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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제19회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 대학생 부문 우수상

Civilian Protection During Belligerent Occupation:
with a Focus on Prolonged Occupation and
the Case of the Israeli-Occupied Territories
이 정 문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국제학부)

I. Introduction
Israel’s occupation of the Golan Heights and the Occupied Palestine Territories (OPT) drew the attention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due to President Trump’s series of unconventional statements and diplomatic
actions that defended Israel’s occupation of the Golan Heights earlier this year, and Trump’s remarks
triggered international criticism1) as Israel’s half-a-century-long occupation of the Golan Heights and
the OPT has been consistently questioned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through multiple UN documents.
During the initial stages of Israel’s occupation in 1967, a Security Council resolution that called for
Israel’s withdrawal from the occupied territories was adopted2) and in 1981, the Security Council, while
reaffirming the inadmissiblity of Israel’s occupation, claimed Israel’s further attempts to impose its judicial
and administrative system in the occupied Golan Heights to be null and void.3) In 2004, the General
Assembly confirmed the status of the OPT as that of a military occupation and acknowledged the
Palestinian people’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o sovereignty under the rules an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4)
As such, while the history of Israel’s belligerent occupation of the Golan Heights and the OPT traces
back to 1967 and the conflict hasn’t yet been resolved, the relevant branches of international law are
founded on the assumption that belligerent occupation is a provisional and interim state of affair.5)
In turn, the law of occupation limits the Occupying Power’s legislative authority in the occupied
territories as a general rule to prevent the occupant from bringing changes that entail permanent effects.6)
1) J.Galbrith, “Contemporary Practice of the United States: United States Recognizes Israeli Sovereignty over the Golan Heights”,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13, No.3, 2019, p.613.
2) UN Doc. S/RES/242 (1967), para.1.
3) UN Doc. S/RES/497 (1981), para.1.
4) UN Doc. A/RES/58/292 (2004), para.1.
5) A.Roberts, “Prolonged Military Occupation: The Israeli-Occupied Territories Since 1967”, 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vol.84, No.1, 1990, p.47.
6) V.Koutroulis,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situation of prolonged
occupation: only a matter of time?”,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vol.94, No.885, 2012, 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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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eeming gap between the foundations of the law of occupation and the actual practice of occupation
that often come in prolonged forms creates new challenges today, requiring close examination to devise
practical legal protection to civilians living under such circumstance.
This paper argues, through the illustration of Israel’s prolonged occupation of the Arab territories,
that prolonged occupation entails a distinct state of affair, that is, the erosion of distinction between
the state of war and peace, and examine how this distinct character particular to prolonged occupation,
frequently observed in the modern era, requires a new understanding of and approach to civilian
protection that are specifically curtailed to respond to the particular needs that arise during prolonged
occupation.

II. Defining Belligerent Occupation
The definition of belligerent occupation under the law of armed conflicts is provided by Article 42
of the 1907 Hague Regulations which reads that “[t]erritory is considered occupied when it is actually
plac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hostile army. The occupation extends only to the territory where such
authority has been established and can be exercised.”7)
The definition provided by Article 42 of the Hague Regulations has been confirmed by international
tribunals to be exclusive under international law.8) In particular,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referred exclusively to the definition laid out in Article 42 of the Hague Regulations in determining
the existence of occupation in its Advisory Opinion on the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Wall case) and its decision on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DRC v. Uganda).9)
According to the authoritative definition of occupation contained in Article 42 of the Hague Regulations,
‘effective control’ constitutes a significant component in determining the existence of occupation. The
term ‘effective control’ itself is not contained in treaty law, yet has been developed over the course
as a necessary indicator in determining occupation.10) This is because ‘effective control’ “substantiates
and specifies” the notion of ‘authority established and exercised by the hostile army,’ required by the
definition of occupation provided by Article 42 of the Hague Regulations.11) Generally, ‘effective control’
requires three constitutive elements to qualify as an occupation in accordance to relevant international
law, namely, “the unconsented-to presence of foreign forces, the foreign forces’ ability to exercise
authority over the territory concerned in lieu of the local sovereign, and the related inability of the
latter to exert its authority over the territory.”12)
7) Hague Convention No.IV Respect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of 1907, Art.42.
8) T.Ferraro, “Determining the Beginning and End of an Occupation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vol.94, No.885, 2012, p.137.
9) Ibid.
10) Ibid., p.139.
11) Ibid., p.14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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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Law of Occupation
1. Sources of the Law of Occupation
During belligerent occupation, as Arai-Takahashi notes, there are largely three bodies of law applied
in the occupied territory: the indigenous law of the occupied state, unless the occupying state does
not regard it necessary to suspend it; the laws enacted by the occupying state; and the relevant customary
and treaty international law on belligerent occupation.13)
The treaty laws that conventionally regulated belligerent occupation includes the Regulations annexed
to the Hague Convention No.IV Respect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of 1907, often
referred to as “the Hague Regulations,” the 1949 Geneva Convention No.IV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the Fourth Geneva Convention,” or GC IV), and to a minimal
extent, relevant rules found in the 1977 Geneva ProtocolⅠ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Additional
Protocol I, or AP I).

