호, 2019. 11. 5., 일부개정)
•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11. 8., 외교부령 제72호, 2019. 11. 8., 일부개정)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580호, 2019. 11. 26., 일부
개정)
•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10. 11., 외교부예규 제152호, 2019. 10. 11.,
제정)
• 개인 자격 국제기구 선거 입후보 지원에 관한 예규 (시행 2019. 10. 11., 외교부예규 제153호, 2019.
10. 11., 제정)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9. 11., 해양수산부령 제368호,
2019. 9. 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의 개정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 발틱
해역과 북해해역을 추가하고,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기준선 값을 선박의 종류 및 크기에 따라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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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등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선박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총톤수 2톤
미만의 소형선박에 대한 중간검사를 생략하고, 극지해역 및 항만구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등이 선저폐
수를 수용시설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기름오염방지설비 중 기름여과장치의 설치를 면제하며, 준설선과
항만건설작업선 등에 설치된 디젤기관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의 적용방법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9. 21., 법률
제16503호, 2019. 8.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
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상특수경비
업자의 법인 명칭이나 그 대표자･임원의 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
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 지사･분사무소
설치 및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시행 2019. 10. 1., 대통령령
제30100호, 2019. 10. 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10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춰 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
관세 및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양허관세의 적용품목으로 마스크 팩과 탄소난방필름의 품목
번호를 신설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10.
1., 기획재정부령 제707호, 2019. 2. 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서명됨에 따라 코스타리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공화
국, 온두라스 공화국, 니카라과 공화국 및 파나마 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www.mofa.go.kr

195

국제법 관련 국내법과 판례

• 주요내용
가. 원산지 결정기준 및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등(안 제4조제16호, 제7조제2항제12호, 제15조제16
항, 별표 15의2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 신설)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하고,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하는 것으로 하며,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마련함.
나. 원산지증명서 보완기간(안 제21조제5항)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함.
다. 원산지 조사방법(안 제24조제16호 신설)
중미 공화국들로부터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는 중미 공화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으로 함.
라.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 수입물품(안 제30조제1항･제3항･제4항･제6항)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수입물품으로 중미 공화국들로부터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수리 또는 개조 등을 목적으로 중미 공화국들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
는 물품과 중미 공화국들로부터 수입하는 상용견품(商用見品)･인쇄광고물을 포함시킴. <기획재정부
제공>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시행 2019. 10. 1., 대통령령
제30101호, 2019. 10. 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10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춰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
대상물품으로 마스크 팩과 탄소난방필름의 품목번호를 신설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9. 10. 8., 대통령령 제30107호, 2019. 10. 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환거래 관련 창업을 활성화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일반 소액해외송금업무를 등록하려는 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2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다른 업무를 겸영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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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업무 등록요건을 일원화하는 한편,
고객의 해외송금 편의를 높이기 위해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건당 지급 및 수령 한도를
미화 3천달러에서 미화 5천달러로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출입국관리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44호, 2019. 4. 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피해 이주아동들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
관의 수사 또는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종 발급 및 허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를 할 때 관계 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범칙금 납부정보, 과태료 납부정보,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체납정보, 외국인의 과태료 체납정보를 추가하고,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19. 11. 5., 대통령령 제30182호, 2019. 11. 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 보충역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무 만료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에 유효기간이 10년인
일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복무 만료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고, 외교부장관이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여권사무 수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 발급하고 있지 않는 사진전사식 여행증명서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11. 8., 외교부령 제72호, 2019. 11.
8.,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격 제한 기간 가산 사유를 확대하고,｢공무원임용령｣ 및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여타 특정직 공무원 승진임용 제한 규정과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적극행정 운영규정｣과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공무원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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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 규정을 명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승격 제한 기간 가산 사유 확대 (안 제2조제1항제5호)
◦ 종전의 승격 제한 기간 가산 대상에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 외에 소극행정 및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도 승격 제한 기간을 가산하는 것임.
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대상 가점평정 승격점수 부여 (안 제5조제2항제3호)
◦ 외교부장관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4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해 2점
이하의 가점을 별도로 부여할 수 있음을 명시함. <외교부 제공>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580호,
2019. 11. 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한 경제･사회 발전 및 국제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금융기구인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에의 가입 및 출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국제금융기구의 범위에 중미경제통합
은행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10. 11., 외교부예규
제152호, 2019. 10. 11., 제정)
• 제･개정 이유
◦ 국제기구 선거 조정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선거의 교섭으로 인해 체계적인 교섭 계획에 차질이 생기
는 경우가 있는바, 판단기준 마련 필요

• 주요내용
가. 중요도 및 진출 필요성, 국가이익에 대한 기여도, 당선 가능성, 경합 수준, 여타 선거 입후보 등을
종합 고려, 참석자 과반수 찬성에 따라 교섭 수준 결정
나. 선거조정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으나 추가 교섭 수요 발생시, 상기 사항을 포함한 종합적 고려에
따라 예외적으로 교섭 여부 결정 가능 <외교부(유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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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자격 국제기구 선거 입후보 지원에 관한 예규 (시행 2019. 10. 11.,
외교부예규 제153호, 2019. 10. 11., 제정)
• 제･개정 이유
◦ 개인이 국제기구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그간 일관된 기준의 부재로 인해 사안별 검토를 통하여
지원 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한바, 판단기준 마련 필요

• 주요내용
가.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 결과 지원 대상 선거로 포함된 경우 지원 가능하며, 선거조정회의 이후
수요 발생시, 예외적으로 지원 검토 가능
나. △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가용 예산 범위내 최대 3회 출장 여비, △ 지지교섭, △ 홍보자료 제작,
△ 리셉션 개최 등 지원 가능 <외교부(유엔과)>

www.mofa.go.kr

199

국제법 관련 판례

< 순

서>

• ‘대한민국과 타일랜드왕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6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 2019. 10. 8. 2019헌마1015, 결정문[각하(4호)]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9. 10. 15. 2019헌마1064, 결정문[각하
(4호)])
• 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어 아무런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
38874, 판결)
•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가처분 취소(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이혼한 베트남 여성이 결혼이민[F-6 (다)
목] 체류자격 연장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된 사안)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 항공기출발지연 관련하여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의 해석과 적용
(서울동부지법 2019. 7. 3. 선고 2018나2993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 ‘대한민국과 타일랜드왕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6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 2019. 10. 8. 2019헌마1015, 결정문[각하(4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사

건

2019헌마1015 대한민국과 타일랜드왕국간의 범죄인인도
조약 제1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19. 10. 8.

200

정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9, Vol.18, No.4 (통권 제55호)

국제법 관련 판례

주

문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국외로 도피하여 생활하다가 타일랜드왕국에서 위조여권을 사용
하였다는 등 명목으로 수용되어 있던 중, ‘대한민국과 타일랜드왕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에 의거하여
2013년 3월경 국내로 인도되었다.
청구인은 자신이 국내․외에서 범한 수 개의 범죄를 수사기관이 범죄인인도 이후 신속히 수사하여 함께
공소제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공소제기함으로써 자신의 평등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
고 주장하면서, 2019. 9. 9. 위 범죄인인도조약 제1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대한민국과 타일랜드왕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이하 ‘이 사건 조약’이라 한다) 제16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 있는바,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16조(특정성의 원칙)
1. 이 조약에 따라 인도된 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 이외에 인도이전에
행해진 다른 범죄를 이유로 구금, 기소 또는 심리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범죄로 인하여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
가. 범죄인이 인도된 후 그 청구국의 영역을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청구국에 재입국한 경우
나. 범죄인이 자유로이 청구국을 떠날 수 있게 된 후 45일 이내에 청구국의 영역을 떠나지 아니한 경우
다. 피청구국이 동의하는 경우. 동의요청서는 제8조에 규정된 서류 및 인도된 자가 관계범죄에 관하
여 행한 진술서의 기록을 첨부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동의는 요청된 범죄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인도 가능한 경우에 부여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은 인도 후에 행한 범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재판과정에서 기소된 범죄에 대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장의 범죄가 그 구성요건상
범죄인인도가 허용되는 범죄인 경우에 한하여 인도된 범죄인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거나 형을 선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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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검사가 자신이 저지른 수 개의 범죄를 병합하여 공소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검사의 공소제기와 별도로 심판대상조항 자체가 어떻
게 자신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법령․조약 등의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해당 조항이 구체적 집행행위 없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헌
재 1994. 1. 7. 93헌마283 참조).
이 사건 조약 제2조는 양국간 범죄인인도가 허용되는 범죄의 유형을 제한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조약에 따라 인도가 허용된 범죄 이외에, 인도된 자가 인도 이전에 범한 다른 범죄를 이유로
구금, 공소제기되거나 법원에서 심리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과 그 예외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범죄인인도 이후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구금, 공소제기, 심리 등 구체적 집행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이 발생할 여지는
있으나, 심판대상조항 그 자체로 직접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헌재 2011.
5. 26. 2010헌마365 참조). 결국,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
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미선

이

미

선

재판관

이석태

이

석

태

재판관

이영진

이

영

진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9. 10. 15.
2019헌마1064, 결정문[각하(4호)])

헌

법

재

판

제1지정재판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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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청 구 인

2019헌마1064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위헌확인

1. ○○모임
대표자 김○○
2. ○○단
대표자 권○○ 외 8인
3. 권□□ 외 145인
청구인들 대리인

결 정 일

변호사 김태훈

2019. 10. 15.

주

문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대한민국 정부는 2016. 11. 23. 일본국 정부와 양국 사이에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상호보호를 보장
하기 위하여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약칭 GSOMIA)’
(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19. 8. 22.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한 뒤 이 사건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종료 행위’라 한다)하였다. 청구인들은 2019. 9. 20. 이 사건 종료
행위가 청구인들의 실질적인 선거권, 생명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선거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행사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청구인들은, 대통령이 권력통제장치인 국무회의의 심의나 국회의 동의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협정을 종료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실질적인 선거권행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행위는 국민들이 선거권 행사를 통하여 구성한 국회의원들의 조약에 관한 동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실질적인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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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협정의 종료 과정에서 헌법이나 국회법 등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협정의 종료로 인한 선거권 등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14. 3. 25. 2014헌마180 참조).
나. 생명권, 행복추구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
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헌재 1999. 11. 25. 99헌마163 참조).
이 사건 협정은 한일 양국 간의 군사비밀정보를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교환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협정이 종료한다고 하여 장차 한국이 침략적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현재의
시점에서 이 사건 종료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협정의 종료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의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6. 2. 23. 2005헌마268, 판례
집 18-1상, 298, 304 참조).
다. 국민주권주의 위배, 권력분립원칙 위배 여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없이 단순히 일반 헌법규정이나 헌법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라는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헌재 2006. 2.
23. 2005헌마268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협정의 종료로 인하여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국민주권주의 위배 및 권력분립원칙의 위배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은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
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유남석

유

남

석

재판관

이은애

이

은

애

재판관

김기영

김

기

영

재판관

▶ 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어 아무런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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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
[1] 행정처분의 성립요건 / 행정처분의 성립 시점 및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가수 甲이 공연을 위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
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으므로 재외동포 자격으로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서 취업, 가수활동 등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불가능할 경우 입국 자체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甲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으나, 甲에게는 통보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입국금지결정은 항
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
을 정해 주는 ‘행정규칙’이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처분이 행정규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하는 개별･구체적인 지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4] 행정처분의 처분 방식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5]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의 의미 및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의 경우 행정절차
를 거칠 필요가 당연히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외국인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행정절
차법 제24조에서 정한 ‘처분서 작성･교부’를 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거나
행정절차법 제24조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소극)
[6]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이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7] 처분의 근거 법령이 행정청에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였는데도, 행정청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전혀 비교형량 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할 위법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8] 헌법상의 기본원리로서 비례의 원칙의 내용
[9] 처분상대방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이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적극)
[10]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가수 甲이 공연을 위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
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다’는 이유로 입국 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
이 甲의 입국금지결정을 하였는데, 甲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자 재외공관장이 처분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서를 작성해 주지 않은 채 甲의 아버
지에게 전화로 사증발급이 불허되었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사증발급 거부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4
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고, 재외공관장이 13년 7개월 전에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
로 그에 구속되어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판단했어야 함에도,
입국금지결정에 따라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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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
[1] 일반적으로 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는 처분의
존재가 인정된다.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가수 甲이 공연을 위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
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으므로 재외동포 자격으로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서 취업, 가수활동 등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불가능할 경우 입국 자체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甲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으나, 甲에게는 통보하지 않은 사안에서,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여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기 전에는 ‘처분’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 입국금지결정을 했다고 해서 ‘처분’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장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정보를 내부전
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입국금지결정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위 입국금지결정이 처분에 해당하여 공정력
과 불가쟁력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
을 정해 주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처분이 행정규칙을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처분이 적법한지는 행정규칙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하는 개별･구체적인 지시도 마찬가지이다. 상급행정
기관의 지시는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대외적으로 처분 권한이 있는 처분청이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위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처분이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4]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은 제24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여 처분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5]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등 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행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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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처분상대방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이란 해당 행정
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행정절차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만을 가리킨다. ‘외국인의 출입
국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여 행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익을 제한하
는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의견제출 기회 부여’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성질상 행정절차법
제24조에서 정한 ‘처분서 작성･교부’를 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출입국관리법령에 사증발급 거부처분서 작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외국인의 사증발
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4조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로 대체할 수도 없다.
[6]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항,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
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항과 체계, 입법 연혁과 목적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외동포가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정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외동포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입국금지사유 또는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제외사유(예컨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가 있어 그의 국내 체류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이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행정청이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사증을 발급하
지 않을 재량을 가진다.
[7] 처분의 근거 법령이 행정청에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였는데도,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 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된다.
[8]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
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에 따른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안 된다.
[9] 처분상대방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의 경우 의무위반 내용과 제재처분의 양정(量定) 사이
에 엄밀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 제재처분이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
하다고 보아야 한다.
[10]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가수 甲이 공연을 위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
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다’는 이유로 입국 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
이 甲의 입국금지결정을 하였는데, 甲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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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자 재외공관장이 처분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서를 작성해 주지 않은 채 甲의 아버
지에게 전화로 사증발급이 불허되었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甲의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증발급
신청에 대하여 재외공관장이 6일 만에 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문서에 의한 처분 방식의 예외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음에
도, 외국인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하고, 재외공관장이 자신에게 주어
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구속되어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판단했어야 함에도, 입국
금지결정에 따라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가처분 취소(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이혼한 베트남 여성이
결혼이민 [F-6 (다)목] 체류자격 연장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된 사안)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 판시사항 】
[1]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관한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28호의4 (다)목의 입법
취지 및 그 체류자격의 요건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의미
[2]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인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사유 /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위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행정청)
[3]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출입국관리행정청이나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은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 부
여에 관하여 가정법원이 이혼확정판결에서 내린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판결요지 】
[1]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에 관한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 1] 제28호의4의 입법 취지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당초 결혼
이민[F-6 (가)목]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에서 체류하던 중 국민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결혼이민[F-6 (다)목] 체류
자격을 부여하여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부부 사이의 혼인파탄
이 어느 일방의 전적인 귀책사유에서 비롯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거나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에 관한 위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 오로지 국민인 배우자의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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탓이고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전혀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외국인
배우자로서는 재판상 이혼 등 우리 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혼인관계를 적법하게 해소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되고 국민인 배우자가 이를 악용하여 외국인 배우자를 부당하
게 대우할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은 1회에
3년 이내의 체류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기간 만료 시 그 체류자격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실질적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영구적인 체류를 허용하
는 영주(F-5) 체류자격이나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귀화허가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점 등을 고려
하면,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의 요건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란 ‘자신에게 주된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즉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인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판단’, 다시 말해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지 않다는 판단’ 자체가 처분사유가 된다.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
게 된 여러 사정들은 그와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되는 기초 사실 내지 평가요소에 해당한다. 결혼이민
[F-6 (다)목] 체류자격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행정청은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평가요소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수소법원은 증명된 평가요소들을 종합하여 혼인파탄의 주
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수소법원이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
인 배우자에게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서도 그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 행정청에 있다. 일반적으로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에 관한
사정들이 혼인관계 당사자의 지배영역에 있는 것이어서 피고 행정청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곤란한
반면, 혼인관계의 당사자인 원고는 상대적으로 쉽게 증명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 행정청은 처분 전에 실태조사를 통해 혼인관계 쌍방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에 관한 사정들을 파악할 수 있고, 원고의 경우에도 한국의
제도나 문화에 대한 이해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평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대로 수집･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별거나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3]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
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
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라는 문제는 우리
의 사법제도에서 가정법원의 법관들에게 가장 전문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 부여에 관하여 출입국관리행정청이나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정법원이 이혼확정판결에서 내린 판단을 존중함이 마땅하다. 이혼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적극적
으로 주장･증명하지 않아 이혼확정판결의 사실인정과 책임판단에서 누락된 사정이 일부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혼확정판결의 판단 내용을 함부로 뒤집으려고 해서는 안 되며, 이혼확정판결
과 다른 내용의 판단을 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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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출발지연 관련하여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의
해석과 적용 (서울동부지법 2019. 7. 3. 선고 2018나2993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손해배상(기)
[서울동부지법, 2018나29933, 2019. 7. 3.]

【 판시사항 】
甲 등이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 소속 항공기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필리핀 칼리보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내용의 국제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출발 일정에 맞추어 공항에
나갔다가 항공기 출발 지연으로 공항에서 8시간 이상 대기하는 등의 손해를 입자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항공기가 당초 예정된 출발시각보다 8시간 이상 지연 출발하였고, 乙 회사가
甲 등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乙 회사는 甲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
甲 등이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 소속 항공기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필리핀 칼리보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내용의 국제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출발 일정에 맞추어 공항에
나갔다가 항공기 출발 지연으로 공항에서 8시간 이상 대기하는 등의 손해를 입자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위 국제항공운송계약은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이므로 몬트리올 협약이 준거법인
상법이나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는데, 항공기가 당초 예정된 출발시각보다 8시간 이상 지연 출발하였으므
로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 따라 乙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공기의 승객인 甲 등에게 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위 항공기의 이전 일정이 순차적으로 지연되어 인천국제
공항 출발시각이 2시간 이상 지연될 것이라는 사실과 칼리보국제공항의 활주로 사용 통제로 다시 6시간
이상 추가로 지연될 것이라는 사실을 乙 회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甲 등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가 당초 예정된 출발시각으로부터 불과 1시간 30분 전에야 출발 지연을 통지하는 이메일
을 발송하였을 뿐 甲 등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유선전화나 SMS 등으로는 지연 통지를 보내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가 甲 등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몬트리올 협약 제19조 후문
에 따라 乙 회사가 면책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항공기상에서 발생한 승객의 사망 또는 신체적 부상에
따른 손해책임에 관하여 규정한 몬트리올 협약 제17조와 달리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항공운송 지연에
따른 승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면서도 손해의 구체적인 유형, 즉 신체적 손상에 대한 배상
여부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여부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준거법인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항공기 출발 지연으로 甲 등이 8시간 이상 공항에서 대기하게 되고
여행일정 변경이 불가피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단순히 항공일정의 변경이나 항공비용의 환불 등으로 회복될 수 없으므로, 乙 회사는 민법 제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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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따라 甲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 참조조문 】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17조, 제19조, 민법 제751조