14)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s complementary to treaty international law, in that it functions as “gap
fillers” in areas where treaty provisions are absent or inapplicable. According to Arai-Takahashi, customary
norms bind States that are not a party to a relevant treaty on armed conflicts or occupation. Secondly,
customary rules provide rules to govern areas that are not sufficiently regulated by treaty provisions
regarding armed conflicts, such as intra-state armed conflict that may occur in occupied territories.15)
Additionally, Occupying powers are obliged to comply with gener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Primarily, th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has emerged as a fundament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and acquired the status of jus cogens.16)Consequently, occupation is deemed to be
incompatible with th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of people of the occupied State, and thus, the
illegality of occupation is laid out in legal sources such as the Declaration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and in the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17)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 in particular, the gener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include: the principle of distinction which requires all Parties to the conflict to
distinguish between civilians and civilian objects from combatants and military objectives18); the principle
of necessity under which Parties to the conflict are obliged to only adopt military measures necessary
“to weaken the enemy and achieve their surrender”19); and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means and
methods of warfare that may cause unnecessary suffering and superfluous injury.20)
12) Ibid., p.142.
13) Arai-Takahashi, The Law of Occupation: Continuity and Change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its Interaction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Leide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9), p.55.
14) Ibid.
15) Ibid., p.58.
16) Ibid., p.66.
17) Ibid.
18) E.Crawford and A.Pert,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p.42.
19) Ibid., p.43.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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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ey Assumptions Underpinning the Law of Occupation
(1) Provisional Character of Belligerent Occupation
One important assumption underpinning the law of occupation, as Adam Roberts points out, is that
“military occupation is a provisional state of affairs,” which may be resolved with the change in fortunes
of war, or be transformed into an alternative status established through negotiations at or subsequent
to the end of war.21) In fact, a relevant factor in assessing the end of occupation is the effective handover
of governmental authority,22) as seen i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6 regarding occupied Iraq. Here
the Council stated that it was “looking forward to the end of the occupation and the assumption of
full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by a fully sovereign and independent Interim Government of Iraq.”23)
The Resolution’s anticipation for the general closure of the occupant’s effective control reflects the
assumption that occupation is a provisional and transitional state of affairs.
According to Arai-Takahashi, this foundational idea is reflected in the early legal texts on the laws
of war or IHL and their travaux préparatoires. The 1880 Oxford Manual on the Laws of War on Land
(Oxford Manual) in Article 6 reads that occupation is “essentially provisional in character.”24) The
explicit language unambiguously illustrates that belligerent occupation should be understood as “an
interim temporary arrangement.”25) Despite the absence of any explicit phrasing, Arai-Takahashi claims
that earlier legal instruments, including the Lieber Code of 1863 and Article 2 of the Brussels Declaration
similarly implies the provisional character of belligerent occupation.26)
This overarching assumption is demonstrated in the rulings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 In its judgment on The Prosecutor v. Mladen Naletilic and Vinko
Martinovic case, the ICTY recognized occupation “as a transitional period following invasion and
preceding the agreement on the cessation of hostilities.”27) Koutroulis notes that the Supreme Court
of Israel also recognized that the state of occupation is “inherently temporary.”28)

(2) The ‘Conservationist’ Principle
Corollary from the first assumption, in other words, because occupation is by nature transitional,
the Occupying Power is not conferred with the sovereignty of the occupied State, and the occupant
is, in turn, obliged to preserve the existing conditions in the occupied territories, and is limited from

20)
21)
22)
23)
24)

Arai-Takahashi, supra note 13, p.68.
Roberts, supra note 5, p.47.
Arai-Takahashi, supra note 13, p.20.
Ibid.
The 1880 Oxford Manual on the Laws of War on Land, Art 6. Quoted in Y.Arai-Takahashi, “Unearthing the Problematic Terrain

25)
26)
27)
28)

of Prolonged Occupation”, Israel Law Review, vol.52, No.2, 2019, p.143.
Y.Arai-Takahashi, “Unearthing the Problematic Terrain of Prolonged Occupation”, Israel Law Review, vol.52, No.2, 2019, p.143.
Ibid., pp.139-140.
ICTY,The Prosecutor v. Mladen Naletilic and Vinko Martinovic, Judgment (Trial Chamber), 2003, p.72-73, para.214.
Koutroulis, supra note 6, 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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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nging permanent changes to the status quo.29) This rule is often referred to as the ‘conservationist’
principle.30)
The ‘conservationist principle’ is embodied in Article 43 of the Hague Regulations and Article 64
of the Fourth Geneva Convention. Firstly, Article 43 of the Hague Regulations reads that:
The authority of the legitimate power having in fact passed into the hands of the occupant, the latter
shall take all the measures in his power to restore, and ensure, as far as possible, public order and
safety, while respecting, unless absolutely prevented, the laws in force in the country.31)

The Article reflects the two-fold approach of the ‘conservationist principle’ which on the one hand,
limits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Occupying Power as a general principle, while providing the ‘concept
of necessity’ as grounds for exceptions to the general rule.32)
Arai-Takahashi also identifies the underlying ‘conservationist’ principle in Article 64 of GC Ⅳ which
was intended to serve as a complementary provision to Article 43 of the Hague Regulations.33) In
particular, he notes that Article 64 clarified the “specific objectives” embodied by the notion of necessity
articulated in Article 43 of the Hague Regulations.34) Moreover, contrary to Article 43 of the Hague
Regulations that was focused more on preserving the laws and institutions for the sake of the political
and military authorities of the ousted sovereign state,35) Arai-Takahashi asserts that Article 64 of GC
Ⅳ shifted its interest to the rights of the local population of the occupied territory.36) In other words,
by enshrining “positive duties incumbent on occupiers” under GC IV, Arai-Takahashi points out that
the ‘conservationist’ principle matured into Article 64 to protect the occupied population, furnishing
a so-called ‘bill of rights’ for the local population as Benvenisti puts it.37) Presumably, Arai-Takahashi’s
illustration of the role of the Occupying Power as a ‘temporary custodian38)’ of the occupied territory
reflects such perspective.

IV. Prolonged Occupation and the Case of the Israeli-Occupied
Territories
The two key assumptions elaborated in Chapter 2 reflects the conceptions of the early framers of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Ibid.
Ibid.
Hague Convention No.Ⅳ Respect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of 1907, Art.43.
Y.Arai-Takahashi, “Preoccupied with Occupation: Critical Examinations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Law of Occupation”,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vol.94, No.885, 2012, p.53.
Ibid., p.67.
Ibid., p.66.
Ibid., p.68.
Ibid.
Ibid.
Ibid.,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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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w of occupation. However, I argue that modern examples of occupation that frequently come
in prolonged forms challenge the validity of the assumptions, failing to be effective in understanding
the legal concerns that arise in cases of prolonged occupation, thus, proving to be insufficient in
providing sufficient legal protection for the civilian population put under precarious circumstances. Thus,
in the following chapter, I aim to unravel the notion of ‘prolonged occupation’ through the example
of Israel’s unprecedentedly prolonged occupation of the Arab territories, and its contradictions with
the key assumptions underpinning the law of occupation.

1. Prolonged Occupation
According to Koutroulis, neither conventional no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provides a formal
definition of a ‘prolonged occupation.’39) He insists that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
or any legal regime, prolonged occupation is not recognized as a distinctive legal category.40) This
is reflected in the lack of any temporal scope in the definition of belligerent occupation provided by
the law of occupation.41)
Nevertheless, the concept of ‘prolonged occupation’ has been a subject of scrutiny under legal
scholarship and the term has been quoted under the United Nations (UN) context and in case laws.42)
For instance, Adam Roberts attempted to clarify the term ‘prolonged occupation’ in his article on
prolonged military occupation and the Israeli-occupied territories by defining it as “an occupation that
lasts more than 5 years and extends into a period when hostilities are sharply reduced-i.e., a period
at least approximating peacetime.”43) According to this definition, the South African occupation of
Namibia, the Turkish presence in northern Cyprus, the Vietnamese presence in Kampuchea all fall into
the scope of prolonged occupation.44)However, the term ‘prolonged occupation’ has been predominately
used by the UN and in case laws to indicate Israel’s occupation of the Israel-occupied territories.45)

2. The Case of the Israeli-Occupied Territories
(1) Israeli-Occupied Territories
As a result of the Six Days War in 1967, Israel occupied territories including the Golan Heights
and Palestine,46) and continues to exert control over the territories till today, proving to be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examples of a prolonged occupation in the modern era.
The Golan Heights, formerly recognized as Syria’s territory, was occupied in 1967 as the result of
39)
40)
41)
42)
43)
44)
45)
46)
10