【 전문 】
【 원고, 피항소인 】
【 원고, 피항소인 】
【 피고, 항소인 】

필리핀에어아시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오 외 1인)
【 제1심판결 】

서울동부지법 2018. 10. 11. 선고 2018가소332922 판결
【 변론종결 】

2019. 6. 5.
【 주 문】
【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
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라는 상호로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속의 △△ □□□편 항공기(이하 편명의 구분 없이 위 항공기를
‘이 사건 항공기’라고 한다)로 2017. 12. 29. 06:55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0:15경
(필리핀 현지시각임) 필리핀 칼리보국제공항에 도착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제항공운송계약을 체결
하였다(원고 49, 원고 50만이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칼리보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편도 일정으로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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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인천을 출발하여 칼리보국제공항을 중간 착륙지로
하여 다시 인천에 도착하는 왕복 일정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항공기는 당초 예정된 출발시각인 2017. 12. 29. 06:55경으로부터 약 8시간 18분이 경과한
같은 날 15:13경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였고, 당초 예정된 도착시각인 같은 날 10:15경으로부터
약 8시간 30분이 경과한 같은 날 18:45경 필리핀 칼리보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것을 모르고 예정된 출발시각에 맞추어 인천국제공항
에 도착하였으나 출발의 지연으로 인하여 위 공항에서 8시간 이상 대기하였다.
마. 몬트리올 협약의 규정
국제항공운송계약과 관련된 뺷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뺸(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한다)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7조 승객의 사망 및 부상 - 수하물에 대한 손해 ① 운송인은 승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부상의
경우에 입은 손해에 대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야기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발생하였거나 또는 탑승과
하강의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② 운송인은 위탁수하물의 파괴･분실 또는 손상으
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파괴･분실 또는 손상을 야기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발생하였거나 또는 위탁수하
물이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 중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이하 생략)제19조 지연 운송인
은 승객･수화물 또는 화물의 항공 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은 본인･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
였거나 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규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국제항공운송계약은 출발지가 대한민국, 도착지가 필리핀이거나,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대한민국이고 중간 착륙지가 필리핀으로,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몬트리올 협약의 당사
국이므로 몬트리올 협약이 준거법인 상법이나 민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항공기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항공기는 당초 예정된 출발시각보다 8시간 이상 지연 출발하였
으므로,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 따라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항공기의 승객인 원고들에
게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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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몬트리올 협약 제19조 후문에 따른 면책 여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항공기는 앞선 공항에서의 누적된 지연으로 인하여 칼리보국제공항에서 당초 예정된 출발
시각인 2018. 1. 29. 00:20이 지난 같은 날 02:41경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할 준비를 완료하였다. 그런
데 칼리보국제공항은 현지시각 03:00부터 09:00까지 활주로 아스팔트 작업으로 인하여 활주로를 사용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항공기는 같은 날 09:19경에야 출발할 수 있었기에 인천국제공항에 지연
도착하였고 위 공항에서도 지연 출발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항공기는 항공교통관제의
허가 지연과 칼리보국제공항의 사정으로 출발이 지연된 것이므로 피고에게 그 지연에 대한 책임이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즉시 이메일로 이 사건 항공기의 지연 출발을 안내하면서 지연에 대한
보상으로 ① 30일 이내로 항공일정 변경, ②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피고 항공사의 크레딧으로
변경, ③ 전액 환불 조치 중 하나의 조치를 선택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원고들에게 식사권을 제공하는
등 원고들의 손해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몬트리올 협약 제19조 후문에 따라 피고는
면책된다.
2) 판단
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항공기는 원래 다음의 표 중 ‘당초일정’란 기재와 같이 운행될 예정이었으나 ‘지연
사유’란 기재와 같은 사유로 순차적으로 지연되어 그 도착시각이 ‘도착기준 지연시간’란
기재와 같이 지연되었다(아래의 표에서 기재한 시각은 각각 출발지 또는 도착지의 현지시
각임).
출발도착도착기준 지연시간지연사유일시장소일시장소당초일정2018.1.28. 13:50필리핀 타클로
반2018.1.28. 15:15필리핀 마닐라20분관제 통제로 대기실제운행2018.1.28. 14:042018.1.28. 15:35
당초일정2018.1.28. 15:40필리핀 마닐라2018.1.28. 17:10필리핀 타클로반1시간 43분항공기 시스
템 정비, 관제 출발지시 대기실제운행2018.1.28. 16:432018.1.28. 18:53당초일정2018.1.28. 17:45
필리핀 타클로반2018.1.28. 19:10필리핀 마닐라2시간출발차례 대기, 관제 통제로 대기실제운행
2018.1.28. 19:342018.1.28. 21:10당초일정2018.1.28. 20:05필리핀 마닐라2018.1.28. 21:10필리핀
칼리보2시간 43분항공로 혼잡으로 인한 관제 대기실제운행2018.1.28. 22:252018.1.28. 23:53당초
일정2018.1.29. 00:20필리핀 칼리보2018.1.29. 05:25인천9시간 1분03:00~09:00 활주로 이용통제
로 인한 이륙 불가실제운행2018.1.29. 09:192018.1.29. 14:26당초일정2019.1.29. 06:55인천
2018.1.29. 10:15필리핀 칼리보8시간 30분 실제운행2019.1.29. 15:122018.1.29. 18:45
(2) 필리핀 칼리보국제공항은 2018. 1. 5.부터 2018. 3. 6.까지 활주로 아스팔트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월, 수, 금요일의 경우는 필리핀 현지시각 03:00부터 09:00까지, 화, 목, 토, 일요일의
경우에는 필리핀 현지시각 05:00부터 09:00까지 각 활주로의 이용이 통제되었다.
(3) 이 사건 항공기는 2018. 1. 29. 02:41경 칼리보국제공항에서 고도조절시스템 정비를 완료하
였으나 같은 날 03:00(한국 현지시각으로는 같은 날 04:00)부터 위 (2)항 기재와 같이 활주
로의 이용이 통제되어 이륙하지 못하였다.
(4) 피고는 한국 시각 2018. 1. 29. 05:14경 원고들에게 항공기 출발시각이 14:45로 변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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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메일로 통지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본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정한
이 사건 항공기의 일정은 항공기가 도착한 후 정비 및 승객 탑승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이
경과한 후 곧바로 출발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이전 항공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순차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는 일정이었던 점, ② 이 사건 항공기는 필리핀 현지시각 2018. 1. 28. 14:00
경부터 일정이 순차적으로 지연되기 시작하여 같은 날 21:00경에는 일정이 2시간 지연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는 그 무렵 원고들의 인천국제공항에서의 출발시각이 2시간 이상 지연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들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던 점, ③ 칼리보국
제공항의 활주로가 필리핀 현지시각 03:00부터 사용이 통제되므로 2018. 1. 29. 00:20 칼리보
국제공항에서 출발예정인 항공일정이 2시간 40분가량(이 사건 항공기는 02:41경 정비를 마쳤
음에도 활주로 통제로 이륙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실제 항공기 이륙이 가능한 마지막
시각은 03:00보다 이전일 것으로 보여 실제로 위 항공일정의 활주로 통제시점까지의 여유시
간은 2시간 40분보다 짧을 것으로 보인다) 지체되는 경우에는 활주로 통제로 원고들의 항공일
정이 6시간 이상 추가로 지체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피고는 2018. 1. 28. 23:53경
이 사건 항공기가 칼리보국제공항에 2시간 43분 지연 도착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명백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들에게 지연 출발에 대한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항공기의 당초 예정된 출발시각인 06:55경으로부터 불과 1시간 30분 이전인
05:14경에야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항공기의 지연을 통지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을 뿐이고 원
고들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유선전화나 SMS 등을 보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민법 제751조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항공기의 지연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경제적인 손해의 배상만
을 인정하고 정신적 손해의 배상까지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원고들은 경제적인 손해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어떠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항공기상에서 발생한 승객의 사망 또는 신체적 부상에 따른 손해책임에 관해 규정한
몬트리올 협약 제17조와 달리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항공운송 지연에 따른 승객에 대한 손해배
상책임을 규정하면서도 그 손해의 구체적인 유형, 즉 신체적 손상에 대한 배상 여부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여부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몬트리올 협약 제19조가 다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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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준거법인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항공기의 지연으로 인하여 승객인 원고들이 8시간 이상 공항에서
대기하게 되고 여행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
할 수 있고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단순히 항공일정의 변경이나 항공비용의 환불 등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1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면, 원고들이 8시간 이상 인천공항에서 대기하였던 점, 피고는 원고들
이 이 사건 항공기의 탑승권을 발권하는 2018. 1. 29. 05:00경 이 사건 항공기가 칼리보국제공항에서
출발하지도 않았고 활주로 통제가 해제되는 09:00경에야 출발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항공기가 9시간 이상 지연 출발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들에게 지연시간을 구체적으로 고지하
지 아니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다른 항공편을 이용할 기회마저 박탈하고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하도록
하고 여행일정 전반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원고
별로 각 3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항공기의 지연에 따른 위자료로 각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0.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구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양철한(재판장) 김유진 권순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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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2019. 9 1. ~ 2019. 11. 30. ❚

- 자세한 내용 및 기타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 [뉴스･공지 > 보도자료] 참조
O 외교부는 9.6.(금) 09:00-17:00 서울정부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제6차 그린라운드테이
블(Green Round Table) : 모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개최하였다.
O ｢한-독 한반도 평화･안보 라운드테이블｣이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스테판 아우어
(Stephan Auer) 주한독일대사를 포함한 양국 외교부와 한반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9.25
(수)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O 강경화 장관은 제74차 유엔 총회 계기 9.25.(수) 유엔 본부(뉴욕)에서 개최된 ｢제11차 포괄적핵실
험금지조약(CTBT: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Organization) 발효촉진회의｣에 우
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O 외교부는 군축분야 외교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25개국 25명의 외교관으로 구성된 유엔 군축
연수단을 방한 초청하여 9.27.(금)-28.(토) 양일간 △외교부 간담회 참석, △판문점 및 전쟁기념관
방문 등 밀도 있는 일정을 진행하였다.
O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제74차 유엔총회 참석 계기 9.25.(수) 오후 뉴욕에서 유엔교육과학문화
기구(UNESCO) 오드레 아줄레(Audrey Azoulay)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반도 평화･번영, 교
육, 인공지능(AI) 윤리규범 성안 등의 분야에서 한-유네스코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
하였다.
O 강경화 장관은 제74차 유엔 총회 참석 계기 ｢프라밀라 패튼(Pramila Patten)｣ 분쟁하 성폭력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와 9.25.(수) 15:00-15:50간 면담을 갖고, 분쟁하 성폭력 대응 및 예방
관련 양측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O 강경화 외교장관은 9.26(목) 뉴욕에서 제74차 유엔총회 계기 개최된 제15차 믹타(MIKTA: 멕시
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했다.
O 외교부는 한-영간 경제협력 확대･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노력의 일환으로 9.30.(월)
서울에서 ｢한-영 차관급 고위경제대화(Senior Economic Dialogue) 신설 MOU｣ 서명식을 개최
하였다.
O 외교부 및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에서 이사국에 선출되어, 7연임 되었다고 밝혔다.
O 외교부는 2019.10.7.(월) 09:00-13:00간 서울에서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
과 제5차 연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에서는 오현주 외교부 개발협력국
장이, 세계식량계획측에서는 우테 클라메르트(Ute Klamert) 대외협력 사무차장보가 각각 수석대
표로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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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국, 미국, 폴란드 3국이 공동 주최한 바르샤바 프로세스 사이버안보 작업반 회의가 50여개국
120여명의 정부 인사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10.8.(화)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O 유엔 본부(뉴욕)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74차 유엔총회 1위원회 계기에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는 함께 10.8(화) 13:15-14:30간 유엔총회 참석국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이행의 실제(Export
Control in Practice)｣를 주제로 하는 부대행사(side event)를 개최하였다.
O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프랑스 리옹에서 10.9.(수)-10.(목) 간 개최된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글로벌펀드(이하 글로벌펀드)’의 제6차 재정조달회의에 참석하였다.
O 외교부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다져온 핵안보 역량을 기반으로 국제핵/방사능 테러 대응 역량강
화에 기여하고자 10.16(수)-18(금) 간 서울에서 ｢세계핵테러방지구상 (GICNT) 워크숍｣을 개최
하였다.
O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고위관리회의(The 6th Korea-Pacific Islands Senior Officials’ Meeting)
가 10월 15일(화)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주최로 13개 태평양도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O 우리나라는 2019. 10. 17.(목) 유엔 본부 총회 회의장에서 실시된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이사국 선거에서 2020-22년 임기 이사국에 당선되었다.
O 외교부는 오는 10월 22일(화) 서울 코엑스(3층 회의실 E2)에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기구인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와 ｢한-IRENA 재생에너지협력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였다.
O 외교부는 10월 24일(목) 서울 코엑스(3층 회의실 E6)에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사무소(UNESCAP-ENEA),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전력과 함께 ｢동북아전력망 연계
및 협력 포럼 2019 (North-East Asia Regional Power Interconnection and Cooperation Forum
2019)｣를 공동 개최하였다.
O 강정식 다자외교조정관은 한국을 방문한 질스 까르보니에(Gilles Carbonnier)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부총재와 2019.10.23.(수) 오후 면담을 갖고,
한-ICRC간 협력 증진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O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24.(수) 유엔의 날을 맞이하여 유엔 한국협회 주최로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제74회 유엔의 날 기념 오찬’에 참석, 기념 연설을 시행하였다.
O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0.23.(수)-24.(목)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추계 바세나르
체제(WA: Wassenaar Arrangement) 일반실무그룹(GWG: General Working Group) 회의에 우리
측 공동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O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는 10.24.(목) 서울에서 제8차 총회
및 제12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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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강정식 다자외교조정관은 한국을 방문한 피터 루이스(Peter Lewis)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사무국장(Registrar)과 10.29.(화) 면담을 갖고, 한-ICC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을
협의하고 우리국민 ICC 채용 협력을 위한 외교부-ICC 간 MOU에 서명하였다.
O 외교부는 북극해 연안 5개국(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과 비연안 5개국(우리나라,
중국, 일본, 아이슬란드, EU)간 체결(2018.10.3., 그린란드 일루리사트)한 중앙 북극해 비규제어
업방지협정의 국내 비준 절차 및 기탁을 완료(2019.10.22.)하였다.
O 국립외교원은 11월 2일 지난 30년간의 한-아세안 외교 발전과정을 종합 정리한 뺷한-아세안 외교
30년을 말하다뺸를 ‘2019년 한-아세안 정상회의’ 기념도서로 출간하였다.
O 외교부가 후원하고 세종연구소와 제주평화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2019 동북아평화협력포럼｣
이 11월 5일(화)~6일(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O 2019.11.4.(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2차 아세안+3(APT) 정상회의와 제14차 동아시아정상
회의(EAS) 결과를 정리한 의장성명이 11.5(화) 발표되었다.
O 제74차 유엔총회 1위원회는 우리나라 주도로 상정된 “청년과 군축･비확산(Youth,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제목의 결의안을 11.6(수) 오후(뉴욕 현지시간 기준) 모든 국가의 총의
(컨센서스)로 채택하였다.
O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공동으로 2019.11.11.(월)~11.15.(금)간 서울 및 대전
에서 ｢제9차 한국-흑해경제협력기구(BSEC) 정보통신 협력 워크숍(공동연수)｣을 개최하였다.
O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은 11.9.(토)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에서 “FEALAC 20주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행동(20 years, New Action for a Better Future)” 슬로건 하에 개최된 제9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출범 20주년을 맞은
FEALAC의 중장기적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O 외교부는 11.11.(월) 오전 서울에서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CHA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과 제4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우리측에서는 오현주 외교부 개발
협력국장, 인도지원조정실측에서는 우슐라 뮐러(Ursula Mueller) 사무차장보가 수석대표로 참석
하였다.
O 외교부는 유엔 군축실과 공동 주관으로 ｢제18차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를 11.13.(수)-14.(목)
간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O 외교부는 2019.11.13.(수) 오전 뉴욕에서 유엔개발계획(UNDP : UN Development Programmes)
과 제14차 정책협의회를 갖고, 양측 공동 관심주제 및 한국의 유엔개발계획에 대한 기여 등
주요 파트너십 이슈에 대해 협의하였다.
O 북한인권 결의안이 제74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11.14(목)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되었다.
O 외교부 권세중 북극협력대표는 2019년 북극이사회 고위관리(Senior Arctic Officials : SAO) 회
의(2019.11.19.-21, 아이슬란드 크베라게르디)에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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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우리나라는 2019.11.20.(수)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40차 유네스코 총회(UNESCO General
Conference)에서 2019-2023년 임기 유네스코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이사국으로 당선되
어 2007년 이래 4회 연속 연임하게 되었다.
O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는 11월 25일(월) 오전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국립외교원 2층 대회의실에서 ‘국제정세변화와 한일협력: 한일의 대외전략과 미래비전’이라는
주제 하에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O 정부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국내 비준절차가 완료되어 11월 22일 유엔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동 협약은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 국내에도 그 효력이
발효된다.
O 제8차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ROK-IAEA High-level Policy Consultation)가 강정식 다자
외교조정관과 마시모 아파로(Massimo Aparo)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 주재하에 11.25(월) 외
교부에서 개최되었다.
O 제40차 유네스코 총회는 우리나라의 주도로 상정한 “예술교육 및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인식증
진(Promoting Awareness of Arts Education and the International Arts and Education Week)”에
관한 결의안을 11.21.(목) (프랑스 파리 현지시간) 채택하였다.
O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1.22(금)-23(토)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
였다.
O 제74차 유엔총회 2위원회는 우리나라 주도로 상정된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
(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을 지정하는 결의안을 11.26.(화) 오전(뉴욕 현지
시간 기준) 모든 유엔 회원국의 총의(컨센서스)로 채택하였다.
O 우리 정부(주제네바 대표부)와 글로벌펀드는 11.27.(수)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 등 전 세계
주요 감염병 퇴치와 향후 3년간 1,600만 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500만불 공여약정
을 체결하였다.
O 최재철 국제박람회기구(BIE) 협력대사는 2019.11.27.(수)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박람회기구(BIE
: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제166차 총회에서 총회의장(President)으로 선출되었다.
O 정부(해양수산부 및 외교부)는 29일 오전(현지시각)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열린 제31차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최상위 A그룹 이사국에 10회 연속으로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
고 밝혔다.
O 2019년 외교백서는 특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다각적인 외교활동,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본격화 등 외교지평 확대,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는 국민외교 구현 등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외교의 주요 성과를 상세히 수록하였다.
O 외교부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2월 2일(월) 서울에서 ｢2019 신안보 국제학술회의｣를 공동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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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그린라운드테이블 개최
(2019-09-06)

쉍 ｢제6차 그린라운드테이블 : 모의 기후변화협
약 당사국 총회｣참여를 통해 학생들은 협상그
룹 및 국가별 감축･재원･적응 의제에 대한 입

쉍 외교부는 9.6.(금) 09:00-17:00 서울정부청사

장을 준비하며 기후변화 협상에 대한 이해를

별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제6차 그린라운드

높였다. 또한 모의 협상 참여를 통해 실제 기

테이블(Green Round Table) : 모의 기후변화

후변화 협상 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

협약 당사국총회｣를 개최하였다.

는 기회를 가졌다.

◦ 그간 제1~5차 그린라운드 테이블이 특정 주
제에 대해 유관기관, 학계 및 관련 기업들의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대학생들과 함께 기후변화의제에 대해 논의
하는 모의 협상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 그린라운드테이블은 기후환경･녹색경제 분
야에서 정부･국제기구･학계･기업 간 네트

쉍 외교부는 그린라운드 테이블과 같은 행사를
앞으로도 적극 활용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지
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관계부처, 국제
기구, 기업, 학계 등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발굴하
기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워크 형성, 협업 및 시너지 창출 방안을 논
의하기 위해 2016년 외교부 주도로 출범한
포럼으로 현재까지 5회 개최
쉍 동 행사에서는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
교국장의 환영사에 이어 김상협 ｢(사)우리들
의 미래｣ 이사장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파리
협정 이행을 위한 청년들의 이행방안”이라는
주제 아래 개막총회, 분과별(감축･재원･적응)
회의, 폐막 총회 순서로 진행되었다.
◦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환영
사를 통해 2015년 합의된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
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모의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주체가 되
어 미래의 환경문제를 논의하고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김상협 이사장은 격려사에서 미래세대의 주
역인 학생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2020년 이후
적용될 신기후체제에 적극 참여하여 자신들
의 의견을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
였다.

한-독 한반도 평화･안보 라운드테이블 개최
결과 (2019-09-25)
쉍 ｢한-독 한반도 평화･안보 라운드테이블*｣이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스테판 아
우어(Stephan Auer) 주한독일대사를 포함한
양국 외교부와 한반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
운데 9.25(수)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 (영문) ROK-Germany Roundtable on the
Korean Peninsula Peace and Security
◦ 이번 회의는 작년 7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독
외교장관 전략대화에서 양국이 한반도 정세
관련 반관반민(트랙 1.5) 대화 신설에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올해 최초로 개최되었다.
쉍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 양측은 북미 협상 동
향을 포함한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독일의 분단 극복 및 통일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달성
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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쉍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한반도 통일 관련 외교

- Lassina Zerbo CTBTO 사무총장, Heinz

정책 제언을 위해 2014년에 출범한 한독 통일

Fischer 前 오스트리아 대통령, 반기문 前

외교정책자문위가 2017년에 활동을 종료한

UN 사무총장, 김원수 前 UN 고위군축대

이후 한반도 문제 등 관련 양국 외교부와 전문
가들간 의견 교환 및 정책 대안 모색을 위한

표 등 참석
※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 모든 종류의

회의체를 다시 출범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으로 1996년 채택

를 갖는다.

- 2019.9월 현재 184개국 서명 / 168개국 비준
- 조약 발효를 위해 필요한 44개국 중 8개국

쉍 우리나라와 독일 양측은 이번 ｢한반도 평화･

(북한, 인도, 파키스탄, 미국, 중국, 이스라

안보 라운드테이블｣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

엘, 이란, 이집트)이 비준을 하지 않아 아직

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동 라운드테이블을 한

미발효 상태

반도 문제 등 관련 한독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 CTBT 발효촉진회의(Conference on Facilitating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회의체로 지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TBT) : CTBT

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제14조는 채택 3년 후 미발효시 당사국들이
발효촉진 방안을 협의하는 회의를 격년마다
개최하도록 규정(1999년 이래 홀수연도에

강경화 외교장관, ｢제11차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발효촉진회의｣ 참석 (2019-09-26)

개최되며, 짝수연도에는 우호국 외교장관회
의 개최)
쉍 이번 회의는 유엔 사무총장 주최 하에 조약 서

쉍 강경화 장관은 제74차 유엔 총회 계기 9.25.(수)

명･비준국과 더불어 미서명국, 국제기구 및

유엔 본부(뉴욕)에서 개최된 ｢제11차 포괄적핵

NGO 대표 등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 포함

실험금지조약(CTBT: Comprehensive Nuclear-

50여개국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Test-Ban Treaty Organization) 발효촉진회의｣
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 당사국들은 △조약 발효를 위해 필수적인 44
개국 중 아직 서명･비준을 마치지 않은 국가들

◦ 강 장관은 기조 발언을 통해 △국제 핵군축･

의 조속한 서명･비준 촉구, △북핵 문제 관련

비확산 체제에 있어 CTBT의 중요성 강조, △

정상 차원의 외교적 노력 환영, △조약 조기발

조약 발효요건국 8개국의 조속한 서명･비준

효를 위한 구체조치 실행 장려 등을 내용으로

촉구, △‘CTBTO-Youth Dialogue’ 개최* 등

하는 ‘최종 선언문(Final Declaration)’ 채택

우리나라의 CTBT의 조기발효 및 핵비확산체
제 강화를 위한 기여 소개,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지지 등 당부

제4차 유엔 군축 연수단 방한
(2019-09-26)

* 우리나라는 2019.5.31. 연세대에서 CTBT
포함 국제 핵비확산 논의에 대한 우리 청년

쉍 외교부는 군축분야 외교 현장에서 활동하고

들의 관심 증대를 위해 국내 학생 대상

있는 25개국 25명의 외교관으로 구성된 유엔

‘CTBTO-Youth Dialogue’ 행사 개최

군축 연수단을 방한 초청하여 9.27.(금)-2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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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일간 △외교부 간담회 참석, △판문점 및 전
쟁기념관 방문 등 밀도 있는 일정을 진행할 계

강경화 외교장관, 유네스코(UNESCO)
사무총장 면담 (2019-09-26)

획이다.
※ 이번 군축연수단은 유럽 지역 6명(독일, 스위

1.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제74차 유엔총회 참석 계기

스, 아르메니아, 프랑스, 루마니아, 세르비아),

9.25.(수) 오후 뉴욕에서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미주 지역 4명(아르헨티나, 도미니카, 파나

(UNESCO) 오드레 아줄레(Audrey Azoulay) 사

마, 트리니다드토바고), 아태 지역 5명(캄보

무총장을 면담하고, 한반도 평화･번영, 교육, 인

디아, 인도, 스리랑카, 동티모르, 한국), 아프

공지능(AI) 윤리규범 성안 등의 분야에서 한-유

리카･중동지역 10명(바레인,베냉, 부룬디, 카

네스코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메룬, 이집트, 가봉, 이라크, 남아공, 팔레스
타인, 탄자니아)로 구성

2. 특히, 아줄레 사무총장은 9.24.(화) 우리 대통령

◦ 유엔 군축연수단은 1978년 유엔 총회 결의

이 총회 기조연설에서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S-10/2)를 통해 개설된 이래, 유엔 회원국들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 추진 의사를 밝힌데

의 군축 분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대해 원대한 구상이라고 환영하고, 유네스코는

26-35세의 젊은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운영되

이 구상을 지지하고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

어 왔으며, 약 2개월간 유엔, 국제원자력기구

고 하였다.

(IAEA) 등 관련 국제기구 소재지(미국, 오스트
리아, 스위스 등)와 회원국 초청에 따라 방문

3. 강 장관은 세계유산 및 기록유산 등 유네스코

◦ 외교부는 2016년부터 유엔과 공동으로 한국

유산 제도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사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군축 분야

무국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이 제도와 관련한

에서 유엔 및 참가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결정 및 약속 사항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

계기로 활용

록 사무국의 각별한 관심과 독려를 당부하였다.

쉍 금번 군축연수단의 방한일정은 △외교부 부내

4. 아울러, 강 장관은 9.25.(수) 유네스코의 2050년

간담회 참석, △판문점 및 전쟁기념관 방문, △

을 향한 ‘교육의 미래에 대한 구상’*이 공식 출

경복궁 시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범되었음을 축하하는 한편, 유네스코의 ‘전략적

9.27.(금) 오찬에는 군축연수단과 외교부내 해

전환을 위한 고위급 검토 그룹’**일원으로 안

당 국가 담당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자유로운

호영 前 주미대사를 인선한 것에 대해 적임자라

의견 교환을 가질 예정이다.

고 평가하면서 사의를 표하였다.

◦ 9.27.(금) 외교부 간담회에서는 한반도의 완전

* 교육의 미래에 대한 구상(Futures of Education

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

Initiative) : 미래 교육 담론 마련에 기여하기 위

부의 노력 설명 계획

한 유네스코의 2021년 교육의 미래(The Futures
of Education : Learning to Become) 보고서

쉍 외교부는 앞으로도 유엔 군축 연수단 방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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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군축 분야에서

** 전략적 전환을 위한 고위급 검토 그룹(High-

유엔 및 연수 참가 국가들과의 다층적･장기적

Level Reflection Group for Strategic Trans-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formation : 유네스코의 2022-29년 중기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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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사무총장이
지역, 전문분야, 성별 균형을 감안하여 위촉
한 국제적 저명인사 12명으로 구성

위한 협력 방안 논의
◦ 아울러, 내년 안보리 결의 1325호 채택 20주
년을 앞두고 향후 분쟁하 성폭력 대응 및 예방
과정에서 양자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
대한다고 언급

제74차 유엔 총회 계기, 분쟁하 성폭력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 면담
(2019-09-26)

※ 안보리 결의 1325호(2000년) : 분쟁하 성폭
력 대응･예방 및 평화구축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등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다룬
안보리 차원의 첫 결의

쉍 강경화 장관은 제74차 유엔 총회 참석 계기 ｢프
라밀라 패튼(Pramila Patten)｣ 분쟁하 성폭력 유

쉍 패튼 특별대표는 한국이 ｢제1차 여성과 함께

엔 사무총장 특별대표와 9.25.(수) 15:00-15:50

하는 평화 국제회의｣ 개최 등 분쟁하 성폭력을

간 면담을 갖고, 분쟁하 성폭력 대응 및 예방

포함한 여성･평화･안보 의제 관련 국제사회의

관련 양측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

논의에 적극 기여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면서,

환하였다.

앞으로도 이 분야에서의 협력이 지속 확대되

※ 분쟁하 성폭력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실(Office

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Sexual Violence in Conflict)

쉍 패튼 특별대표의 ｢제1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

- 분쟁하 성폭력 관련 ▴책임자 처벌･사법역

화 국제회의｣참석 계기 면담 이후 두 달 여만

량 강화를 위한 국가제도 강화, ▴여성･여

에 이루어진 이번 회담은 여성･평화･안보 의

아 중점 보호 및 역량 강화, ▴유엔내 관련

제 이행을 위한 유엔 차원의 활동 등 현안에

활동간 협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안보리 여

대한 양측의 의견을 교환하고, 양측간 지속적

성･평화･안보 관련 결의(1888호)에 따라

인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2009년 설치

평가된다.

쉍 강 장관은 지난 7월 우리나라가 ｢여성과 함께
하는 평화｣ 구상의 일환으로 개최한 제1차 국
제회의(7.2.-3., 서울)에 패튼 특별대표가 참석

제15차 믹타 외교장관회의 개최
(2019-09-27)

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올해 분쟁하 성폭
력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직 설치 10주년을

쉍 강경화 외교장관은 9.26(목) 뉴욕에서 제74차

축하하면서, 앞으로도 분쟁하 성폭력 철폐를

유엔총회 계기 개최된 제15차 믹타(MIKTA: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길 바란다고 하였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 외교장

※ 제1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개최

관회의에 참석했다.

(7.2-3, 서울) : 패튼 특별대표, 무퀘게 노벨평

※ 믹타(MIKTA):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

화상 수상자,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등 다수

키, 호주로 구성된 중견국 협의체로 2013.9월

고위급 인사 포함 총 55개국 300여명 참석

제68차 유엔총회 계기 출범

/ 전세계 분쟁하 성폭력 현황 및 대응･예방을

※ 제15차 믹타 외교장관회의 수석대표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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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Marcelo Ebrard 외교장관
- (인도네시아) Retno Marsudi 외교장관

한-영 차관급 고위경제대화 신설 MOU
서명 (2019-09-29)

- (터키) Mevlut Çavuşoğlu 외교장관
- (호주) Gillian Bird 주유엔대사

쉍 외교부는 한-영간 경제협력 확대･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노력의 일환으로 9.30.(월)

쉍 동 회의 참석자들은 △다자주의 및 규범 기반

서울에서 ｢한-영 차관급 고위경제대화(Senior

국제교역질서 강화 △한반도 최근 정세 △중

Economic Dialogue) 신설 MOU｣ 서명식을 개

남미 지역 이주 및 개발 △아세안의 인도-태평

최할 예정이다.

양 관점 등 최근 국제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
했다.
◦ 강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

※ 양국 외교부는 올해 초, 영국의 유럽연합 탈
퇴(이하 브렉시트) 이후 한-영간 경제협력 강
화를 위한 한-영 차관급 고위경제대화(SED)
신설에 합의 후, 동 MOU 체결 추진

명하고 믹타 회원국들의 꾸준한 관심과 지지

◦ 상기 MOU는 이태호 2차관과 헤더 윌러(Heather

를 당부했으며, 여타 참석자들은 한반도 상황

Wheeler) 영국 외교부 아시아태평양담당 국

진전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 노력에 지지를 표

무상이 각각 서명할 예정임.

명했다.

※ 서명 일시 및 장소 : 2019.9.30.(월) 11:30,

◦ 또한, 참석자들은 최근 난민, 기후변화 등 전

외교부 18층 리셉션홀

지구적 규모의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을 중
심으로 한 다자주의 강화 필요성이 어느 때보

쉍 한-영 양국간 차관급 고위경제대화 신설을 위

다 크다는 점에 공감하고, 믹타 차원에서도

한 MOU 체결은 ▴8.21.(수) 채택된 한-영 공

다자주의 강화를 위해 역할을 확대해 나가기

동성명(Joint Statement, 브렉시트 이후 한-영

로 했다.

간 지속적인 협력 강화 목적), ▴8.22.(목) 정식
서명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브렉시트 이

쉍 한편, 참석자들은 2013년 9월 출범한 믹타가

후 통상관계 안정성 확보 차원)에 이어, 한-영

올해 6년차에 접어들면서 제도화가 상당 수

양국간 경제협력의 중요성 및 지속적 협력 의

준 진전된 만큼, 앞으로 국제사회 당면 현안

지를 다시 한 번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될

의 해결에 있어 믹타의 기여도와 가시성을 제

것으로 평가된다.

고할 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긴밀히 협의하기
로 했다.

※ 한-영 공동성명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핵
심 가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대량살

◦ 특히, 강 장관은 올해 의장국인 멕시코에 이어

상무기 확산 방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내년 우리나라가 믹타 의장국을 수임할 예정

와 항구적 평화정착, ▴무역 자유화 및 국제

임을 상기하면서, 우리나라가 내년 의장국으

규범에 입각한 투자 증진, ▴지속가능 개발

로서 회원국 간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믹타

등을 위한 양국의 협력 의지 ▴정치, 경제,

활동의 가시성 제고와 추가적 동력 확보를 위

사회, 문화 분야에서의 양국 관계 강화 등 내

한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용 규정
쉍 한-영 양국은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도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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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상호 호혜적인 방식으로 양측간 새로운 경

트 III) 선거에서 대한민국은 투표에 참여한

제협력 기회를 창출하기 위하여, 기존 협력 관

177개 국가 중 총 164표를 얻어 역대 최다 득

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는 제도적 틀로서 한-

표수로 이사국 7연임에 성공하였다.

영 차관급 고위경제대화를 신설, ▴양자 경제

* PartIII 이사국 당선국 : 우리나라(164표), 그

협력, ▴기업진출, ▴다자협력, ▴지역정세 등

리스(159표), 페루(157표), 도미니카공화국(154

다양한 의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표), 튀니지(153표), UAE(152표), 파라과이

◦ 특히, 양측은 동 MOU를 기반으로 양자 경제

(151표), 코트디부아르(147표), 잠비아(145표),

협력 및 기업진출과 관련, 정보통신기술(ICT),

코스타리카(144표), 말레이시아(143표), 적도

연구개발(R&D), 기후변화 및 환경, 에너지,

기니(138표), 수단(126표) / 낙선국 : 카타르

금융,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등 분야에서의 협

(112표)

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임.

** 역대 대한민국 득표수 : ’01년 109표, ’04년
125표, ’07년 124표, ’10년 141표, ’13년 156

쉍 상기 서명식 후, 2차관과 영국 아태담당 국무

표, ’16년 146표

상은 오찬 면담을 갖고, 양국간 경제협력 현황,
고위경제대화 운영 방안 및 차기 회의 개최 일

쉍 우리나라는 올해 초부터 전 재외공관을 통해

정을 협의한 후 브렉시트 관련 전망 및 준비

적극적인 지지교섭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 이번 총회에 국토교통부, 외교부 및 국내 항공
관련 기관들로 구성된 대표단(수석대표 김현

쉍 앞으로 외교부는 한-영 차관급 고위경제대화

미 국토교통부장관)을 몬트리올에 파견하여

를 통해 영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지속

면담이나 각종 리셉션 계기에 각 회원국 대표

적으로 논의해 나가면서, 양국간 협력관계를

들을 일일이 접촉하여 막바지 지지교섭 활동

더욱 공고히 하고 공동번영의 기반을 더욱 공

을 펼쳤다.

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선거 전날인 9월 30일 저녁,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개최하는 ‘한국의 밤’ 리셉션에는 수
많은 각국 대표단들이 참석하여 문화체육관

우리나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7연임 성공 (2019-10-02)

광부와 함께 준비한 우리 전통공연을 즐겼으
며, 우리의 ICAO 이사국으로서의 위상과 기
여를 홍보하는 자리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쉍 외교부 및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쉍 우리나라는 ’01년 최초로 이사국에 선출된 이

(ICAO)* 총회에서 이사국에 선출되어, 7연임

후 지금까지 전세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되었다고 밝혔다.

항공분야 무상교육훈련 실시, 안전기금 지원,

*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우리나라 전문가의 ICAO 사무국 파견, 안전

: 1947년 설립, 우리나라는 1952년 가입, 이사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등 이사국으로서

국 6연임 중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쉍 10월 1일 14:00(현지시각) 치러진 이사국(파

쉍 이번 ICAO 이사국 7연임은 대한민국이 세계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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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의 주역으로서 활약하고 있음을 재확인시

국장이, 세계식량계획측에서는 우테 클라메르

켜 주었으며,

트(Ute Klamert) 대외협력 사무차장보가 각각

◦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항공안전 및 보안 강화
를 위한 기술개발, 지속가능한 성장, 기후변화
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항공 탄소 상쇄 및 저감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 한-세계식량계획 정책협의회는 2015년 이후
매년 개최

계획(CORSIA)* 이행 등 초국가적 대응 노력
에 적극 동참하여 국제항공사회 발전을 위한

2. 오 국장은 한국과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반세기

기여와 항공분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동시 달

를 함께 해 온 동반자적 관계로서, 최근 급증하

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는 인도적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 CORSIA(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분쟁 및 재난 지역의 여성, 아동, 난민 등 취약한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항공교

계층이 위기를 극복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통량 증가로 기술적 수단만으론 감축목표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Reduction) 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
장기반조치(MBM)를 통해 상쇄(Offset)시
킨다는 개념

3. 클라메르트 사무차장보는 한국은 세계식량계획
의 주요 공여국이며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를 통
해 세계식량계획의 사업 내실화에 크게 기여하

쉍 UN 전문기구인 ICAO는 국제항공을 체계적

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기아 문제를 극복한 모

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1947년 설립되었으며,

범 국가인 한국과 전 세계 인도적 위기 대응을

항공산업 관련 전 분야 국제표준화를 주도하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하였다.

고, 항공 관련 기준과 지침 등을 결정하는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4.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한-세계식량계

◦ 특히, ICAO 이사회는 매 3년 마다 열리는 총

획 협력 전반, △세계식량계획의 혁신적 사업

회에서 피선된 36개 이사국 대표로 구성되며

방식을 통한 지원 효과성 제고 노력, △국내 쌀

국제항공에 적용되는 항공운송 관련 각종 기

을 활용한 개도국 식량원조 진행 상황, △대북

준을 제･개정 하는 ICAO의 실질적 의사결정

인도지원 사업, △우리 국민의 세계식량계획 진

기구이다.

출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유엔 최대 인도적 지원 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과 전 세계 취약
계층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2019-10-07)

바르샤바 프로세스 사이버안보 작업반 회의
개최 결과 (2019-10-08)
쉍 한국, 미국, 폴란드 3국이 공동 주최한 바르샤
바 프로세스 사이버안보 작업반 회의가 50여

1. 외교부는 2019.10.7.(월) 09:00-13:00간 서울에

개국 120여명의 정부 인사와 전문가들이 참석

서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

한 가운데 10.8.(화)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

과 제5차 연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되었다.

회의에 우리측에서는 오현주 외교부 개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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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회의는 올해 2월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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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중동 평화･ 안보 증진을 위한 장관급

응하는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등 안전하고 평

회의(일명 바르샤바 프로세스)｣의 후속조치

화로운 사이버 공간을 만들어가기 위한 국제

로 설립된 7개의 작업반 중 최초 개최

사회의 노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쉍 개회식에 이어 속개된 본 회의에서는 △사이
버 위협 동향, △사이버 안보 협력 체제, △사
이버 공간에서의 책임있는 국가행동 규범 등

제74차 유엔총회 계기, 한국의 수출통제
노력 및 우수성 홍보 (2019-10-09)

에 대한 각국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
되었다.

1. 유엔 본부(뉴욕)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74차 유

◦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경

엔총회 1위원회 계기에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

찰청 전문가가 컴퓨터 침해사고대응팀(CERT)*

부는 함께 10.8(화) 13:15-14:30간 유엔총회 참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석국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이행의 실제(Export

공조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하였다.

Control in Practice)｣를 주제로 하는 부대행사

* 컴퓨터 침해사고대응팀(Computer Emergency

(side event)를 개최하였다.

Response Team, CERT): 컴퓨터 및 인터넷

◦ 이번 행사는 아태수출통제협회(CAPTCIS), 전

침해사고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

략물자수출자연합(SIEPS)와 공동으로 개최되

호 전문가로 구성된 팀

었으며, 국･내외 수출통제 분야 전문가가 패
널로 참여하여 △비확산과 수출통제, △수출

쉍 공동 의장인 김건 외교부 국제안보대사는 아

통제 이행 및 도전과제, △수출통제 이행 최적

래 요지의 성명을 발표하고 폐회하였다.

관행, △수출통제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을 주

◦ 사이버공간에서의 안정성을 증진하고 악의적

제로 발제 및 토의(주재 : 임상범 외교부 원자

인 사이버 행위에 따른 잠재적 분쟁을 예방하

력비확산외교기획관)

기 위해서는 국가간, 지역간 협력이 긴요함.

※ 아태수출통제협회(CAPTCIS) 및 전략물자

◦ 각국 정부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개발·이

수출자연합(SIEPS)는 각각 아시아･태평양,

행, △핵심 기반시설 보호, △컴퓨터 침해사고

유럽지역에서 수출통제 분야 국제협력을

대응팀(CERT)간 협력, △사이버범죄 대응 등

주도하고 있는 단체

자체 역량 및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패널 위원으로 △조지 탠(George Tan) 아태

◦ 각 국은 그간 유엔 정부전문가그룹(GGE) 보

수출통제협회장, △산드로 제로(Sandro Zero)

고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기존 국제법이

전략물자수출자연합회장. △유준구 국립외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됨을 확인하며, △책임

교원 교수,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

있는 국가행동에 관한 자발적이며 비구속적

원 등 참석

인 규범을 준수하고, △신뢰구축조치(CBMs)
를 발굴·이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

2. 이번 행사는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노력 및 그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 알려 우리나라 제도에

쉍 이번 회의는 아시아, 중동, 유럽, 미주 등의 주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각국

요 국가들이 참여하여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

참석자들은 우리의 수출통제 노력을 평가하고,

과 우수 사례들을 공유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

실제 운영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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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기조
발언을 통해, “첨단기술의 발전과 신흥경제의

우리 정부 글로벌펀드에 다년간 기여 계획
발표 (2019-10-11)

성장 등으로 국제수출통제체제가 새로운 도
전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유엔과 국제수출통

쉍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프랑스 리

제체제를 통한 지역 및 다자 차원의 노력이

옹에서 10.9.(수)-10.(목) 간 개최된 ‘에이즈,

가속화 되어야 함”을 강조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글로벌펀드(이하

- 특히 자유무역체제를 기반으로 국제수출통

글로벌펀드)’의 제6차 재정조달회의에 참석

제체제의 주요 회원국가로 발돋음한 우리의

하였다.

경험을 신흥경제국과 공유하면서 비확산, 반

◦ 글로벌펀드는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의 예방

테러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수출통제체제

및 치료 재원의 범세계적 조성을 위한 협력기

를 강화하는데 기여해 나갈 것임을 표명

구로 2002년 설립되었으며, 우리 정부는 2018

- 아울러 첨단기술의 국제가치사슬(global value

년부터 집행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등

chain)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한일 양국은

글로벌 펀드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해 오

첨단기술의 국제수출통제에서 공조 필요가

고 있다.

있기 때문에 양국 수출통제 당국간의 신뢰
회복과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화도 필요하
다고 강조

쉍 이번 재정조달회의에서 강 조정관은 2030년
까지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등 주요 감염병을

◦ 전문가 패널 토의에서는 패널로 참석한 유준

퇴치하자는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

구 국립외교원 교수와 김진아 한국국방연구

성에 기여하고자 향후 3년간 글로벌펀드에 대

소 연구원이 각각 수출통제 이행 모범사례로

한 기존 기여를 약 2배 증액할 계획임을 발표

서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현황을 설명하고, 수
출통제 분야 국제협력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활동을 적극 소개

하였다.
※ 우리 정부는 2017-2019년간 글로벌펀드에
1,250만불 기여

3. 한편, 우리 대표단은 이번 1위원회 기간 중에

쉍 이번 회의에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빌 게이

수출통제 관련 국제논의를 주도하는 주요 참가

츠 마이크로소프트 고문 등 다수의 각국 정부,

국 대표단과 양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이 참석하여 글로벌펀

◦ 이를 통해 한국이 국제수출통체제의 규범을

드의 2020-2022년간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모범적으로 준수하며 철저한 수출통제 제도

국제 사회의 계획을 논의하였으며, 목표 금액

를 운영하고 있음을 설명

인 140억불 이상의 공약을 이끌어 내는 성과

◦ 아울러,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는 기업들의 핵심 부품조달의 불확실성

◦ 우리 정부는 글로벌 펀드에 대한 기여등을 포

을 증폭시킴으로써 국제 가치 사슬(global value

함하여 감염병 예방, 퇴치를 통한 전세계 보건

chain)을 교란하는 등 실질적인 문제를 야기

안보 증진에 지속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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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핵/방사능테러
대응 워크숍 개최 (2019-10-15)

스 등 아세안 회원국을 초청하여, 핵안보 분야
아세안 및 국내 전문가 간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향후 이 지역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나가는 계

1. 외교부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다져온 핵안보

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역량을 기반으로 국제핵/방사능 테러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10.16(수)-18(금) 간 서울에
서 ｢세계핵테러방지구상 (GICNT*) 워크숍｣을
개최한다.
*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외교부, 태평양 지역 13개 도서국가와
한국-태평양 도서국간 연계성 증진 및
실질분야 협력방안 논의 (2019-10-17)

◦ GICNT는 미-러 양국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핵테러대응 국제 협력체제로, 핵안보에 있어

쉍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고위관리회의(The 6th

서 차별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제원자력

Korea-Pacific Islands Senior Officials’ Meeting)

기구(IAEA)의 중심적 역할을 보완해 오고 있

가 10월 15일(화)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주

다는 평가(GICNT 회원국 89개)

최로 13개 태평양도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

◦ 우리나라는 2011년에도 제7차 GICNT 총회
를 개최

운데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 13개 태평양도서국 : 파푸아뉴기니, 피지, 솔
로몬제도, 바누아투, 팔라우, 마이크로네시

2. 이번 워크숍은 핵/방사능테러 대응 분야 전문가
들이 모여 공동의 도전과제를 확인하고 모범사

아, 나우루, 마셜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사
모아, 통가, 쿡제도

례를 공유하는 발전적 토론의 장으로, 패널 토

※ 고위관리회의는 우리나라와 태평양도서국간

의 및 도상훈련(TTX*)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례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는 협의체로서 2011

* Table Top Exercise, 가상의 시나리오를 바탕

년부터 매 3년마다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

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모의훈련

고, 회기 간에는 매년 고위관리회의 개최중

◦ 총 3일간 일정을 통해 △기관간 조정, △응급
의료 대응,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현장 대

쉍 금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국과 태평양도서

응, △대중 소통, △사후관리 등 핵/방사능 테

국간 △인적･경제적 연계성 증진 방안, △기후

러 대응을 위해 필요한 일련의 사항을 논의

변화, 해양･수산협력, 개발협력 등 실질분야
협력방안 및 △역내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

3.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환영사를 통

환하고, 내년도 제4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

해 핵안보체제 강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소개

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내실있는 준비

하고,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국내는 물론이고 역

를 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내 핵/방사능 테러대응 역량강화에도 기여 할
의사를 표명하고, 아울러 국가간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쉍 (인적, 경제적 연계성) 참석자들은 한국과 태
평양도서국이 무역･관광 분야 등에 있어 호혜
적 협력 잠재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

4. 이번 워크숍에는 내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히 살려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

에 앞서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라오

서, 한국과 태평양도서국간 인적･경제적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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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양 지역간 협력

대한 기여를 평가하고, 태평양도서국들의 다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한 개발수요에 맞는 지원 및 ODA 증액 필

◦ 특히, 참석자들은 한국과 태평양도서국간 인

요성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무상원조기본협

적 교류 및 관광을 비롯한 경제적 협력 증진에

정 체결 등 제도적 기반 마련도 지속 논의해

있어 지역을 잇는 직항노선의 중요성이 크나,

나가기로 하였다.