Koutroulis, supra note
Ibid.
Roberts, supra note 5,
Koutroulis, supra note
Roberts, supra note 5,
Ibid., pp.49-50.
Koutroulis, supra note
Roberts, supra note 5,

6, p.170.
p.53-54.
6, pp.170-71.
p.47.
6, p.170.
pp.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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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x Days War. 1981 marks a pivotal moment in Israel’s occupation of the Golan Heights, as Israel
adopted the Golan Heights Law on December 14th which extended the application of Israel’s judicial
system to the Golan Heights.

47)

The adoption of the Golan Heights Law triggered a controversy on whether, despite the absence
of an explicit reference to the term ‘annexation,’ the Law was intended to annex the Golan Heights
as part of Israel’s territory. Most notably, Sheleff claimed that, with regard to the language of the Golan
Heights Law and Israel’s subsequent actions undertaken in pursuant of the Law,48) the Golan Heights
Law is not equivalent to the annexation of the Heights but rather an administrative measure enforced
to fill the legal vacuum in the territory derived from the absence of any Syrian judiciary institution.49)
However, Sheleff’s argument was directly refuted by Maoz, who argued that “the legislature intended
to annex the Golan Heights to Israel, and was effective in doing so according to Israeli law, even
if it should turn out that Israeli law is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international law.”50) The
international view shares that of Maoz, recognizing Israel’s occupation of the Golan Heights as a case
of de-facto annexation. In turn, the UN Security Council declared that Israel’s decision to extend its
laws, jurisdiction and administration in the occupied Syrian Golan Heights is “null and void and without
international legal effect.”51)
Nevertheless, Israel has remained consistent with its stance on the Golan Heights as its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 pronounced in 2016 during a Cabinet meeting that “Israel will never relinquish
control over the Golan Heights.”52) The controversy on the status of the Golan Heights recently recurred
with President Trump’s presidential proclamation issued four days after his remarks made on twitter
that recognized Israel’s sovereignty over the Golan Heights.53)
Another region occupied by Israel along with the Golan Heights is the Occupied Palestine Territories
(OPT). The OPT refers to the West Bank, East Jerusalem, and the Gaza Strip.54) Since the occupation
of West Bank in 1967, pacifying attempts were made and such efforts culminated into the two Oslo
Accords signed in 1993 and 1995. As a result, the Palestinian Authority was recognized by Israel as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under the five-year road-map for peace, the West Bank was fragmented
into three separate districts: Area A, B and C. The Palestinians were given full control over the major
cities in Area A, whereas Area B was partially under the Palestinian authorities regarding civilian matters

47) Ibid.
48) L.Sheleff, “Application of Israeli Law to the Golan Heights is Not Annexation”, Brookly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0,
No.2, 1994, pp.335-336.
49) Ibid., p.337.
50) A.Maoz, “Application of Israeli Law to the Golan Heights is Annexation”, Brookly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0, No.2,
1994, p.357.
51) UN Doc. S/RES/497 (1981), para.1.
52) J.Mitnick, “Netanyahu says Israel will never give up the Golan Heights”, Los Angeles Times(2016. 4. 17.), available at
https://www.latimes.com/world/middleeast/la-fg-israel-syria-20160417-story.html (Accessed 30 August 2019).
53) Galbrith, supra note 1, pp.613-614.
54) Institute for Middle East Understanding, “What are the Occupied Territories”, available at
https://imeu.org/article/what-are-the-occupied-territories (Accessed 30 Augus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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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Israel had control over security. Area C, which covers more than two-thirds of the West Bank
were put under Israel’s full control.55)
East Jerusalem was occupied with the remaining parts of the West Bank in 1967. Upon its occupation,
the Israeli Parliament (Knesset) enacted section 11 B of the Law and Administration Ordinance (57081948) and two additional legislations for the purpose of extending Israel’s judicial boundaries to East
Jerusalem.56) The provision of the Ordinance stated that Israeli law, jurisdiction and administration of
the State will be applied to all of Palestine. The Ordinance shows high resemblance to the Golan Heights
Law that de facto annexed the Heights. Then, in 1980, Israel formally annexed East Jerusalem to Israel’s
territory by passing ‘Basic Law: Jerusalem, Capital of Israel’ which, in Article 1, formally declares
that “Jerusalem, complete and united, is the capital of Israel,”57)
The UN Security Council condemned Israel’s annexation of East Jerusalem in Resolution 478,
affirming that the Basic Law “constitute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considered the Law “null
and void and must be rescinded forthwith.”58) The resolution further demanded in Article 6 that all
Member States withdraw their established diplomatic missions from Jerusalem.59) The decision was
upheld by Member States until recently when the United States opened its new embassy in Jerusalem
in May, 2018. In fact, Jerusalem has been ‘empty’ since 2006 when Costa Rica and El Salvador, the
last countries that had their embassies in Jerusalem, officially announced their decisions to move their
embassies out of Jerusalem.60) On moving the U.S. Embassy from Tel Aviv to the Holy City, President
Trump stated that “the United States finally and officially recognized Jerusalem as the true capital of
Israel.”61)