대한항공이 10월부터 인천-피지 난디간 직항

◦ 또한, 태평양 지역기구 및 대학을 비롯한 교육

노선을 중단한데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고, 직

기관과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항 재개설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한

과학 연구 분야 기술자문가의 파견을 검토해

국과 태평양도서국 간의 항공협정 체결 논의

줄 것을 요청하였다.

도 지속해 나갈 것을 희망하였다.
◦ 우리측은 한국과 태평양도서국간의 인적 교

쉍 태평양도서국들은 한국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류 및 중소기업들의 對태평양도서국 진출 등

그리고 항구적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노력을

통상･투자 증진을 통합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평가하고, 북미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져 의미

위한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있는 성과를 거둘 것을 기대하였다. 한편, 금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8월 제50회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정상회의
의장국인 투발루 대표는 정상회의 결과를 브

쉍 (기후변화대응) 참석자들은 태평양도서국들의

리핑하고, 한국이 PIF 대화상대국으로서 태평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그간의 글로벌녹색성장

양 지역 국가들과 적극 협력해오고 있음에 사

연구소(GGGI)의 역할을 평가하고, 기후변화

의를 표명하였다.

에 취약한 남태평양 지역에게 기후변화 대응
이 최우선 정책과제임을 감안, 이들 국가들의

쉍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內 주요국들의 다양한

지속적인 역량강화 확대 필요성과 함께 녹색

역내 구상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다양성, 개방

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에 대한 접근성

성, 법의 존중 등 가치를 준수하는 가운데 이

확대를 강조하였다.

들 역내 구상들과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해 나
가면서, 이를 통해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쉍 (해양, 수산협력) 태평양도서국 대표들은 한

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국이 태평양도서국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해
양수산 분야 다양한 인적 역량강화 프로그램

쉍 참석자들은 내년도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을 평가하고, 한국의 세계수산대설립에 대한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개최장소 선정 및

기대를 표명하면서, 향후에도 한국이 해양･

성과사업 등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

수산분야 과학 연구 및 인적 훈련을 통해 이

였다.

들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해양자원관리를 위

◦ 아울러, 참석자들은 한-PIF 협력기금 사업의

한 역량 증진에 계속 기여해 줄 것을 희망하

그간의 진행 현황 및 성과를 공유하고, 한-PIF

였다.

협력기금의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운영방식 개선에 대해 검토해 나가기로

쉍 (개발협력) 태평양도서국들은 그간 한국의 태
평양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 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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쉍 태평양도서국 고위관리들은 10월 14일(월)부
터 10월 17일(목)까지 진행된 이번 방한 기간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
주해 나갈 계획이다.

중 대우조선해양(거제)을 방문, 한국의 조선
산업 현장을 시찰하고, 해동용궁사 및 바다상
점 등을 둘러보면서, 부산의 향취와 문화를 경
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우리나라,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당선
(2019-10-18)

외교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와
재생에너지협력 세미나 공동 개최
(2019-10-18)
쉍 외교부는 오는 10월 22일(화) 서울 코엑스(3층 회
의실 E2)에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
는 국제기구인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쉍 우리나라는 2019. 10. 17.(목) 유엔 본부 총회
회의장에서 실시된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이사국 선거에서 2020-22년
임기 이사국에 당선되었다.

와 ｢한-IRENA 재생에너지협력 세미나｣를 공
동 개최한다.
* 2011년 4월 설립된 IRENA는 UAE 아부다비
에 사무국을 두고, 독일 본에 혁신기술센터

◦ 우리나라는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초대 이

(IITC, Innovation and Technology Centre)를

사국으로 진출한 이래, 금번 당선으로 5번째

운영중에 있으며, 출범 이후 8년이란 짧은 시

로 이사국을 수임하게 된다.

간안에 설립 당시 78개 회원국에서 현재 160개

※ 우리나라는 2006-08년, 2008-11년, 2013-15

회원국으로 확대될 만큼 국제사회의 에너지 전

년, 2016-18년 임기 인권이사회 이사국 역

환을 주도하는 권위있는 국제기구로 발전

임(인권이사회 규정상 3회 이상 연임 불가)

◦ ｢한-IRENA 재생에너지협력 세미나｣는 10월
23일부터 25일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쉍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 그룹에는 4개 공석에

세계 최대 규모 재생에너지 분야 국제 컨퍼런

우리나라, 일본, 인도네시아, 이라크, 마셜제도

스인 ‘2019 서울 세계재생에너지총회(KIREC

5개국이 입후보하였으며, 이 중 우리나라 외

SEOUL 2019)’의 부대행사로 개최하게 되어

인도네시아, 일본, 마셜제도가 당선되었다.

더욱 주목

쉍 이번 인권이사회 이사국 당선은 우리나라가

쉍 이번 세미나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

그간 국내외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기울여 온

교국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글로벌 에너

노력과, 국제 인권 증진에 건설적으로 기여하

지 전환 : 동향과 전망’, △‘전력 부문 탈탄소

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국제 사회가 평가했다

화 : 동향과 전망’, △‘최종 에너지소비 부문

는 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산업/교통/건물) 탈탄소화 : 동향과 전망’등
총 3개의 분과로 나누어 전문가 발표와 토의를

쉍 우리 정부는 향후 3년간 인권이사회 이사국으

진행한다.

로서 주요 국제 인권 문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 [제1분과]에서는 니콜라스 웨그너(Nicholas

참여하고, 전 세계 인권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Wagner) 국제재생에너지기구 혁신기술센터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보편적 인권

프로그램 담당관과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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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이 국제사회의 전반적

써 우리나라 에너지 협력 외교의 외연을 넓히

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동향을 소개 예정

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어 <제2분과> 와 <제3분과> 에서는 웨그너
담당관, 제갈성 한전 전력연구원 수석연구원,

쉍 금번 포럼은 트세렌필 다바수렌(Tserenpil Dava-

강승우 국제재생에너지기구 혁신기술센터 바

asuren) 몽골 에너지부 장관, 프란세스코 라 카

이오에너지 분석관, 연순화 한국에너지기술

메라(Francesco La Camera) 국제재생에너지기

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각각 발표를 통해 탈탄

구(IRENA) 사무총장, 토마스 카버그(Tomas

소사회 구현을 위해 전력, 산업, 교통, 건물 분

Kaberger) 재생에너지연구소(REI) 이사회 의

야에서 재생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이용되고

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 동북아전력망 연계

있고, 재생에너지기술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추진 협력 현황 및 계획, △ 아시아개발은행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

동북아전력계통연계(NAPSI: Northeast Asia
Power Interconnection) 연구 프로젝트 결과

쉍 정기용 국장은 “오늘의 논의가 청정에너지로

보고, △ 동북아전력망 연계 국가간 협력 이행

의 에너지 전환을 촉진시키고 지속가능발전목

방안 제언 등 총 3개의 분과로 나누어 전문가

표(SDGs)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

발표와 토의를 진행합니다.

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쉍 정기용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동
북아전력망 연계는 역내 경제협력, 기후변화

외교부, 동북아전력망 연계 및 협력 포럼
2019 개최 (2019-10-22)

공동 대응, 평화･안정에 대한 기여 측면에서
의미있는 구상이며, 금번 포럼이 미래 동북
아전력망 연계를 위한 역내 국가의 협력 진

쉍 외교부는 10월 24일(목) 서울 코엑스(3층 회의
실 E6)에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

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
니다.

회 동북아사무소(UNESCAP-ENEA), 아시아
개발은행(ADB), 한국전력과 함께 ｢동북아전
력망 연계 및 협력 포럼 2019(North-East Asia
Regional Power Interconnection and Cooperation

다자외교조정관, ICRC 부총재 면담
(2019-10-23)

Forum 2019)｣를 공동 개최합니다.
※ 동북아전력망연계 : 청정 재생에너지 전력 공

쉍 강정식 다자외교조정관은 한국을 방문한 질스

급 잠재력이 높은 몽골(풍력, 태양광)과 러시

까르보니에(Gilles Carbonnier) 국제적십자위

아(수력)가 전력수요가 높은 한국, 중국 등으

원회(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로 송전하는 구상

Red Cross) 부총재와 2019.10.23.(수) 오후 면

◦ 외교부는 ｢2019 서울 세계재생에너지총회(KIREC
SEOUL 2019: 2019. 10.23.-25, 서울 COEX)｣

담을 갖고, 한-ICRC간 협력 증진 방안 등에 관
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계기에 ①｢한-IRENA 재생에너지협력 세미나

232

(10.22)｣에 이어 ②｢동북아전력망 연계 및 협

쉍 강 조정관은 작년 ICRC 한국사무소 설립협정

력 포럼 2019 (10.24)｣을 연이어 개최함으로

체결이 ICRC의 한국내 활동 증진 및 한-IC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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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협력 강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세계 주요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

제74주년 유엔의 날(10.24.) 기념행사
참석 (2019-10-24)

한 한-ICRC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자고
하였다.
※ ICRC 한국사무소 설립 협정(｢대한민국 정부

쉍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24.(수) 유엔의 날을
맞이하여 유엔 한국협회 주최로 서울 더플라

와 국제적십자위원회 간의 협정｣)

자 호텔에서 개최된 ‘제74회 유엔의 날 기념

- △ICRC의 법인격, △통신･서신 등 ICRC의

오찬’에 참석, 기념 연설을 시행하였다.

한국내 업무 수행, △직원의 대우 등 ICRC

※ 유엔 총회는 유엔 헌장이 발효된 날(1945.

한국사무소 활동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10.24.)을 기념하기 위해 ‘유엔의 날(UN Day)’

있으며, ‘18.2월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피터

로 지정

마우러 ICRC 총재 간에 서명되어 ‘18.9월
발효

※ 유엔한국협회는 유엔에 대한 국민의식을 고
취하고 유엔 관련 연구, 조사, 출판 등 업무를

◦ 아울러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중

수행하는 외교부 등록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견국으로서 ICRC를 통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

매년 유엔의 날 기념행사, 전국대학생 모의유

해왔음을 언급

엔회의, 유엔 관련 세미나 및 강연회 등 개최

※ 우리 정부의 ICRC를 통한 인도적 지원 :
30만불(13년) → 175만불(14년) → 220만불
(15년) → 235만불(16년) → 450만불(17년)
→ 375만불(18년) → 460만불(19년, 예정)

※ 유엔의 날 기념 행사(오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10.24.(목) 12:00-14:00,
더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
- 프로그램 : 유엔한국협회 회장 대행 개회사,
유엔 사무총장 영상메시지, 외교부 장관 기

쉍 까르보니에 부총재는 ICRC 한국사무소 설립

조연설 등

협정 체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지원과 협력에

◦ 강경화 장관은 연설에서 유엔에 대한 시민사

사의를 표하고, ICRC에 대한 한국의 지원이

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유엔한국협회의

지속 확대되었다면서 전세계 인도적 위기 대

노력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지난 74년간 유

응을 위한 한국과 ICRC간 협력 확대를 희망하

엔이 이룬 성과를 되짚어보고 △국제평화와

였다.

안보, △여성･인권, △기후변화, △지속가능

◦ 아울러 그간 ICRC는 평양사무소 운영을 통해
북한에서 식수･의료 지원 등 활동을 전개해왔
음을 설명하고, 이러한 인도적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개발 등 유엔의 핵심 가치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를 소개하였다.
◦ 또한, 최근 제74차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
통령이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의 국
제평화지대화 등 한반도 평화 정착 과정에서

쉍 이번 면담은 세계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ICRC의 활동 등 현안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교환하고, 양측간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재확
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의 우리 구상을 소개하고, 국제사회와 유엔의
지지를 당부하였다.
◦ 이번 유엔의 날 기념행사에는 주한 외교사절,
주한 국제기구 대표, 정부 인사, 유엔한국협회
회원, 학계 및 언론계 인사 등 160여 명이 참
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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쉍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은 10.24.(수) 유엔의

중용도품목 및 재래식무기 수출통제를 담당

날을 맞이하여 부산시 주최로 유엔기념공원에

하는 회의체로 연간 총회, 일반실무그룹 회

서 개최된 ‘제74주년 유엔의 날 기념식’에 참

의, 전문가 회의 등 개최

석하여 기념사를 시행하였다.

- 일반실무그룹 회의시에는 △전략물자 확산

※ 유엔의 날 기념식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10.24.(목) 11:00-11:40,
부산시 남구 유엔기념공원
- 프로그램 : 국기에 대한 경례, 기념사, 헌화,
조총, 묵념, 추모공연 등

동향, △각 회원국 국내 수출통제체제 이행
현황, △비회원국 대상 아웃리치 활동 등에
대해 논의
◦ 우리 대표단은 모범적인 국제 수출통제체제
회원국으로서 바세나르체제 발전에 지속 기

◦ 이태호 제2차관은 기념사에서 유엔의 지원과

여해 나갈 것을 공약하면서, △우리 정부의 수

참전용사의 희생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유엔

출통제 노력 및 성과를 소개하고, △바세나르

무대에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기여 의지를

체제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표명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 과정에서 국제사
회와 유엔이 함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번 유엔의 날 기념식에는 참전용사 후손, 참
전국 대사를 비롯한 외교사절, 부산광역시장을

2. 이번 회의 계기에 각국 참석자들은 우리의 수출
통제체제의 우수성을 평가하고, 수출통제 정책
및 운영 현황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비롯한 부산기관장 등 600여명이 참석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국장은 회의

※ 부산시는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군 묘지인

발언을 통해 한국을 비롯한 각국이 다양한 백

유엔기념공원 소재지로 매년 유엔 창립을

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념하고 한국전 참전용사를 추모하는 취

는 점을 설명하며, 관련제도 운영에 있어 바세

지의 기념식을 개최

나르체제 기본지침의 원칙과 정신을 준수하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쉍 유엔의 날을 기념하는 이번 행사 참석을 통해

- 특히, 이중용도 품목 등 전략물자의 불법수

한반도에서 유엔이 갖는 의미를 되돌아보고

출을 방지한다는 바세나르체제의 목표를 달

한-유엔 관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생각해볼 수

성하면서도 선량한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

있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도록 두 원칙간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더불어 수출통제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2019년 바세나르체제 일반실무그룹(GWG)
회의 참석 (2019-10-25)

하기 위해 각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변화가
있을 경우 사전에 관련국과 정보를 교환하
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할 필요가 있다고

1.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0.23.(수)-24.(목)
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추계 바세나

언급하며,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을 당
부하였다.

르체제(WA: Wassenaar Arrangement) 일반실

◦ 한편 우리 대표단은 산업부 주최 무역안보의

무그룹(GWG: General Working Group) 회의

날(7.3.) 및 방사청 주최 방산기술보호 국제컨

에 우리측 공동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퍼런스(6.20.) 개최, 전략물자관리원의 카자흐

※ 바세나르체제 :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중 이

스탄 및 우즈베키스탄과의 양자협의 등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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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올해 아웃리치 활동을 소개하고, 내년도 아
웃리치 계획을 공유하였다.

GGGI 제8차 총회 및 제12차 이사회
(10.24., 서울) 개최 결과 (2019-10-25)

3. 아울러, 우리 대표단은 이번 회의 참석 계기 수

쉍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출통제 관련 국제논의를 주도하는 주요 바세나

Institute, GGGI)는 10.24.(목) 서울에서 제8차

르체제 회원국들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총회 및 제12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 우리 대표단은 양자면담을 통해 일본측의 수

◦ 이번 회의는 반기문 총회 회장 겸 이사회 의장

출규제 강화조치가 선량한 민간거래를 저해

주재로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수석대표 :

하지 않는다는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에 위

외교부 유연철 기후변화대사)를 포함한 36개

배되며,

회원국 정부 대표, △옵서버 국가 정부대표 등

- 특히, 일본측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100여명이 참석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는 한국에 대해서만

◦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 회원국 발표, △전략

과도하게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수출 제

2030 채택, △운영 및 예산 관련 사항 보고,

한적이고 차별적 조치로 WTO 협정을 명백

△신규 이사국 선임 등을 논의

하게 위반하고 있어, 지난 9월 한국 정부가
일본측의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고 설명
하였다.

쉍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는 2012년 국제기구로
설립된 이후 7년 사이 회원국이 36개국으로

◦ 더불어, 우리 대표단은 GWG회의에 참가한

증대되었으며, 녹색성장, 기후변화 및 지속가

주요국 대표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

능발전 관련 글로벌 이슈를 선도하는 주요 국

고, 국가별 화이트리스트 운영현황에 대한 조

제기구로 성장하고 있다.

사결과를 공유하며 이와 관련한 우리측 의견
을 설명하였다.

쉍 우리 정부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우리나라의

- 우리 대표단은 화이트리스트 제도가 전략물

2020년 ｢제2차 P4G 정상회의｣ 개최 계획을 발

자 불법수출을 방지하면서도 선량한 민간거

표하고 회원국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다.

래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신뢰할

※ P4G :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만한 상대국에 전략물자 수출허가 관련 우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대를 제공하는 조치인 만큼,

Goals 2030)

- 갑작스러운 화이트리스트 제도 변경이 상대

◦ 2020년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설립 10주

국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하

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P4G 정상회의와 연계

며, 제도변경 이전에 상대국과의 충분한 사

하여 부대행사를 개최하는 등 협력 방안을 지

전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

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

조하고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
를 당부했다.

쉍 아울러, 글로벌녹색성장주간(GGGW, 10.21-25)

- 또한, 한국은 화이트리스트 운영과 관련한

계기 10.23.(수) GGGI와 미국 싱크탱크인 Stimson

지속적인 조사와 공유를 통해 바세나르체제

Center가 주최하고 한･일 양국 외교부가 후원

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점을 설명하

한 ‘기후 거버넌스에 대한 글로벌 정책대화’가

였다.

개최되어 기후 거버넌스 개혁방안 등 글로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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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를 논의하였다. 정책대화에는 반기문 GGGI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총회 회장 겸 이사회 의장이 참석하여 기조연

* 우리정부는 ICC 설립근거 조약인 ICC 로마규

설을 하였으며 정기용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정 성안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송

이 진행자로 참여하였다.

상현 前ICC 소장(03-15년 재판관, 09-14년 소

◦ 이 회의에서도 우리나라의 2020년 P4G 정상

장 역임) 및 정창호 재판관(15-24년 임기), 권

회의 개최를 홍보하고, 글로벌 리더 및 전문가

오곤 당사국총회 의장(17-20년 임기)을 배출

들의 관심을 요청

◦ 아울러, ICC 사무국이 직원 채용의 지역안배
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평가하고 역량있

쉍 우리 정부는 이사국, 부의장국, 본부 소재지이

는 우리국민이 ICC에 더욱 진출하여 양자간

자, 최대 공여국으로서 GGGI가 더욱 내실있

호혜적 협력 관계가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는 국가별 사업 추진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녹

언급하였다.

색성장을 촉진하고, 국제사회의 녹색성장 논
의를 주도하는 기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쉍 루이스 사무국장은 ICC 설립 이래 이어진 한
국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에 사의를
표하고, ICC 발전을 위해 양자 간 협력 강화가
긴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다자외교조정관, 국제형사재판소(ICC)
사무국장과 면담 및 양해각서(MOU) 서명
(2019-10-29)

쉍 면담에 이어, 강 조정관과 루이스 사무국장은
우리국민의 ICC 진출을 증진하기 위한 외교부
-ICC 간 MOU에 서명한 바, 이를 통해 양측은

쉍 강정식 다자외교조정관은 한국을 방문한 피터

채용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채널을 수립

루이스(Peter Lewis) 국제형사재판소(Interna-

하고 공동채용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게 되

tional Criminal Court)* 사무국장(Registrar)과

었다.

10.29.(화) 면담을 갖고, 한-ICC 실질협력 증진

◦ 동 MOU는 한-ICC 관계를 실질적으로 증진

방안 등을 협의하고 우리국민 ICC 채용 협력을

함은 물론,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및 양

위한 외교부-ICC 간 MOU에 서명하였다.

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

쉍 앞으로도 외교부는 ICC와의 실질적 협력관계

죄, 침략범죄 등 가장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

를 지속해 나가면서, 법치를 통한 국제평화와

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최초

안전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활동에 계속 관

의 상설 국제재판소로서 2002년에 설립되었

여해 나갈 예정이다.

으며 우리는 2003년에 가입
쉍 강 조정관은 우리정부가 법치(rule of law)를
통한 국제평화 유지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ICC

중앙북극해 비규제어업방지협정 국내 비준
절차 완료 (2019-10-30)

로마규정의 당사국 확대 지원 등 ICC와 다방
면으로 협력*해왔음을 밝히고, 앞으로도 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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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 덴마크, 노르웨이)과 비연안 5개국(우리

국들은 북극 원주민들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

나라, 중국, 일본, 아이슬란드, EU)간 체결

하기 위한 워크숍(2019.11.13.-14, 캐나다 옐

(2018.10.3., 그린란드 일루리사트)한 중앙 북

로나이프), 과학 전문가들의 공동조사 관련 논

극해 비규제어업방지협정의 국내 비준 절차

의를 위한 임시과학조정그룹(Provisional Science

및 기탁을 완료(2019.10.22.)하였다.

Coordinating Group) 회의(2020.2.11.-13, 이

◦ 동 협정은 북극해 연안 5개국 배타적경제수역

탈리아 이스프라) 개최 등을 통해 중앙 북극

(EEZ)으로 둘러싸인 중앙 북극해 공해지역

해 공해 지역의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논의를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지속하며 2020년 중반에 서명당사국간 첫 준

위해 ‘한시적’ 사전예방 조치 도입을 위해 체

비총회(Preparatory Conference)를 가질 예정.

결하였으며,
◦ 협정 내에 △목적 및 적용지역, △어업에 관한
임시 보존 및 관리 조치*, △공동 과학연구･모
니터링 프로그램, △협정 이행 상황 점검을 위

국립외교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념도서 발간 (2019-11-01)

한 회의 개최, △의사결정 및 분쟁해결절차 등
과 관련된 규정 등을 명시

쉍 국립외교원은 11월 2일 지난 30년간의 한-아

* 임시 보존 및 관리조치 규정에 따르면 △

세안 외교 발전과정을 종합 정리한 뺷한-아세

지역수산기구(RFMOs)가 설립되고 보존조

안 외교 30년을 말하다뺸를 ‘2019년 한-아세안

치에 따르는 경우만 상업조업 허용, △ 다

정상회의’ 기념도서로 출간한다.

만, 이러한 조치 이전에 합의된 규칙에 따라

◦ 이 도서는 오는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

시험어업은 가능하며, 시험어업 계획 및 결

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에 대한 국민적 이

과 공유 필요(현재 지역수산기구 및 시험어

해와 관심을 고취하고, 아세안에 대한 시민들

업 규칙 미존재로 조업/어업 불가)

의 인식 제고를 위해 기획･발간되었다.

쉍 중앙 북극해 비규제어업방지협정은 서명국 10

쉍 특히 이 책은 지난 30년 간 한-아세안 관계발

개국이 모두 국내 비준절차 및 기탁을 완료한

전을 뒤돌아보고, 향후 30년의 미래 협력방향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발효되며, 발효 후

을 설계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서 의미를

16년이 지난 후 종료된다(5년씩 연장 가능).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 2019.10.30.일 현재 캐나다, EU, 미국, 일본,

◦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신

러시아에 이어 한국이 여섯 번째로 국내 비준

남방정책의 본격 추진을 위한 한-아세안 정상

절차 및 기탁을 완료

간 합의가 이루어지고 향후 한-아세안 관계발
전의 새로운 비전이 제시되는 등 이번 특별정

쉍 우리 정부는 동 협정을 통해 중앙 북극해 공해
지역의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생태계 조사에 적

상회의가 한-아세안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극 참여할 계획이며, 북극의 수산･어업 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기여할 예정
이다.
◦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어업방지협정 서명

쉍 이 책은 지난 30년간 한국과 아세안 관계를 외
교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었던 전･현직 외교관
들과 학계에서 아세안을 연구해온 학자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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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5인이 집필하여, 아세안에 대한 다양한 분
석과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 동 포럼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역내 주
요국(미･중･일･러･몽) 및 역외 대화파트너

◦ 또한, 1989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이후

(호･뉴･EU･ASEAN･OSCE) 대표와 민간

지난 30년간 발전 과정을 중요한 외교적 이정

인사들이 참석하여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표를 따라 가면서 살펴보았을 뿐만 아니라, 향

▲동북아 월경성 대기오염, ▲동북아 역내

후 한-아세안 관계의 미래발전에 대한 비전과

재난 예방 및 대응실현방안, ▲한중일 3국

제언도 담고 있다.

릴레이 올림픽 개최 계기 스포츠, 문화, 관
광 협력 등에 대해 논의 예정

쉍 국립외교원은 아세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홍

쉍 한편, 외교부는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주재로

보차원에서 동 책자 발간 기념 북 콘서트를 서

이번 포럼에 참석하는 정부･기구 대표들을 대

울, 부산 및 광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상으로 ｢정부간협의회｣를 11.5.(화) 개최, 동

※ 서울: 11월 5일(수) 오후 2시~4시 국립외교
원, 부산: 11월 18일(월) 오후 2~4시 부산시

북아 평화협력질서 구축 및 역내 다자협력 촉
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청, 광주: 11월 22일(금) 오후 2~4시 광주 아
시아문화전당

쉍 이번 동북아평화협력포럼 및 정부간협의회*
는 지난 1년간의 한반도 정세 및 진전 상황에

쉍 뺷한-아세안 외교 30년을 말하다뺸는 대아세안

대해서 논의하고 동북아에서의 지속 가능한

외교 주요사안들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기술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역내 국가 간 구체적 협력

되어 있어서 전문 연구자뿐만 아니라 시민들

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 아세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정부가

※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

핵심 외교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

는 1.5트랙 회의이며, 포럼 참석 정부 당국자

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

를 대상으로 정부간협의회를 병행 개최

대된다.

2019 동북아평화협력포럼 및 정부간협의회
개최 (2019-11-04)

제22차 아세안+3(APT) 정상회의 및
제14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의장성명
발표 (2019-11-06)

쉍 외교부가 후원하고 세종연구소와 제주평화연

1. 2019.11.4.(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2차 아

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2019 동북아평화협력

세안+3(APT) 정상회의와 제14차 동아시아정

포럼｣이 11월 5일(화)~6일(수) 서울 포시즌스

상회의(EAS) 결과를 정리한 의장성명이 11.5

호텔에서 개최된다.

(화) 발표*되었다.

◦ 이번 포럼에서는 “동북아 평화･번영 : 한반도
와 동북아의 연결”을 주제로 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역내 다자
협력 증진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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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의지가 반영되었으며, 한반도 문제, 자유

자협정(RCEP) 협정문이 타결*되어 교역･투자

무역질서, 지속가능한 발전 등 역내 주요 관심

활성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새로운 기회

사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의 신남방정책
을 가속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

2. 이번 의장성명에서는 그간 우리 정부가 중점을

되었다.

두고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긍

*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모든 협정문을 타결

정적 평가와 함께, 개방되고 포용적이며 규범에

했음을 선언하고 2020년 최종 서명하겠다는

기반한 비차별적 다자무역체제 유지를 위한 각

의지를 표명

회원국 정상들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표명되었
으며, 우리 정부의 입장 또한 충실히 반영된 것
으로 평가된다.

6. 또한, 이번 정상회의는 11.25.-27.간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 대한 각국의 적극적

3.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우리측이 당초 목표한
북미 실무협상 지속 등 대화 촉진을 위한 우리

인 관심을 도출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
가된다.

정부의 적극적 역할 강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참석국들의 건설적 역할 당부와 같
은 주요 요소들이 모두 포함되었다.
◦ APT, EAS 정상회의 의장성명 모두 북미 실
무협상의 재개를 환영하고 북한과의 지속가
능한 대화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평가하였으

제74차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주도의 “청년과 군축ㆍ비확산” 결의안 채택
(2019-11-07)

며,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 4.27 판문점 선

쉍 제74차 유엔총회 1위원회는 우리나라 주도로

언, 9.19 평양 공동선언의 이행에 대한 회원국

상정된 “청년과 군축･비확산(Youth, Disarma-

들의 지지를 강조했다.

ment and Non-proliferation)” 제목의 결의안
을 11.6(수) 오후(뉴욕 현지시간 기준) 모든 국

4. 자유무역 질서와 관련, 작년 APT･EAS 정상회의

가의 총의(컨센서스)로 채택하였다.

및 올해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과 같이 포용적이

※ 1위원회에서 채택된 모든 결의는 12월 개최

며, 규범에 기반한 다자 무역 체제에 대한 지지를

예정인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본회의

재확인하였으며, ‘비차별적인(non-discriminatory)’

에서의 채택을 통해 최종 확정

라는 표현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 금번 제74차 유엔총회 1위원회에는 최종적

◦ 특히 APT 성명의 경우, 올해 외교장관회의

으로 60개의 결의･결정안 상정

의장성명에 이어 무역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
가 재차 표명되어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대 추

쉍 이번 결의안은 유엔총회에서 군축 및 국제안

세 속에 무역갈등이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보 관련 실질 토의를 담당하는 1위원회에 우리

영향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

나라가 유엔 가입 이후 처음으로 단독 상정한

로 평가된다.

결의로, △청년의 군축･비확산 논의 참여를 장
려하고, △이를 위한 각국 및 각 국제기구의

5. 한편, 이번 정상회의 계기 역내포괄적경제동반

정책개발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며, △군축비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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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교육 및 역량개발을 통한 미래 군축･비확
산 전문가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

우리 정부, 흑해경제협력기구와 전자정부
협력 사업 실시 (2019-11-11)

로 구성되어 있다.
※ 우리나라가 1위원회에 최초 상정한 결의는

쉍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공동

“대량살상무기 및 소형무기 불법중개 방지”

으로 2019.11.11.(월)~11.15.(금)간 서울 및 대

결의로, 2008년 제65차 유엔총회 1위원회에

전에서 ｢제9차 한국-흑해경제협력기구(BSEC)

호주와 공동으로 상정하였으며, 이후 격년제

정보통신 협력 워크숍(공동연수)｣을 개최한다.

(짝수해)로 채택되어 오다 무기거래조약(ATT

※ 흑해경제협력기구(BSEC, Black Sea Economic

: Arms Trade Treaty) 발효 등으로 인해 결의

Cooperation Organization) : 흑해 연안국가간

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는 판단에

교역 및 경제협력 확대 등을 목적으로 1992

따라 2018년을 마지막으로 결의 채택 종료

년 터키 주도로 설립된 지역경제기구로, 터키･
러시아･알바니아･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쉍 특히 이번 결의안은 1위원회 내 진영간 대결
양상이 심화되어 컨센서스로 채택되는 결의가

불가리아･조지아･그리스･우크라이나･몰도
바･루마니아･세르비아 12개국으로 구성

감소(2017년 48% → 2018년 17%)하고, 표결
에 따른 결의 채택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 속에

쉍 흑해연안은 경제적으로 우리와의 협력 잠재력

서, 우리나라를 포함 84개국*이 공동제안국

이 풍부한 지역으로서, 우리 정부는 흑해경제

(co-sponsor)로 참여하는 등 많은 국가들이 공

협력기구에 부문별대화동반자 지위로 가입한

감할 수 있는 협력 의제를 발굴해 냈다는 평가

2011년부터 정보통신(ICT) 분야에서 우리의 첨

를 받고 있다.

단 기술력 및 전자정부 우수성을 홍보하고 정보

◦ 아울러, 미래 세대의 주인공이자 사회 변혁의

공유 및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는 청년의 군축 논의 참여를

정보통신(ICT) 협력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통해 군축･비확산 논의의 다양성 및 지속가능

◦ 이번 행사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

성을 보다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mation)’을 주제로, 흑해경제협력기구 9개 회

기대

원국의 정보･통신 부처 및 기관 소속 인사들

* 공동제안국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

과 흑해경제협력기구 사무국 정보통신 담당

질,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가나, 튀니지,

관 등 총 10명이 참석하여,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인도, 인도

◦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현황과 미래 전략을 공

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호주 등

유하는 한편, 홈택스(납세자동화시스템), 나

다양한 지역그룹 소속 국가들이 두루 포함

라장터, UNIPASS(전자통관시스템) 등 우리
나라 전자정부의 핵심 서비스를 소개하여 한

쉍 이 결의안은 2021년 제76차 유엔총회에 재상
정되어 그간의 진전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

국형 전자정부의 현지 도입 방안에 대하여 의
견을 교환하고,

어질 예정이며, 정부는 청년의 군축･비확산 논

◦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전자정부 기업들과 참

의 참여를 보다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가자들 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내 사업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의 전자정부 해외진출 구축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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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전자통신연구

최 필요성, △FEALAC 협력기금 추가 공여 계

원, 전자정부 전시체험관 등의 기관을 방문하

획 발표, △비즈니스 포럼 운영위원회 설립 등

여 참가자들이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우수한

을 제안하였다.

기술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 아울러, 우리나라는 FEALAC 협력의 바탕이
되는 실무그룹(working group)의 활성화를 위

쉍 남동부유럽 12개국으로 구성된 흑해경제협력

해 ‘FEALAC 협력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안하

기구는 우리가 대유럽 외교의 지평을 확대해

여 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냈으며, FEALAC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협력체로서, 우리 정부

기금운영위원회 공동의장국을 재수임(2019-21

는 한-흑해경제협력기구 간 전자정부 협력을

년 임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쉍 이번 제9차 외교장관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출
범 20주년을 맞은 FEALAC의 △제도적 기반

한국, 동아시아와 중남미 협력 증진을 위한
FEALAC의 발전 비전을 제시하다
(2019-11-11)

계적 현안에 대한 협력 등 FEALAC의 비전을

쉍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은 11.9.(토) 도미니카

Domigo)’을 채택하였으며, 한국은 선언문 협의

공화국 산토도밍고에서 “FEALAC 20주년, 더

과정에서 중요한 문안 조율 역할을 담당하였다.

강화, △실질협력 확대, △지역 간 연계성 증
진, △통상･혁신･환경･지속가능 성장 등 전 세
담은 ‘산토도밍고 선언(Declaration of Santo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행동(20 years, New
Action for a Better Future)” 슬로건 하에 개최

쉍 한편, 이태호 차관은 이번 FEALAC 외교장관

된 제9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회의 참석 계기에 미겔 바 르 가스(Miguel Vargas)

(FEALAC)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출

도미니카공화국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범 20주년을 맞은 FEALAC의 중장기적 발전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는 양국 간 실질

비전을 제시했다.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 FEALAC은 동아시아와 중남미 지역 간 협력
과 상호 이해 증진을 목표로 1999년 출범한 양

쉍 FEALAC은 한-중남미 협력을 위한 유용한 지

지역의 유일한 정부 간 다자협의체로서 우리나

역협의체로서 우리나라의 외교 다변화와 중견

라는 2017년 제8차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는

국 외교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정부는 앞으

등 FEALAC의 발전에 적극 기여해오고 있다.

로도 FEALAC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계속 수

※ 우리나라는 그간 △제8차 FEALAC 외교장

행해 나갈 계획이다.

관회의 개최(2017.8월), △FEALAC 협력기
금 설립, △FEALAC 사이버사무국 유치 및
운영 등 FEALAC 발전에 주도적 역할 수행
쉍 이번 회의에서 이태호 차관은 FEALAC을 통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CHA)과 전 세계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2019-11-11)

한 동아시아와 중남미 간 협력 증진의 중요성
을 강조하면서 △FEALAC 특별정상회의 개

1. 외교부는 11.11.(월) 오전 서울에서 유엔 인도지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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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정실(OCHA :Office for the Coordination

제공하며, 기구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지원

of Humanitarian Affairs)과 제4차 정책협의회

제고 등

를 개최하였다. 우리측에서는 오현주 외교부 개
발협력국장, 인도지원조정실측에서는 우슐라

- (가입현황) 19년 현재 공여국(24개), 국제기
구(16개) 및 비정부기구(21개)가 가입

뮐러(Ursula Mueller) 사무차장보가 수석대표
로 참석하였다.

4. 인도지원조정실측은 한국이 최근 수년간 시리

※ 한-인도지원조정실 정책협의회: △제1차(15.11

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예멘, 아프리카 사헬

월, 뉴욕), △제2차(17.11월, 뉴욕), △제3차

지역 등 여러 인도적 위기에 대한 지원을 꾸준

(18.11월, 서울)

히 확대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 우리 정부의 사헬지역 등 아프리카 만성적

2.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서로의 정책적 우선 순위를 공유하고, 시리아 난

위기 지원 규모: 2018년 940만불, 2019년
1,100만불 지원

민, 사헬 지역 등 아프리카 만성적 위기, 베네수
엘라 및 로힝야 위기와 같은 세계적 인도적 수요
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5. 양측은 방글라데시, 부르키나파소, 북한 등 국
제사회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국가들을 위해
인도지원조정실이 운영 중인 중앙긴급대응기

3. 우리측은 보다 효율적인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

금*(CERF)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기 위해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전략｣을 올

* 중앙긴급대응기금(Central Emergency Response

해 6월 개정하는 한편, 효율적･효과적인 인도적

Fund): 긴급재난대응 및 지원이 부족한 만성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인 ‘인도적 대합의

적 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지원조정실이

(Grand Bargain)’에 가입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운영하는 상비기금

소개하였다.

- 인도지원조정실은 중앙긴급대응기금을 통

※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전략｣ 주요 개정

해 2006년 이래 북한에 총 1억4천1백만불

내용

을 지원(2019년에는 태풍 ‘링링’피해 등을

-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인도적 지

고려 6백만불 지원)

원 규모의 지속 확대 추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성 제고, △인도적 지원-개발-평

6. 아울러, 양측은 △인도지원조정실 개혁동향, △

화구축 활동의 연계성 증진, △인도지원 시

내년 인도적 지원 수요 평가, △우리 정부의 인

스템 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 동참, △다양

도지원조정실에 대한 기여 및 가시성 제고 방안

한 인도적 지원 주체들과의 협력 강화 등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 ｢인도적 대합의(Grand Bargain)｣
- 2016.5월 세계인도지원정상회의에서 인도
적 지원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합의

제18차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 개최
(2019-11-12)

- (주요내용) 공여국과 인도적 지원 기구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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쉍 외교부는 유엔 군축실과 공동 주관으로 ｢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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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간 서울에서 개최한다.

※ 우리 정부는 유엔총회에서 군축 및 국제안

◦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는 2001년 우리나

보 관련 실질 토의를 담당하는 1위원회에

라의 유엔 가입 10주년을 맞아 국제워크샵 형

“청년과 군축･비확산(Youth, Disarmament

태로 처음 개최

and Non-proliferation” 제하 결의안을 단독

◦ 2002년부터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연구소의

상정하여 동 결의안이 채택된바 있으며, 12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매년말 그 해 군축･비확

월 개최 예정인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산 분야에서 쟁점이 된 사안을 선정하여 집중

확정 예정.

논의하는 아태지역의 대표적 회의로 발전
쉍 이번 회의는“2020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평
가회의 대비 그간 성과 및 전망 논의”라는 주
제로 진행되며, 참석자들은 △2020년 핵확산
금지조약 평가회의 전망 및 준비, △핵확산금
지조약 평가 절차 활성화, △한반도 문제 등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토의할 계획이다.

유엔 개발 개혁을 선도하는 유엔개발계획
(UNDP)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2019-11-14)
1. 외교부는 2019.11.13.(수) 오전 뉴욕에서 유엔개
발계획(UNDP : UN Development Programmes)

◦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과 토마스 마

과 제14차 정책협의회를 갖고, 양측 공동 관심

크람(Thomas Markram) 유엔 군축고위부대

주제 및 한국의 유엔개발계획에 대한 기여 등

표가 각각 우리 정부와 유엔을 대표하여 참석

주요 파트너십 이슈에 대해 협의하였다.

하고,

◦ 우리측에서는 오현주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 그 외 미국, 중국, 호주, 핀란드, 인도네시아,

유엔개발계획측에서는 율리카 모더어(Ulrika

말레이시아 등의 정부인사, 유엔 군축실, 유엔

Modeer) 사무차장보 겸 대외관계국장이 각각

군축연구소 등의 국제기구 대표, 카네기 국제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평화재단 등 국내･외 군축･비확산 분야 연구

※ 11.13(수) 오후 유엔개발계획 서울정책센터

소 소속 전문가, 주한외교단, 국내 관련 부처

(USPC : UNDP Seoul Policy Center) 운영

관계자 60여명 참석 예정

위원회 별도 개최

쉍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한-유엔 군축･

2. 유엔개발계획은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와 전문

비확산회의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 논의에 건

성을 갖춘 유엔 최대 개발 분야 전문기구이자,

설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

우리 정부의 5대 중점 협력기구의 하나로, 우리

는 한편, 군축･비확산 외교 역량도 강화해 나

나라와 매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협력 강화

갈 것이다.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아울러,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 11.6(수) (뉴욕

◦ 이번 정책협의에서는 특히 △유엔개발시스템

현지시간 기준)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채택된

개혁에 발맞추어 유엔개발계획의 네트워크와

우리나라 주도의“청년과 군축･비확산”결의안

전문성을 활용하여 개발을 보다 통합적으로 추

후속조치 차원에서 군축･비확산 분야에 청년

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들을 보다 관여시켜 나가는 방안도 모색해 나

△유엔개발보고서(UN Human Development

갈 예정

Report),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신탁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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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사업 등 우리가 기여하는 유엔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 관련 ‘남북대화’의 중요

개발계획의 주요 사업에 대한 구체 협의를 가

성이 포함되었으며, △정기 서신교환, 화상상

졌다.

봉, 영상메시지 교환 등을 통한 이산가족 상시･
정례 상봉 및 접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

3. 한편, 외교부는 이번 정책협의회 직후인 11.13

등이 새롭게 포함되었음.

(수) 오후 유엔개발계획 서울정책센터(USPC:
UNDP Seoul Policy Center) 운영위원회를 갖

4. 다만,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

고, 한-유엔개발계획 전략적 파트너십을 보다

적으로 감안하여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서울정책센터의 기능과

하지 않았음.

활동을 정비하고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논

◦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북한 주민들의

의하였다.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

※ 수석대표 : 우리측 오현주 개발협력국장, 유

장에는 변한 것이 없으며, 정부는 한반도 평

엔개발계획측 하울링 슈(Haoling Xu) 사무차

화･번영을 통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

장보 겸 정책사업국장

노력해 나갈 것임.

※ 유엔개발계획 서울정책센터는 한국 소재 유
엔개발계획 산하 지역 정책 연구소로서, 한국
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 및 혁신적 정
책을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하고, 정책 자문과

북극이사회 고위관리(SAO) 회의 참석
(2019-11-18)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여 한국의 경험과 지식
이 각 국가의 환경에 맞게 적용･활용 될 수
있도록 지원

쉍 외교부 권세중 북극협력대표는 2019년 북극이
사회 고위관리(Senior Arctic Officials : SAO)
회의(2019.11.19.-21, 아이슬란드 크베라게르
디)에 참석한다.

유엔 총회 3위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2019-11-15)

◦ 북극이사회는 북극권 8개 국가(미국, 러시아,
캐나다,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덴마
크, 스웨덴)가 1996년 창설하여, 북극 거버넌

1. 북한인권 결의안이 제74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

스를 주도하고 있으며, 매년 두 차례 고위관리

서 11.14(목)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되었음.

회의와 격년 주기로 각료회의(Ministerial

2.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 우리나라는 2013.5월 북극이사회 옵서버국으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로 정식 가입한 이래 고위관리회의 및 각료회

기본 입장하에 금년도 결의안의 컨센서스 채택

의에 적극 참석하고 있으며, 북극이사회 작업

에 동참하였음.

반(working group)과 북극 환경 보존 및 지속

Meeting)를 개최

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관련 다양
3. 금번 결의는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기존의 문안

한 협력 사업 진행중

을 대체로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상황과 관

※ 북극이사회는 6개의 작업반(북극모니터링

련해서는 △북한인권･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AMAP)･북극동식물보전(C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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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비상사태예방준비대응(EPPR)･북극해

유네스코 산하 정부간위원회 등 선거 예정

양환경보호(PAME)･지속가능개발워킹그

- 한국은 △｢인간과 생물권 사업｣ 국제조정위원

룹(SDWG)･북극환경오염물질조치프로그

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of the

램(ACAP))을 운영 중이며, 동 작업반의 연

Programme on Man and Biosphere (MAB))

구 결과에 기반하여 제반 정책을 결정

△정부간 생명윤리위원회(Intergovernmental

※ 현재 우리나라는 6개 작업반 중 ACAP을

Bioethics Committee(IGBC)) 등 선거 입후보

제외한 5개 작업반 회의에 정례적으로 참

◦ 우리나라는 1987년 첫 집행이사국 선출 이래

여하고 있으며 작업반 사업 중 PAME의

2003-2007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내내 유

‘해운활동에 있어서의 옵서버 참여확대 방

네스코 집행이사국을 지속 수임하였고, 이번

안’ 및 CAFF의 ‘북극이동성물새 이니셔티

집행이사국 당선으로 총 8선의 성과

브’에 주도국으로 참여 중

※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가입(1950.6월) 이래
현재까지 8차례 유네스코 집행이사국 수임

쉍 금번 북극이사회 고위관리회의는 새로운 북극

(1987-91, 1991-95, 1995-99, 1999-2003,

이사회 의장국 아이슬란드가 주최하는 첫 번

2007-11, 2011-15, 2015-19, 2019-23)

째 고위관리 회의로서, △북극이사회 내 해양

※ 아태 지역에서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유네

협력, 북극이사회-북극경제이사회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스코 집행이사국 지속 연임중
◦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는 유네스코의 주요 사

◦ 우리나라는 옵서버 국가로서 북극이사회 작

업 및 행정사안에 대한 제안, 심의 및 결정 권

업반-옵서버국간 특별테마세션(11.19), 북극

한을 갖는 핵심의사결정기구로서 193개 회원

이사회 의장국-옵서버국간 조찬회의(11.20) 등

국 중 58개 이사국으로 구성

에 참석하여 옵서버국의 기여 및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8개 북극이사회 회원국과

쉍 우리나라가 속한 아태지역 그룹(Group IV)에

북극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활동할 예정.

서 한국,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아프
가니스탄, 미얀마 등 총 6개국이 당선되었으
며, 이 중 한국은 최다 득표로 당선되었다.

“우리나라, 유네스코 집행이사국 4회 연속
당선” (2019-11-21)

※ 한국(158표), 키르기스스탄(157표), 태국(156
표), 파키스탄(154표), 아프가니스탄(147표),
미얀마(142표) 득표

쉍 우리나라는 2019.11.20.(수)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40차 유네스코 총회(UNESCO General

쉍 우리나라의 집행이사국 4연속 당선은 한국이

Conference)에서 2019-2023년 임기 유네스코

그간 유네스코 내에서 양질의 교육 기회 증대,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이사국으로 당선

문화유산 보호 등을 위해 기울여 온 노력과 국

되어 2007년 이래 4회 연속 연임하게 되었다.

제 평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네스코

※ 유네스코(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의 활동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교

의지를 유네스코 회원국들로부터 평가받았다

육과학문화기구

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 11.21.(목) 제40차 유네스코 총회 계기 여타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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쉍 우리 정부는 앞으로 4년간 유네스코 집행이사
국으로서, 유네스코의 제반 논의에 주도적으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국내 비준 절차
완료 (2019-11-21)

로 참여하고, 국제 평화와 인류 공동의 번영이
라는 유네스코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
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쉍 정부는‘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
마타협약)’의 국내 비준절차가 완료되어 11월
22일 유엔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
며, 이에 따라 동 협약은 기탁 후 90일째 되는

‘국제정세변화와 한일협력 : 한일의 대외전략과
미래비전’ 국제회의 개최 (2019-11-21)

날 국내에도 그 효력이 발효된다.
※ ’19.11.22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은 UN 사무
국이 기탁 서류를 접수하는 일자에 따라 수일

쉍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는

의 차이 발생 가능

11월 25일(월) 오전 9시 30분부터 17시 30분

※ 수은은 다량 섭취 시 미나마타병 등의 질환을

까지 국립외교원 2층 대회의실에서 ‘국제정세

유발하고 대기 중 기체상태로 장거리 이동하는

변화와 한일협력: 한일의 대외전략과 미래비

특성이 있어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위해 협

전’이라는 주제 하에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약

채택(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e, UNEP), ’13.10)
쉍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

◦ 미나마타협약은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노출

한국과 일본의 대외구상 및 전략에 대해 분석

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유엔환

및 고찰하고, 동북아 국제관계 속에서 한일협

경계획(UNEP)에서 2013년 채택한 국제조약

력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며, 성숙하

으로, 2017.8월 발효되었으며, 현재 114개 국

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가(미국, EU, 일본, 중국 등)가 비준 완료
◦ 우리나라는 2014.9월 동 협약에 서명 이후, 미

◦ 제1회의에서는 동아시아 정세변화와 한일협

나마타협약에 포함된 의무사항의 국내 이행

력, 제2회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일협

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추진해왔으며, 올해 동

력, 제3회의에서는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한일

협약의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 완료

협력에 대해 논의한다.
쉍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은 수은 및 수은화
쉍 이번 국제회의는 국립외교원 김준형 원장의

합물의 제조･수출입･사용･폐기의 전 과정에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1회의에서는 김기정 연

대한 관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

세대 교수, 코타니 테츠오 일본국제문제연구

음과 같다.

소 주임연구원, 제2회의에서는 이정철 숭실대

◦ 수은의 새로운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신규 수

교수, 아키야마 노부마사 히토츠바시대 교수

은 채광을 금지하고 기존 수은광산에서의 채

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제3회의에서한일 양

광은 15년 내 중단

국의 전문가들이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심도

※ 우리나라는 현재 채광 중인 수은광산이 없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음(광업법 상 광업권 등록 없음)
◦ 2020년부터 협약에서 정한 수은첨가제품 8종
*의 제조와 수출입을 금지하고 치과용 아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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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사용 저감 조치 시행

에서 요구하는 관리체계의 대부분은 이미 국

* 전지, 일반조명용 형광램프, 일반조명용 고

내 법제도에 반영되어 있지만, 일부 새롭게 관

압수은램프, 스위치･계전기, 전자 디스플레

리가 시작되는 부분도 있어, 관련 사업자의 주

이용 형광램프, 화장품, 농약, 비전자계측기
기(체온계, 혈압계, 온도계 등)
◦ 2025년부터 수은을 사용하는 염소-알칼리 생

의가 요구된다.
◦ 미나마타협약에 허용된 용도로 수은을 수출
하려는 경우에도 수출 90일 전까지 수출승인

산공정 등을 금지

신청서(｢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시행규칙 제

※ 우리나라는 관련 생산공정을 갖춘 시설이

6조)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 및 수출

없음

승인** 필득

◦ 수은의 수출은 협약에서 허용된 용도 또는 환

* 현행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은 미나마

경적으로 건전한 임시 저장을 위해서만 가능

타협약이 국내 발효 시 잔류성 오염물질 관

하며, 이 경우에도 수입국의 서면동의 필요
※ 잔류성물질법에 따라 수은 수출 시 사전승
인 필요(수입국 동의 여부 확인 후 승인)

리법으로 제명이 변경됨
** 환경청은 수입국에 수출통보 및 서면동의서
를 확인 후 수출승인을 결정

◦ 대기･수계･토양으로 수은을 배출할 수 있는

◦ 동 협약에 따라 2020년부터 제조와 수출입을

배출시설을 파악하여 배출량 조사 및 배출허

금지한 수은첨가제품은 국내 소관 법령*의 관

용기준 설정 등 저감 조치 시행

리기준(사용금지, 함량기준 등) 준수 필요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을 통해
배출시설 관리 중

쉍 정부는 미나마타협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 폐기물이 아닌 수은의 임시 저장과 수은폐기물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

의 처리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조치

강과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 (임시 저장)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의 수은 및 수은화합물 취급 관리
※ (수은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가정에

쉍 미나마타협약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서 폐기하는 수은첨가제품 및 사업장 배출

(www.me.go.kr) 법령/정책정보에서 확인할 수

수은폐기물을 관리. 협약에서 폐기물 수은

있다.

함량기준 등을 마련 중으로 논의 과정에 적
극 참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내 제도 정비
예정
◦ 그 밖에 수은 노출인구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제8차 한-국제원자력기구(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 개최 (2019-11-22)

및 환경 중 오염 수준 파악 등을 실시
※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를 통해 국민 혈중

쉍 제8차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ROK-IAEA

수은농도 모니터링(‘09～) 및 대기･수질 등

High-level Policy Consultation)가 강정식 다

의 수은 농도 파악을 위한 환경 측정망 운

자외교조정관과 마시모 아파로(Massimo Aparo)

영 중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 주재하에 11.25(월)
외교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쉍 수은은 대표적 유해중금속으로, 미나마타협약

※ 아파로 사무차장은 2018.11월 제7차 한-IAEA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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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급 정책협의회에 IAEA측 수석대표로 참석

에서 선포한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에 예술
교육 진흥을 위한 회원국들의 다양한 활동을

쉍 이번 고위급 협의회에서 양측은 △IAEA 북핵

요청하고,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

검증 준비태세 확립 관련 협력 방안, △IAEA

육대회에서 채택한 ‘서울 어젠다: 예술교육 발

안전조치 이행 주요 현안, △한-IAEA 안전조

전목표’ 이행안(로드맵)**에 대한 각 회원국의

치 협력 등 양측간 관심사안에 대해서 폭넓게

예술교육 이행안(로드맵)을 추진할 것을 요청

논의할 예정이다.

하는 한편, △사무총장이 제41차 유네스코 총

◦ 특히, 이번 협의회는 라파엘 그로씨(Rafael

회(2021년)에서 회원국들의 예술교육 이행안

Grossi) 신임 IAEA 사무총장 취임(2019.12.3.)

(로드맵)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는 내

을 앞두고 한-IAEA간 긴밀한 협력 관계 확

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유용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11년 제3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한국 정부
의 주도로 독립의제로 발의된 “｢서울 어젠다:
예술교육 발전목표｣의 실행(Implementation

쉍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2013년 처음

of the ‘Seoul Agenda: Goals for the Develop-

개최된 이래 올해까지 8차에 걸쳐 연례적으로

ment of Arts Education’, Outcome Document

개최되면서 양측간 전략적 소통 채널로 자리

of the Second World Conference on Arts

잡아 온 것으로 평가된다.

Education) 결의안”을 193개 회원국의 만장
일치로 채택하고,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중요
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서울 어젠다’가

제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우리나라 주도
“예술교육”결의안 채택 (2019-11-22)

채택된 5월 28일을 기념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으로 선포
** ｢서울 어젠다: 예술교육 발전목표｣ : 2010년

쉍 제40차 유네스코 총회는 우리나라의 주도로 상

5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2회 유네스코 세계문

정한 “예술교육 및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인식

화예술교육대회에서 107개 참여국에 의해서

증진(Promoting Awareness of Arts Education

채택된 국가 차원의 예술교육 이행안(로드맵)

and the International Arts and Education Week)”

으로서,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3개

에 관한 결의안을 11.21.(목) (프랑스 파리 현

의 실천목표(△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

지시간) 채택하였다.

질적 향상성, △사회적 가치 확산성)와 13개

◦ 금번 결의안은 우리나라를 비롯, 프랑스, 포르

의 전략을 포함

투갈, 멕시코, 헝가리, 앙골라 등 13개국이 공
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으며, 결의안 채택시

쉍 이번 결의안은 2020년 ‘서울 어젠다’ 도출 10주

베트남, 슬로베니아, 아제르바이잔, 나미비아,

년을 기념하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대행

태국 등 12개국이 지지 발언을 통해 예술교육

사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에서 추진중인 ‘예

의 중요성 및 우리 정부의 관련 기여를 평가하

술과 함께 하는 미래(Growing with Art)’***

였다.

캠페인에 대한 전세계적 지지 확산을 목적으
로 추진되었다.

쉍 동 결의안은 △2011년 제36차 유네스코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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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대행사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11.25.)’ 성과사업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2019-11-23)

으로 추진 중인 아세안 미래세대 문화･예술
교육 강화 캠페인으로서, 예술교육 확대 노

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1.22(금)-23(토)간 일본

력 촉구 및 사회인식 제고 및 이를 위한 캠

나고야에서 개최된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페인 송(‘Side by Side’, 한국 및 아세안 10

하였다.

개국 주요 가수 참여) 제작

◦ G20 회원국과 9개 초청국*이 참석한 이번 회
의는 3개 주제별 회의(▵자유무역과 글로벌 거

쉍 김동기 주유네스코대사는 “예술교육 및 세계

버넌스 촉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아

문화예술교육주간 인식증진”에 관한 결의안이

프리카)로 구성되어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채택된 직후 유네스코 회원국에 사의를 표하

성장을 위한 G20의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며, 결의안 채택 주도국으로서 우리 정부가 지

* 초청국 : 스페인, 싱가포르, 네덜란드, 뉴질

속적으로 예술교육에 관한 국제적 협력에 동

랜드, 베트남, 칠레, 태국, 이집트, 세네갈

참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2. 강경화 장관은 세계경제의 도전과 위험요인 극
쉍 한편,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매년 5월 넷째
주, 세계 문화예술 교육주간을 맞이하여 △국

복을 위한 G20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특
히 아래 사항을 촉구하였다.

제 심포지엄, △해외 전문가 워크숍, △문화예

◦ 12월에 시한이 되는 WTO 상소기구 기능의 정

술교육 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를 벌이고 있으

지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집중적 협의 실시

며, 내년 5월에는 유니트윈(유네스코 국제공동

◦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협의체) 연례학술회의와 연계, ‘서울 어젠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대한 고위급의 지원

다 10년, 새로운 길을 열다(가제)’를 주제로 문

◦ 전세계가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글

화예술교육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미래 10

로벌가치사슬(GVC)의 교란행위를 방지하고

년 비전과 실천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 강화

◦ 또한, 내년 9월에는 제5회 국제예술교육실천
가 대회(ITAC5, International Teaching Artistry

3.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논의에서, 강경화 장

Collaborative)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전세계 예

관은 우리 정부의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

술강사와 전문가들이 예술교육의 사례와 방

(K-SDGs)’와 함께 개발재원확대 및 해양플라

법론을 공유하고 새로운 예술교육의 가치와

스틱 저감 노력을 소개하였다.

가능성을 탐색하는 국제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4. 강 장관은 관련 주제 발언 중에 우리나라에서
다음주 개최 예정인 ‘한-ASEAN 특별정상회

쉍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

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와 내년 개최될 ‘녹색

육의 발전과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국제적 리

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더십 증대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예

정상회의를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

정이다.

를 요청하였다.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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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차 유엔총회 2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주도의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 결의 채택 (2019-11-27)

[UNEP]이 동 기념일 준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동 결의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 내 대기질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대기오염 관

쉍 제74차 유엔총회 2위원회는 우리나라 주도로

련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과학적 연구 수행,

상정된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모범사례 공유 등 대기오염 대응 행동을 촉진

날(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할 것으로 기대된다.

skies)”을 지정하는 결의안을 11.26.(화) 오전

※ 유엔에서 제정되는 기념일은 일반적으로

(뉴욕 현지시간 기준) 모든 유엔 회원국의 총

해당 분야의 유엔기구를 이행기구로 지정

의(컨센서스)로 채택하였다.

하고 있으며, 환경분야 유엔 전문기구인

◦ 이는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지정된 최초의 유엔

UNEP가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

기념일인 동시에 이번 결의는 2위원회에서 채

기의 날’ 이행기구 역할을 수행(UNEP는

택된 최초의 대기오염 관련 결의이기도 하다.

세계 환경의 날(6.5) 행사도 주관)
※ 세계 환경의 날(6.5), 오존층 국제 보존의

쉍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기후행동 정상회의(9.23,

날(9.16) 등 기존 유엔 기념일은 총 165개

뉴욕) 기조연설에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
사회의 협력의지를 집결하기 위한 기념일 지

쉍 국제사회는 2020년 9월 7일부터 ‘푸른 하늘을

정을 제안한바 있으며, 외교부 본부 및 주유엔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을 기념할 예정이다.

대표부와 환경부, 국무조정실, 국가기후환경

우리 정부도 기념일 제정을 계기로 대기질 개

회의 등이 범정부적 전방위 외교활동을 전개

선과 기후변화 대응을 연계하여 저탄소 시대

하여, 이번 결의안이 비교적 조속한 시일안에

를 준비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

전체 유엔회원국의 고른 지지를 받아 총의로

해 나갈 것이다.

채택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 우리나라를 위시하여 미국, 태국, 코스타리카
등 22개국이 공동제안국(co-sponsor)으로 참여
◦ 대기오염이 전 세계 인구의 건강과 지속가능

전 세계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공여약정 체결 (2019-11-28)

한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대기오염에 대한 인식 제고와 대기질 개선을

1. 우리 정부(주제네바 대표부)와 글로벌펀드*는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국제적 공감

11.27.(수)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 등 전

대가 확인된 결과이기도 하다.

세계 주요 감염병 퇴치와 향후 3년간 1,600만
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500만불

쉍 이번 결의는 △9월 7일을 ‘푸른 하늘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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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약정을 체결하였다.

세계 청정 대기의 날’로 지정하고, △유엔 회

◦ 백지아 주제네바 대사, 피터 샌즈(Peter Sands)

원국 및 유엔 기구, 국제･지역기구, 시민사회

글로벌펀드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

등에게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네바에서 개최된 이번 서명식에서 양 기관은

날’을 기념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국제사회의 3대 감염병 퇴치 및 지속가능발전

을 증진시킬 것을 요청하며, △유엔환경계획

목표(SDGs) 달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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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4.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활용

* 글로벌펀드는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의 예

하여 글로벌펀드를 포함한 세계보건기구[WHO],

방 및 치료 재원의 범세계적 조성을 위한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국제백신연구소[IVI]

협력기구로 2002년 설립되었으며, 우리 정

등 보건 분야 국제기구 및 국내 시민사회와 다

부는 2018년부터 집행이사회 이사국으로 활

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2030년까지 주요

동 중

감염병을 퇴치하자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에 기여하고 전 세계와 우리나라의 보건안보를

2. 백지아 대사는“프랑스 리옹에서 10.9.(수)-10.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목)간 개최된 ｢글로벌펀드 제6차 재정조달회
의｣가 목표 금액인 140억불 이상의 공약을 이
끌어 내는 등 성공적으로 개최된 점을 축하하
고, 우리 정부도 기여 규모를 약 2배 증액*하여
2030년까지 주요 감염병을 퇴치하자는 국제사
회의 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최재철 국제박람회기구(BIE) 협력대사,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의장 선출
(2019-11-28)
1. 최재철 국제박람회기구(BIE) 협력대사는 2019.

* 우리 정부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활용하

11.27.(수)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박람회기구(BIE

여 2017-2019년간 글로벌펀드에 1,250만불

: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제166차

을 기여하였으며, 2020-2022년간 총 2,500

총회에서 총회의장(President)으로 선출되었다.

만불로 2배 증액 예정

※ 국제박람회기구(BIE)는 1928년 파리 협약에

** 기존 공적개발원조(ODA)를 보완하는 ‘혁신

따라 박람회 개최국 결정, 개최국과 참가국간

적 개발재원’의 대표적인 사례인 항공권연

의무와 권리 규정 등 국제박람회를 관장하기

대기금(air-ticket solidarity levy)은 2007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2019년 기준, 우리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라를 포함 총 170개 회원국)

에 도입되었으며, 2017년 1월 국제질병퇴치
기금법 시행으로 제도화

◦ 최 대사는 국제박람회 기구의 최선임 위원회
인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난 6년간(2013.

◦ 피터 샌즈 사무총장은 한국의 기여금 증액에

11월-2019.11월) 세 차례 임기를 지냈으며, 2023

감사를 표하고, 이러한 한국의 기여는 2030년

년 인정박람회와 2025년 등록박람회 유치국

까지 감염병 퇴치를 향한 국제사회의 강한 의

선정을 위한 실사단장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지와 리더십을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라고 언
급하였다.

수행하였다.
◦ 총회의장의 임기는 2021년 11월까지이며(1회
연임가능), 그간 최 대사는 총회의장으로서 BIE

3. 이번 약정을 통해 우리 정부는 글로벌펀드의

총회를 주재하고, 4개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감염병 퇴치 활동에 2019년 500만불을 기여하

토론을 측면 지원하게 된다.

고, 글로벌펀드는 전 세계 공여국, 민간부문, 시

※ 최재철 대사의 총회의장 수임은, 아시아인

민사회 및 감염병 환자 그룹 등과 긴밀히 협력

으로서는 중국의 故우젠민(吳建民) 주프랑

하여 향후 3년간 1,600만명의 생명을 구하는

스대사에 이은 두 번째 사례이며, 집행위원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장에서 총회의장으로 선출된 최초의 사례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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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 대사의 총회의장 선출로 93년 대전 박람회와

로 구성된다. 이사국은 2년마다 선출한다.

12년 여수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한국의
BIE내 역할과 위상이 한 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사국 진출은 국제해사기구 174개 회원국의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만 가능하며, 특히 이사회 내
에서 논의를 주도하는 A그룹 이사국은 해운분야

3.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6년간

기여도가 높은 나라 중 투표를 통해 선정된다.

의 집행위원회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규칙
위원회(Rules Committee) 위원국으로 선출되

우리나라는 1962년 국제해사기구에 가입한 후

어, 앞으로 박람회 관련 규정 논의에 적극적으

1991년에 C그룹 이사국에 진출해 5회 연임하였

로 참여할 예정이다.

고, 2001년부터 2021년까지 10회 연속 A그룹 이
사국으로 선출되어 약 30년간(1991~2021) 이사국

4.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93년부터 사무총장이었

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던 로세르탈레스(Vicente González Loscertales)
가 퇴임하고, 사무차장인 디미트리 케르켄세스

이번 A그룹 이사국 10회 연속 진출은 그동안

(Dimitri Kerkentzes)가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

우리나라가 국제무대에서 e-내비게이션, 친환경

으로 선출되었다.

선박 등을 선도하며 해사 분야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국제해사기구(IMO) 최상위 A그룹
이사국 10연속 진출 (2019-11-29)

외교부는 A그룹 이사국 연속 진출을 위해 그동
안 재외공관에 국제해사기구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지지 교섭을 요청하며 노력하였다. 또

정부(해양수산부 및 외교부)는 29일 오전(현지

한, 이번 총회 참석 차 영국을 방문한 문성혁 해양

시각)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수산부 장관이 현지에서 각국 대표단과 접촉하고

열린 제31차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최상위 A그룹

양자회담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외교활동을 펼친

이사국에 10회 연속으로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것도 이번 선출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

31일까지 A그룹 이사국으로서 활동하게 된다. 이

zation): UN산하 전문기구로서(174개 정회원

에 따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율운항선박, e-내

국, 3개 준회원국) 영국 런던에 소재하며, 해

비게이션 및 친환경 선박 등에 관한 국제 기준과

상안전 및 해양환경보호 관련 59개 국제협약

규정을 마련하는 데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반영

및 관련 결의서 2,000여 종을 채택

하는 한편,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해사기구(IMO) 이사회는 기구의 사업, 인
사, 예산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하며, 주요 해운국

정부 관계자는 “국제해사기구 A그룹 이사국 10

인 A그룹(10개국), 주요 화주국인 B그룹(10개국),

회 연속 진출이 침체되어 있는 우리 해운･조선･해

지역 대표국인 C그룹(20개국) 등 모두 40개 국가

양IT 산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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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창출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
했다.

외교부･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9 신안보
국제학술회의｣ 공동 개최 (2019-11-29)
쉍 외교부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2월 2일(월)

｢2019 외교백서｣ 발간 (2019-11-29)

서울에서 ｢2019 신안보 국제학술회의｣를 공동
개최한다.

쉍 이번 외교백서는 특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 주요 참석 연사 : 조세영 외교부 1차관, 조동

진전을 위한 다각적인 외교활동, 신남방･신북

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이혜훈 국회 정보

방 정책의 본격화 등 외교지평 확대, 국민의

위원장, 김건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하영선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는 국민외교 구현 등 지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Michael Reiterer 주

난 한 해 동안 우리 외교의 주요 성과를 상세

한 EU대사, Klon Kitchen 미국 헤리티지재

히 수록하였습니다.
※ ｢2019 외교백서｣는 △2018년 국제 정세 및

단 선임연구원, Antoine Bondaz 프랑스 전략
연구재단 센터장 등 (상세 별첨 참조)

외교정책 기조, △한반도 평화와 역내 협력
증진을 위한 외교, △외교지평 확대, △경제

쉍 이번 학술회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외교 강화 및 뉴프런티어 개척, △국제사회

안보위협의 도전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2개

내 역할 확대 및 위상 제고, △국민과 함께하

세션으로 진행되며, 참석자들은 △미래 국가

는 외교, △혁신을 통한 외교 역량 강화 총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

7장으로 구성

고, △신안보 위협과 국제협력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쉍 동 외교백서는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뉴스･공지→자료실→외교백서)에 게재되어 있

쉍 국내외 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

으며 정부 기관, 대학 및 연구 기관, 공공도서

는 사이버안보, 신기술 악용 테러 등 점증하는

관, 언론 기관 등에도 배포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주요국들의 정책
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유관분야 민관 전문

쉍 ｢2019 외교백서｣는 우리 외교정책과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가들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
로 기대된다.

으로 기대됩니다.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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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제법률국 국제법 소통
❚ 기간 : 2019. 8. 30. ~ 2019. 11. 30. ❚

- 자세한 내용 및 기타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 [외교정책 > 조약･국제법 > 국제법 소통] 게시판 참조
O 2019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개최 결과 (2019-08-30)
O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 관련 제3차 정부간회
의(2019.8.19.-30.) (2019-09-27)
O [공지] 제6회 국제법 타운홀 미팅 (10.31.) (2019-10-15)
O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사무차장 공석 공고 (2019-10-18)
O 제6회 국제법 타운홀 미팅 개최 결과 (2019-11-01)
O [공지] 제7회 국제법 타운홀 미팅(12.4.) (2019-11-25)

2019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개최 결과
(2019-08-30)

어 졌습니다.
강정식 다자외교조정관은 환영사에서 △지난 20여

외교부가 주최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년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해석과 적용에

와 대한국제법학회가 주관한 ‘2019 해양법 국제학

국제해양법재판소가 발전적 역할을 하였다 평가하

술회의(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Law

고, △우리나라에 해양법이 갖는 중요성과 향후 국

of the Sea)’가 8.20.(화)-21.(수) 이틀간 서울 롯데

제해양법재판소와의 협력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장은 기조연설에서 금
이번 학술회의에는 강정식 다자외교조정관, 백

년에 결정이 내려진 2건의 잠정조치 사건*을 소개

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장, 데이빗 아타드(David

하며 △최근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제도적 발전을

Attard) 국제해양법재판소 부소장 등 해양법재판

하고 있고,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의 효과적이

소 재판관, 국내외 국제법 관계자 및 학자, 주한외

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교단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국가관할권 이원지
역(ABNJ)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쟁송

대주제 “해양법의 발전과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역할(New Developments in the Law of the Sea

관할권을 보유한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을 제안하
였습니다.

and the role of ITLOS)” 아래 세션별로 △(1세션)

* △우크라이나 군함 나포 사건(Case concerning

기후변화와 해양법, △(2세션)국가관할권 이원지

the detention of three Ukrainian naval vessels

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3세션)심해저 개

(우크라이나 v. 러시아)) 및 △산파드레피오

발, △(4세션)북극 관련 쟁점, △(5세션)분쟁해결

사건(The M/T “San Padre Pio” Case (스위스

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이 이루

v. 나이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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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세션(기후변화와 해양법)에서는 △다양

해양법재판소)에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송절

한 기후협약에 근거하여 제기될 수 있는 해양환경

차 관련 내용이 세부적으로 소개되고, △해양법이

소송에서의 유엔해양법협약의 역할과 △해수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제법체계

상승에 따른 기선 변화가 해양 권익에 미치는 영향

아래에서 여러 국제재판소들이 다양성을 유지하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면서도 기관 상호간 법리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
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션(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
다양성)에서는 △공해 어업과 국가관할권 이원지

이번 학술회의는 △국제해양법재판소와 협력관

역에서 어족자원 남획 문제, △지역수산관리기구

계를 강화하고, △국제해양법의 중요성에 대한 우

(RFMO)가 불법･비규제･비보고 어업(IUU Fishing)

리 국내 인식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

대응 등 지속가능한 어족자원 활용에 기여할 수

한, △국제학계 논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

있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해양법재판소 재판관들뿐만 아니라 국제해저기구
(ISA) 법률자문관, 해외 법무법인 국제법 전문 실

세 번째 세션(심해저개발)에서는 향후 심해저

무가 등 국내외 다양한 해양법 전문가들과 관계를

개발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구축하여 우리 국제법 역량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대응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심해저 개발

판단됩니다.

과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관계와 △유엔해양법
협약 제11부에 따른 심해저활동 분쟁해결제도와
논의가 진행중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특별 분쟁
해결제도간에 중첩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발표되었습니다.
네 번째 세션(북극 관련 쟁점)에서는 캐나다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BBNJ)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 관련
제3차 정부간회의(2019.8.19.-30.)
(2019-09-27)

러시아의 북극항로에 대한 주장 및 관련정책이 비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교되었습니다. 캐나다 발표자는 캐나다와 러시아

Marine Biological Diversity in the Areas Beyond

의 북극항로에 대한 주장은 보기에는 유사할지 모

National Jurisdiction) 보존 및 지속가능 이용에 관

르지만 캐나다 주장 근거는 법･인권･정치적 측면

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 마련을 위한 제3차

에서 모두 타당한 것에 반해 러시아는 단순 경제적

정부간회의(Intergovernmental Conference)가 지

이익을 위해 부당한 주장이라는 큰 차이가 있다는

난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

점을 완곡하고 재미있게 발표하여 화기애애한 분

최되었습니다.

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한국의 북
극항로정책, 극지 해역 운항 선박 안전을 위한 국

정부간회의는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제협정(Polar Code)과 러시아 국내법과의 충돌문

유엔에서의 BBNJ 관련 논의의 마지막 단계로서,

제, 역사적 권원과 역사적 권리의 차이 등에 대해

2017년 제72차 유엔총회 결의(72/249)에 따라 새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로운 국제문서에 포함될 구성요소들을 숙고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문안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튿날 개최된 다섯 번째 세션(분쟁해결과 국제

작년 하반기의 1차 정부간회의와 금년 개최된 두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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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제2차 및 제3차) 회의에 이어 2020년 상반기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4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 그간 2004년 유엔총회 결의로 설치된 20062015년 9차례 작업반(working group)회의 및

금번 정부간회의에서의 주요 논의 내용은 아래
와 같습니다.

2016-2017년 4차례 준비위원회(Preparatory
Committee)가 개최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해양유전

- 준비위원회에서는 네 가지 주요 이슈(△이

자원에의 접근, ▵이익공유, ▵이익공유의 목적,

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해

▵이익공유의 목적, ▵해양유전자원 관련 활동, ▵

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 △

모니터링,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 이

졌습니다.

전)를 논의
소도서국･개도국은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을 의
금번 회의에서는 각국의 기조발언 등 본회의

무적으로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선진국들

(Plenary)를 시작으로, 레나 리(Rena Lee, 싱가포르)

은 이익의 비금전적･자발적 공유를 선호하는 등

정부간회의 의장이 회람한 협정초안(첨부)에 대한

아직까지 국가 간 입장차가 컸습니다.

본격적인 문안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협정초안
을 바탕으로 네 가지 주요 이슈와 교차이슈(cross-

아울러, 소도서국･개도국은 해양유전자원에의 접

cutting issue)에 관한 비공식 실무협의(informal

근을 현지 내(in situ), 현지 외(ex situ) 및 in silico

working group) 및 비공식소규모 협의(informal-

해양유전자원, 유전자염기서열에의 접근 등으로

informals)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넓게 정의하고 이러한 접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 선진국은 가급적 적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와 한국해양수
산개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해양과학기술

용범위를 좁게 정의하고 접근에 대한 제한과 규제
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원 등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우리 정부대표단은 2
주 간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 정부

우리나라는 ▵국가관할권 이원영역의 해양유전

의 입장을 개진하였으며, 회의기간 중 ▵EU, ▵미

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되어야 하고, ▵

국, ▵일본, ▵아이슬란드, ▵국제해사기구(IMO),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비금전적･자발적 기초 하

▵세계자연기금(WWF) 등과 별도의 협의를 개최

에 공유되어야 하며,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

하여 협정초안의 내용과 향후 정부간회의 진행방

필요성과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상

향 등에 관해 의견교환을 하였습니다.

황에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문안
협상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성안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이해당사자 간 여전히 큰 입장차가 존재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 보호가

하는 만큼 협정이 향후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관할

필요한 구역의 확인, ▵제안, ▵제안 관련 협의 및

권 이원영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

평가, ▵의사결정, ▵이행 ▵모니터링과 검토, ▵국

이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고 실용적이

제협력 및 조정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어야 하며 이미 합의된 기존의 해양법 체제를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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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국가들은 당사국에 의한 제안, 당사국

아울러, 누적적 영향, 월경영향, 전략환경평가

회의를 통한 의사결정, 공개적이고 투명한 협의 및

와 관련된 별도 조항이 필요하다는 소도서국･개도

평가 등 큰 틀에서 의장문서의 내용을 지지하였으

국과 불필요하다는 선진국들 간 입장차를 확인할

나, 의사결정 방법, 협의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에

수 있었습니다.

있어서는 국가 간 의견차가 드러났습니다.
(역량강화 및 해양과학기술 이전) ▵목적, ▵유형 및

선진국들은 모든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컨센
서스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소도서

방식, ▵협력, ▵모니터링과 검토 등에 관한 논의
가 이루어졌습니다.

국･개도국은 컨센서스에 이르기 위한 노력을 다한
뒤에는 다수결(투표)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와 다양한 방식의
의무적 역량강화･해양과학기술 이전을 주장하는
소도서국･개도국의 입장과 자발적이고 비금전적

협의 절차와 관련, 소도서국･개도국은 협의 절

형태의 역량강화･해양과학기술 이전을 선호하는

차에서 수렴한 의견을 고려하여 제안을 수정하거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 간 입장차가 뚜렷했습

나 협의 절차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선

니다.

진국들은 제안을 수정할지 여부는 국가가 결정해
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개도국들은 역량강화 및 해양과학기술 이
전의 유형을 새로운 문서에 포함하는 방안을 지지

(환경영향평가) ▵발동요건과 기준, ▵스크리닝 및

한 반면 선진국들은 추후 당사국회의가 결정하는

스코핑, ▵활동 목록, ▵환경영향평가 절차, ▵보

방안을 지지했으며, 정기적 모니터링이나 당사국

고서 준비･내용･발간･검토, ▵모니터링, ▵누적적

의 자발적 보고 등이 새로운 문서에 포함되는 방안

영향 및 월경영향, ▵전략환경평가 등에 관한 논의

에 대다수의 국가들이 동의했습니다.

가 이루어졌습니다.
(교차이슈) ▵여타 관련 문서, 체제, 기구와의 관계,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들은 유엔해

▵일반원칙 및 접근법, ▵국제 협력, ▵재정조달,

양법협약 수준의 발동요건을 지지하고 당사국이

▵분쟁의 평화적 해결, ▵당사국회의･과학기술기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데 공

구･사무국, ▵정보공유체제 등에 관한 논의가 이

감하였으나, 구체적 절차 내용에 있어서는 이견이

루어졌습니다.

존재했습니다.
일반원칙 및 접근법, 용어의 사용 등에 대해서
개도국들은 새로운 BBNJ 협정 하의 과학기술

는 국가 간 다양한 견해와 협정초안에 대한 수정안

기구의 독립적 평가 필요성을 지지한 반면, 선진국

이 제출되었으며, 소도서국･개도국은 인류공동유

들은 동 절차 모든 의무와 책임 주체는 당사국이어

산, 사전예방원칙, 투명성 원칙, 공평의 원칙 등

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개도국들은

의장 초안에 포함되지 않은 원칙 및 접근법도 포함

새로운 BBNJ 협정이 보편적 최소 기준을 설정하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선진국들은 보편
적 최소 기준 설정에 반대했습니다.

대다수의 국가들은 당사국회의, 과학기술기구,

www.mofa.go.kr

257

| 외교부 국제법률국 국제법 소통 모음 |

정보공유체계의 설립을 지지하였으며, 사무국 설

이번 국제법 타운홀 미팅은 점심시간을 활용하

립에 관해서는 유엔해양법국(UN DOALOS)이나

여 11시 50분부터 대구대학교 법행정대학관 2303

ISA 등 기존 국제기구 사무국을 이용하는 방안과

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대구대학교 학생과 교직

별도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 모두 제시되었습니다.

원 외 국제법과 외교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있습니다.

(향후 논의 진행방향 및 계획) 개도국들은 제4차 정

부간회의에서 논의가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강력

이번 미팅에서는 “외교와 국제법”을 주제로 한

히 주장한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들은 근

국제법률국 심의관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사법

본적 사안에 있어서의 국가 간 이견, 컨센서스를

공조조약 체결 사례를 중심으로 한 조약체결 국내

통한 합의의 중요성, 보편적 참여 등을 강조하였습

절차의 이해, 국가간 해양경계획정 사례, 독도 관

니다.

련 국제법적 쟁점 외에도 “외교부의 국제기구 진
출 지원”라는 주제의 미니특강이 제공될 예정입니

한편, 일부 국가들이 회기간 논의를 통해 추가

다. 모쪼록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적인 정부간회의 개최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다수 국가들은 제4차 정부간
회의에서도 필요시 병행회의나 소규모비공식 회
의 등을 개최하는 방안을 지지했습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사무차장 공석
공고 (2019-10-18)

제4차 정부간회의는 2020년 상반기(날짜 미정)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함부르크 소재)는 사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됩니다. 제3차 정부간회의

무차장(Deputy Registrar, D-2) 직위를 공모하고

의 논의내용을 반영한 수정초안이 제4차 정부간회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2019.12.15.까지 원

의 개최 이전에 회람될 예정입니다.

서를 personnel@itlos.org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요건으로는 △국제공법 분야 석사학위(또

[공지] 제6회 국제법 타운홀 미팅 (10.31.)
(2019-10-15)

는 동급) 소지자로서 영어 및 불어를 능통한 수준
으로 구사할 것 등이 요구됩니다.
ITLOS 재판관의 지명을 받은 후보자들 중에서

국제법 타운홀 미팅은 외교부가 국제법이라는
다소 다가가기 어려울 수 있는 분야를 현안 위주로
소개하고 시민･학생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 개
최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선발하며, 임기는 5년으로서 재선발(re-election)
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공한 및 ITLOS 홈페이지
(www.itlos.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많은 성원에 힘입어 연세대, 부산대, 홍
익대, 숭실대, 서울대에서 총 5회 성황리에 개최되
었고, 오는 10월 31일에는 대구대학교에서 여섯번

제6회 국제법 타운홀 미팅 개최 결과
(2019-11-01)

째 국제법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대구대학교 법행정대학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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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제6차 국제법 타운홀 미
팅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미팅에는 이 대학 인재

[공지] 제7회 국제법 타운홀 미팅(12.4.)
(2019-11-25)

법학부 학생들 포함 약 80여명이 참석하여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일곱번째 국
제법 타운홀 미팅을 오는 12월 4일 경희대학교에

황준식 국제법률국 심의관의 외교와 국제법에

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대한 모두발언에 이어, 국제법률국내 담당자들이
조약체결의 국내절차, 해양경계획정 기작과 사례,

이번 국제법 타운홀 미팅은 국제법 강의시간을

독도와 관련된 국제법적 쟁점에 대한 흥미로운 강

활용하여 15시00분부터 청운관 715호에서 개최될

연을 제공하였고, 이후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

예정이며, 경희대학교 학생과 교직원 외 국제법과

담당자의 외교부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에 대한 설

외교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있습니다.

명회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미팅에서는 “외교와 국제법”을 주제로 한
이어서 조약문 초안 작성에 대한 노하우, 한일

국제법률국 심의관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UN에

남부대륙붕 공동개발구역 관련 문제, 외교부에서

서의 최신 국제법 논의 동향, 한-아세안 특별정상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경우와 외교부 근

회담을 통해 본 조약체결 절차, 국제민간항공기구

무 환경 관련 궁금한 점 등에 대한 열띈 질의응답

(ICAO)에서의 최신 국제법 쟁점과 선거 활동 외

으로 학생 여러분들과의 즐거운 소통 시간이 이어

에 “외교부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라는 주제의 미

졌습니다.

니특강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모쪼록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외교부 국제법률국은 국제법 타운홀 미팅을 지
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타운홀 개최를 희망하
시는 대학에서는 담당자(jeukim17@mofa.go.kr)
와의 협의 부탁드립니다.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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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는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s)에 관한 학술 도서 및 논문을
소개합니다.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Conceição-Heldt, E., da (et al.) (eds.), Internationale
Organisationen : Autonomie, Politisierung, inter-

○ 주요 도서

organisationale Beziehungen und Wandel, Baden-

Abbott, K.W. (et al.) (eds.), International Organi-

Baden, Nomos, 2015.

zations as Orchestrato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Alvarez, J. E., The Impact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nInternational Law, Leiden, Brill Nijhoff,
2017.

David, E., Droit des Organisations Internationales,
Bruxelles, Bruylant. 2016.
Delanty, G. (ed.), Routledge Handbook of Cosmopolitan
Studies, London, Routledge, 2017.
Ferstman, C.,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Alvarez, J.E., The Impact of International Organi-

Fight for Accountability : The Remedies and

zations on International Law, Leiden, Brill Nijhoff,

Reparations Gap, Oxford, Oxford University

2017.

Press, 2017.

Archer, C., and L. Marsde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ondon, Routledge, 2015.

Furtak, F. T., Internationale Organisationen :
Staatliche und Nichtstaatliche Organisationen

Barros, A. 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Member

in der Weltpolitik, Wiesbaden, Springer VS, 2015.

State Responsibility : Critical Perspectives, Leiden,

Hurd, I.,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olitics, Law,

Brill Nijhoff, 2017.
Bĕlohlávek, A.J., and N. Rozehnalová (eds.), International Organisations, The Hague, Lex Lata,
2018.
Bĕlohlávek, A.J., and N. Rozehnalová, International
Organisations, The Hague, Lex Lata, 2018.
Block-Lieb, S., and T.C. Halliday, Global Lawmakers
: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e Crafting of
World Marke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Prac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Klabbers, J., Advanced Introduction to the La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2015.
Klabbers, J.A.M.,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Institutional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Lagrange, E. and J.M. Sorel (eds.), Droit des
Organisations Internationales, Paris, LGDJ, 2013.

Blokker, N., and N. Schrijver (eds.), Immunity of

Niezen, R., and M. Sapignoli (eds.), Palac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eiden, Brill Nijhoff,

Hope: the Anthropology of Global Organizations,

201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Boisson de Chazournes, L., Interactions Between

Patel, B.N., Responsibility of International Organi-

Regional and Universal Organizations : a Legal

sations Towards Other International Organisa-

Perspective, Leiden, Brill Nijhoff, 2017.

tions: Law and practice of the United Nations,

Chan, S., Plural international relations in a divided
world, Cambridge, Polity Press, 2017.
Cogan, J. K. (eds.), (et. al.), The Oxford Hand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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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 Bank, the European Union (EU) an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Lucknow, Eastern Book Compan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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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s, C., Praxis internationaler Organisationen Vertragswandel und völkerrechtlicher Ordnungsrahmen, Berlin, Springer, 2016.

○ 주요 논문
Boisson de Chazournes, L., “Relations with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Cogan, J.K.

Ragazzi, M. (ed.), Responsibility of International

(eds.) (et. al.), The Oxford Handbook of Inter-

Organizations : Essays in Memory of Sir Ian

national Organiz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Brownli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3.

Press, 2016, pp 691-711.

Ryngaert, C., Judicial Decisions on the Law of

Gasbarri, L., “The Dual Legality of the Rul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xford, Oxfor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2016.

Organizations Law Revieuw, Vol. 14, No. 1

Scharf, M.P. and P.R. Williams (eds.), Law of Inter-

(2017), pp. 87-119.

national Organizations: Problems and Materials,

Klabbers, J., “Theorizing International Organiza-

Durham, NC, Carolina Academic Press, 2013.

tions”, In: Orford, A. and F. Hoffmann (eds.), The

Sinclair, G. F., To Reform the World : International

Oxford Handbook of the Theor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Making of Modern States,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pp. 618-634.

Trifunovska, S., The Law of International Organi-

Krieger, J. (ed.), The Oxford Companion to Inter-

zations : Documents and Cases, The Hague,

national Rela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Eleven International Publishing, 2015.

Press, 2014.

Virzo, R., and I. Ingravallo (eds.), Evolutions in the

Magliveras, K.D., “Legal Aspects of Competition

La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eiden,

betwee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Jalloh,

Brill Nijhoff, 2015.

C. C., and O. Elias (eds.), Shielding Humanity:

White, N.D., The Law of International Organisations,

Essays in International Law in Honour of Judge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17.

Abdul G. Koroma, Leiden, Brill Nijhoff, 2015,

Wojcikiewicz Almeida, P. and R. Zelesco Barretto,

pp. 242-259.

Direito das Organizações Internacionais : Casos

Pataut, É., “Les Organisations Internationales et le

e Problemas, Rio de Janeiro, Editora FGV,

Droit International Privé: Droit International

2014.

Privé Universel et Droit International Privé

Xu Yi-Chong, X., and P. Weller, The Working

Régional”, In: Vellano, M. (ed.), Il Futuro delle

World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Authority,

Organizzazioni Internazionali: Prospettive Giu-

Capacity, Legitimacy, Oxford, Oxford University

ridiche = L'Avenir des Organisations Interna-

Press, 2018.

tionales: Perspectives Juridiques : XIX Convegno,

Yi-Chong, X., and P. Weller, The Working World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Authority, Capacity,
Legitima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Zaum, D. (ed.), Legitimat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Courmayeur, 26-28 giugno 2014, Napoli, Editoriale
Scientifica, 2015.
Ryngaert, C., “The Responsibility of Member States
of International Organisations: Concluding Observ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aw Review,
Vol. 12, Issue 2, 2015, pp. 5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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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b, P., “Treat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Uneasy Analogies”, In: Tams, C.J. (et al.) (eds.),
Research Handbook on the Law of Treaties,
Cheltenham, Edward Elgar, 2014.
Wessel, R. A. and Dekker, I.F., “Identities of States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Intergovernmental
Organisations, Unifo, 1975.
Haas, M.,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 Interdisciplinary Bibliography, Hoover Institution
Press, 1971.

in International Organisation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aw Review, Vol. 12, No. 2,

○ 학술지 및 연속간행물

2015, pp. 293-318.

Code des organisations internationales

Wood, M., “D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njoy
Immunity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 Blokker, N. and N. Schrijver (eds.), Immun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eiden, Brill
Nijhoff, 2015.

Columbia University Studie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1 (1947) - vol. 62
(2008)
International Organization E-journal (1947) - ...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aw Review

○ 서지 (Bibliographies)

Legal Aspec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Dimitrov, Th.D., Documents of International Organi-

Yearbook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ations: A Bibliographic Handbook cov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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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environment, and human rights.
보다 자세한 내용은

○ Socially Responsible Foreign Investment
Conference

https://www.sheffield.ac.uk/law/news/changing
-character-international-dispute-settlement를 참고.

On October 24 and 25, Católica Global School of
Law and the Europ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 ESIL Interest Group on Peace and Security:

are organizing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ly

Solidarity – The Quest for Founding Utopias of

Responsible Foreign Investment, which will take

International Law

place in Lisbon, at the campus of Universidade

The ESIL Interest Group on Peace and Security

Católica Portuguesa | Católica Global School of

is proposing to organise a side event during the

Law. The conference is directed to scholars and

2020 ESIL Research Forum at the Department of

practitioners interested in such topics as investment

Law, University of Catania. The 2020 Forum will

law or human rights and business, and specially for

address the topic ‘Solidarity: The Quest for Founding

those interested in testing new legal tools for a

Utopias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Interest Group’s

changing world.

side event will take place on 23 April 2020. We

보다 자세한 내용은

invite papers from early-career scholars which address

https://fd.lisboa.ucp.pt/events/conference-socia

this theme in the context of peace and security, and

lly-responsible-foreign-investment-under-internat

welcome those which focus particularly on: The

ional-law-11776를 참고.

legal relationship between sovereignty, solidarity
and utopia; Solidarity, utopia and peace, and their

○ The Changing Character of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The Sheffield Centre for International and European

theoretical alignment; The balance between the
competing demands of solidarity and security; or,
Isolationism, security and solidarity.

Law at the University of Sheffield, with the support

보다 자세한 내용은

of the Society of Legal Scholars, is hosting a

https://cmoran55.wixsite.com/esiligps를 참고.

one-day conference with leading academics and
practitioners on 6 December 2019. The conference
takes stock of the expansion of the system of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IDS) and the risks

○ Conference: ‘What Room for Military
Assistance on Request in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of fragmentation stemming from the multiplication

On Thursday 5 and Friday 6 December 2019, the

of IDS institutions with overlapping competences.

Journal on the Use of Force and International Law

It explores opportunities for the development of

(JUFIL, Routledge) and the Ghent Rolin-Jaequemyns

IDS in new fields such as cyber law and space law.

International Law Institute (GRILI) will host an

In the face of the resurgence of isolationism and

international conference focusing on ‘military

protectionism, it also questions whether existing

assistance on request’. Having regard to recent

IDS mechanisms have the legitimacy to deal with

third-State interventions in Yemen, Syria and

issues involving public interests, such as health,

elsewhere, the conference seeks to explore the legal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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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work governing such interventions, including

Macedonia and is dedicated to migration studies in

relevant uncertainties and shortcomings as well as

the broadest sense. Looking at the “phenomenon”

proposals de lege ferenda. Separate expert panels

of migration from a wide range of perspectives, this

will be devoted e.g. to the ‘authority’ to invite

event will also host a special session on Migration

outside intervention on the one hand, and the

Law and Policy. For this session, we welcome

permissibility of third-State intervention in situations

submissions from legal experts, academics, policy

of civil war on the other hand.

makers and practitioners from all over the world.
보다 자세한 내용은

○ Call for Papers: Glasginburgh
(Glasgow-Edinburgh) 2020

https://www.migrationconference.net/home/cal
l-for-papers/를 참고.

Announcing the keynote speakers for the Glasginburgh Conference June 2020: Priya Lal, Boston

○ Conference: Positive State Obligations

College (US) and Margot Solomon, London School

Concerning Fundamental Rights and

of Economics (UK). The conference will be held at

‘Changing the Hearts and Minds’

the University of Glasgow on Monday 8th – Tuesday

Increasingly positive state obligations are called

9th of June 2020. Our aim is to explore the rela-

for to further the effective protection of fundamental

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questions of

rights, including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distribution” – broadly conceived. The two-day

However, many questions and grey areas remain:

event will promote a dialogue about the myriad

How far should states go with these positive obli-

ways in which current ‘distributions’ inform or

gations? What can reasonably be expected from

even determine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states? How far can states go without breaching

law, and how, in turn, the practices of international

(other) fundamental rights? This international con-

legal institutions may impact upon distributions of

ference (30 – 31 January 2020) will cover topics

income, resources, and power in the world. We

of enduring relevance and growing importance

welcome applications from the critical, doctrinal

concerning (the reach of) positive state obligations

and visionary traditions of international law

in relation to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nd will

enabling a serious scholarly reflection on this topic.

address these from a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보다 자세한 내용은

Eleven international speakers will present their draft

https://gcils.org/call-for-papers-glasginburgh-2

papers for the ensuing special issue of Erasmus

020-international-law-and-distribution-sustainabl

Law Review during the conference. The conference

e-development-security-and-the-governance-of-r

is free of charge. Registration is required and is

esources/를 참고.

possible until 22 January.
보다 자세한 내용은

○ Call for Applications: The Migration
Conference 2020.
This event will take place 2nd – 5th June 2020 at
the South East European University in Tetovo,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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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vereignty and Non-Interventio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to State
Cyberattacks

allow discovery of parallel developments and similar
issues in different fields of international law. We
have limited places for spectators, who are cordially

This event will take place on Wednesday 4

invited to take part in the discussions on the

December 2019 from 5:30pm to 7:00pm at Chatham

individual presentations and have the opportunity

House, 10 St James’s Square, London, SW1Y 4LE.

to talk to international PhDs and Post Docs through

International law applies to cyber operations – but

the workshop. Students are especially invited!

views differ on exactly how. Does state-sponsored

보다 자세한 내용은

interference in another state’s affairs using cy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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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s – for example, disinformation campaigns in

/aktuelle-meldungen/veranstaltungen/veranstaltu

elections, disabling government websites, or disrupting

ngsuebersicht.html?event=35310를 참고.

transport systems – breach international law? If
sovereignty and non-intervention relevant? This

○ 2020 Human Rights Essay Award Competition
The Human Rights Essay Award, sponsored by

event will bring together a broad group of actors,

the Academy on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including policymakers, the private sector, legal

Law at the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experts and civil society, and will be followed by a

of Law, seeks to stimulate the production of

drinks reception.

scholarly work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o, on what basis and how are the principles of

보다 자세한 내용은

The topic of the 2020 competition is Rule of Law

https://www.chathamhouse.org/event/sovereig

and Human Rights: Strengthening Democratic

nty-and-non-intervention-application-internation

Institutions. Participants have the flexibility to

al-law-state-cyberattacks를 참고.

choose any subject related to this topic, however,
the scope of the submission must directly relate to

<국제법 관련 강의 및 기타 안내>

this year’s topic or it will be disqualifie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can be understood to

○ 3rd Hamburg Young Scholars’ Workshop in
International Law

includ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international criminal law. We will award two winners

The 3rd Hamburg Young Scholars’ Workshop

— one for a submission in English and one for a

in International Law will be held from 20 – 21

submission in Spanish — with a full scholarship

September 2019 in the Warburg Haus in Hamburg,

(including lodging and transportation to and from

bringing together promising doctoral students and

Washington, D.C.) to complete the Certificate of

postdocs with a background in public international

Attendance or Diploma in the 2020 Program of

law and neighboring disciplines. During the workshop,

Advanced Studies on Human Rights and Huma-

research projects (e.g. a chapter of a dissertation, a

nitarian Law which will take place from 25 May –

draft of an article, case comments etc.) will be

12 June 2019. The deadline to enter your submission

discussed among peers. Public international law

is 1 February 2020. Only participants with a law

and common sense serve as a shared basis that will

degree are eligible to enter.

www.mofa.go.kr

265

| 국제법 관련 국제회의 및 국제학술아카데미 안내 |

보다 자세한 내용은

is 15 November 2019. The registration form will

https://www.wcl.american.edu/impact/initiativ

soon be available. The schedule of the 2020 com-

es-programs/hracademy/award/를 참고.

petition and a full report of the 2019 Inaugural
edition are also available. The event will take place

○ ASI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terest
Group IO Law Roundtable: Perspectives on
UN Partnerships
On Thursday 7 November 2019, the ASI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terest Group (IOIG) will

in Utrecht in May 2020.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uu.nl/en/netherlands-institute-forthe-law-of-the-sea-nilos/nilos-moot-court-compet
ition를 참고.

launch an initiative to engage legal staff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th the Society. As an
inaugural event, the IOIG is convening a lunchtime
panel entitled “IO Law Roundtable: Perspectives

○ Call for Papers: Historiciz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its Limits: Preconditions, Modes and
Legacies

on UN Partnerships”. Staff from the legal offices of

Professors Jean d’Aspremont (Sciences Po, Paris

UNICEF and UNDP, as well as panellists from the

& University of Manchester) and Thomas Kleinlein

UN Office for Partnerships and the Academic

(Friedrich Schiller University Jena) will convene a

Council on the United Nations System (ACUNS)

workshop on “Historicization of International Law

will discuss various legal aspects of partnering with

and its Limits: Preconditions, Modes and Legacies”

the private sector, financial institutions and academia

at Dornburg Castle on 4–5 June 2020. A keynote

to attain UN goals. The panel will be moderated by

discussion will feature Professor Bhupinder Chimni

Prof. Sean Murphy, ASIL President and member of

(Jawaharlal Nehru University, Delhi) and Liliana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bregon (Los Andes, Colombia). Scholars interested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sil.org/를 참고.

in presenting a paper are invited to submit an
abstract by 31 January 2020.

○ 2020 NILOS Moot Competition
The Netherlands Institute for the Law of the Sea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rewi.uni-jena.de/rewimedia/Fakul

(NILOS) is very happy to announce that the 2020

t%C3%A4t/Lehrst%C3%BChle/Lehrst%C3%BC

Case for the NILOS Moot Competition is now

hle+%C3%96ffentliches+Recht/ls_kleinlein/CfP

available online. The deadline for team registration

+Historicization.pdf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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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국제법 시청각 도서관 강의시리즈 |

유엔국제법시청각도서관(Audiovisual Library

“The Continental Shelf and its Outer Limits” by

of International Law)의 ｢강의시리즈｣(the Lecture

Sra. Frida María Armas Pfirter (Professor of Public

Series)는 다양한 지역, 법체계, 문화 및 특정 법

International Law, Buenos Aires University, Austral

분야를 대표하는 학자와 실무가들의 강의를 제공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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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9:;/ <=

수 있으며, 유엔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강의시

“International Claims Commissions” by Ms. Chiara

리즈｣의 모든 강의는 유엔 국제법 시청각 도서관홈페

Giorgetti (Professor of Law, University of Richmond)

이지(http://legal.un.org/avl/intro/welcome_avl.html)
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  ?  -   >
@A BCD ! E-

이번 호에는 2019년 9월부터 2019년 11월 사이
에 새롭게 발표된 강의를 소개합니다.

“La subjetividad internacional del inversionista: a
propósito de la demanda reconvencional en arbitrajes
inversionista-Estado” (The International Legal Sub-

 

 >   

jectivity of the Investor: Reflections on Counter-

“El proceso de celebración de tratados en la

claims in Investor-State Arbitration) by Sr. Roberto

Convención de Viena de 1969 sobre el Derecho de

Fernando Claros Abarca (Profesor, Pontificia Uni-

los Tratados” (The Process of Concluding Treaties

versidad Católica del Perú)

in the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by Sr. Gattās Abugattās (Profesor,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l Perú)

 AFG- ;!1 > AF G-
;!1 H  >   
“The Consideration of Individual Communications

   !" 

by Treaty Bodies within the System of the United

“How and Why International Law Binds Inter-

Nations” by Mr. Alexei Avtonomov (Member,

national Organizations” by Ms. Kristina Daugirdas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Professor of Law,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AFG- ;!1 > IJ71
 #$% &'( )*+  ,-

“Child Rights, Conflict, and International Criminal

./

Justice” by Ms. Diane Marie Amann (Emily and

“Solución de controversias internacionales” (Inter-

Ernest Woodruff Chair in International Law, Faculty

national Dispute Resolution) by Sra. Elvira Méndez

Co-Director of the Dean Rusk International Law

Chang (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 Director of

Center, School of Law, University of Georgia)

the Institute on International Studies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l Perú)

 KLMN

O- 7  

“Human Rights in Armed Conflicts” by Ms. Vera
 )0
567 ,

1 , > 23)04

Rusinova (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National
Research University, The Higher School of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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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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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사무국에 의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 Military Staff Committee, 2020 meetings-10 January (once every fortnight thereafter), New York, In
continuous session.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Eighty-third session, Geneva, 13-31 January.
•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problems arising from the accumulation of conventional ammunition
stockpiles in surplus, First session, New York, 13-17 January.
• UN-Women, Executive Board, Election of Bureau, New York, 14 January.
• UNICEF, Executive Board, Election of Bureau (1 meeting), New York, 14 January.
• Committee o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Regular session, New York, 20-29 January.
•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Thirty-fifth session, Geneva,
20-31 January.
• UNCITRAL, Working Group III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Reform), Thirty-ninth session, New
York, 20-24 January.
• UNCTAD, Working Party on the Strategic Framework and the Programme Budget, Seventy-ninth session,
Geneva, 20-22 January.
• Working Group on Reimbursement of Contingent-Owned Equipment, New York, 20-31 January.
• Conference on Disarmament, First part, Geneva, In continuous session.
•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girls, Twenty seventh
session, New York, 27-31 January.
•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Situations, Twenty-fifth session, Geneva, 27-31 January.
• Advisory Board on Disarmament Matters, Seventy-third session, Geneva, 29-31 January.
•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Fifty-second session, New York, In continuous session.
• Advisory Committee on Administrative and Budgetary Questions, Winter session, New York, In
continuous session.
• Committee for the United Nations Population Award, Organizational meeting, New York, January.
2020년 2월
•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Scientific and Technical Subcommittee, Fifty-seventh
session, Vienna, 3-14 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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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pre-sessional working group, Eighty-fifth session, Geneva, 3-7
February.
• Executive Board of UNDP/ UNFPA/UNOPS, First regular session, New York, 3-6 February.
•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Twenty-fifth session, Geneva, 3-7 February.
•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 127th session, Vienna, 3-7 February.
• UNCITRAL, Working Group II (Arbitration and Conciliation/Dispute Settlement), Seventy-first session,
New York, 3-7 February.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orking Group on Communications
under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Forty-sixth session, Geneva, 4-7 February.
• Committee o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Regular session, New York, 7 February.
• Commission for Social Development, Fifty-eighth session, New York, 10-19 February.
• Committee against Torture, Subcommittee on Prevention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Fortieth session, Geneva, 10-14 February.
• Committee against Torture, Subcommittee on Prevention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Fortieth session, Geneva, 10-14 February.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Seventy-fifth session, Geneva, 10-28
February.
•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Communications, Twenty-sixth session, Geneva, 10-14
February.
• Open-ended working group on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 Second session, New York, 10-14 February.
• UN-Women, Executive Board, First regular session, New York, 14 February.
•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ixty-seventh session, Geneva, 17 February-6 March.
•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Twenty-fourth session, Geneva, 17-21 February.
• Special Committee on Peacekeeping Operations and its Working Group, Substantive session, New York,
17 February-13 March.
• Disarmament Commission, Organizational session, New York, 18 February.
• Independent Audit Advisory Committee, Forty-ninth session, New York, 19-21 February.
• Special Committee on the Situation with regar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Declaration on the Granting
of Independence to Colonial Countries and Peoples, First part, New York, 20 February.
• Committee for Development Policy, Twenty-second session, New York, 24-28 February.
•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advancing responsible State behaviour in cyberspace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 Second session, Geneva, 24-28 February.
• Human Rights Committee, pre-sessional Working Group on Communications, 128th session, Geneva,
24-28 February.
• Human Rights Council, Forty-third session, Geneva, 24 February-20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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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man Rights Council, Forty-third session, Geneva, 24 February-20 March.
• WFP, Executive Board, First regular session, Rome, 24-28 February.
• UNICEF, Executive Board, First regular session, New York, February/February.
•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Organization, Working Group B and informal/expert meetings,
54th session (tent), Vienna, February/February.
• General Assembly, Fifth Committee, First part of the resumed session, New York, February/March.
• Investments Committee, 244th meeting, Venue to be determined, February.
2020년 3월
•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Sixty-third session, Vienna, 2-6 March.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pre-sessional working group,
Seventy-seventh session, Geneva, 2-6 March.
• Human Rights Committee, 128th session, Geneva, 2-27 March.
• Statistical Commission, Fifty-first session, New York, 3-6 March.
•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Sixty-fourth session, New York, 9-20 March.
•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wenty-third session, Geneva, 9-27 March.
•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Thirty-third annual meeting, Geneva, 9-11 March.
• ICSC, Ninetieth session, New York, 16-27 March.
•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Working Group on Firearms, Seventh session, Vienna, 17-18 March.
• ECA, Fifty-third session, Addis Ababa, 18 March-24 April.
• Special Committee on the Situation with regar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Declaration on the Granting
of Independence to Colonial Countries and Peoples, First part, New York, 19 March.
• Commission on Science and Technology for Development, Twenty-third session, Geneva, 23-27 March.
•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Legal Subcommittee, Fifty-ninth session, Vienna, 23
March-3 April.
•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Fourth session, New York, 23 March-3 April.
• UNCITRAL, Working Group I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irty-fourth session, New
York, 23-27 March.
• Voluntary Fund for Technic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Board of Trustees, Fiftieth session,
Geneva, 23-25 March.
• Commission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Fifty-third session, New York, 30 March-3 April.
• Committee of Experts on Public Administration, Nineteenth session, New York, 30 March-3 April.
•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Eighteenth session, Geneva, 30 March-9 April.
• Committee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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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ty-second session, Geneva, 30 March-9 April.
•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re-sessional working group, Thirteenth session,
Geneva, 30 March-3 April.
•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f Experts on People of African Descent, Twenty-sixth session,
Geneva, 30 March-3 April.
• UNCITRAL, Working Group III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Reform), Fortieth session, Vienna, 30
March-3 April.
• UNCITRAL, Working Group III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Reform), Fortieth session, Vienna, 30
March-3 April.
•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pre-sessional working group, Sixty-sixth session,
Geneva, March/March.
• Committee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Thirty-second session, Geneva, March/April.
• United Nations Voluntary Fund for Victims of Torture, Board of Trustees, Fifty-first session, Geneva,
March/April.
• Committee for the United Nations Population Award, First regular meeting, New York, March/
• UNEP,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149th meeting Nairobi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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