(2) Humanitarian Crisis in the Israeli-Occupied Territories
The prolonged occupation in the OPT resulted in the infringement of both war time and peace time
human rights. The series of military attacks launched against the civilians in the occupied territories
accounts for the violation of war time human rights protected by the most fundament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 the principle of distinction, and constitutes war crimes under
Article 147 of GC IV and Article 85 of Additional Protocol I.62) Yet, the Israel Defence Forces (IDF)
55) J.Rudoren, “What the Oslo Accords Accomplished”,The New York Times (2015. 9. 30.), available at
https://www.nytimes.com/2015/10/01/world/middleeast/palestinians-mahmoud-abbas-oslo-peace-accords.html (Accessed 30 August
2019).
56) Maoz, supra note 50, p.361.
57) Basic Law: Jerusalem, Capital of Israel, Art.1, available at http://knesset.gov.il/laws/special/eng/basic10_eng.htm (Accessed 30
August 2019).
58) UN Doc. S/RES/478 (1980), para.3.
59) Ibid., para.6.
60) JTA, “El Salvador says it won’t follow US, Guatemala on Jerusalem Embassy move”,The Times of Israel(2018. 1. 2.), available
at https://www.timesofisrael.com/el-salvador-says-it-wont-follow-us-guatamela-on-jerusalem-embassy-move/ (Accessed 30 August
2019).
61) B.Singman and J.Burger,“US opens embassy in Jerusalem recognizing city as ‘true capital’ of Israel”(2018. 5. 14.), available at
https://www.foxnews.com/politics/us-opens-embassy-in-jerusalem-recognizing-city-as-true-capital-of-israel (Accessed 30 Augus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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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carried out military operations and incursions accompanied with missile attacks and artillery shelling.
The attacks destroyed homes, public accomodations including schools, hospitals, mosques and social
infrastructures such as bridges, water pipelines and sewage networks. The incursions also resulted in
a great number of civilian deaths. Air strikes, shelling and the unlawful killings of civilians continues
till now, as Amnesty International reports incidents of Israeli soldiers shooting journalists, medical staff,
unarmed protesters and unarmed civilians that do not pose imminent threat.63)
Israel’s implementation of discriminatory practices against the Palestinians infringes the people’s rights
during peace time. Human Rights Watch reports that the Palestinians have limited access to state services
like water and electricity while the Jewish settlers in the same region enjoy unrestricted access to these
basic necessities. Palestinians live in unauthorized housings that are under constant risk of forcible
demolition or confiscation due to the difficulty in obtaining government-issued building permits. Israel’s
policies require Palestinians to take time-consuming detours and have restricted their access to their
own farmlands to keep them away from the Israeli settlements. Cases of collective punishment, arbitrary
detention and the detention of children have also been reported.64)
The construction of the Wall caused greater restrictions on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Palestinians.
The Israel Government, since 1996, devised a ‘security fence’ that would infiltrate into Israel from
the central and northern West Bank. The plan was approved by the Israeli Cabinet in 2001, and in
2002, the Cabinet adopted decisions to construct the Wall. The first phase of the construction was
approved later that year. By January 2004, 190 kilometers of the Wall was constructed, and continues
to expand.65)
The Wall functions as a separation barrier, bringing dire humanitarian consequences for the Palestinians
confined within the enclosed zone of the Wall. The presence of the Wall has cut off the Palestinians
from employment, schools, daily and emergency medical care, and caused extreme economic hardships
for those whose land lies on the other side of the Wall. The “humiliating and obstructive” procedures
for obtaining movement permits to pass the gates that open arbitrarily, if they open at all, has significantly
restricted the livelihoods of the Palestinians.66) The illegality of constructing the Wall was recognized
by the ICJ in its Advisory Opinion, urging Israel to cease forthwith the construction of the wall, and
dismantle forthwith of those parts that have already been built.67)
As such, Israel’s prolonged occupation resulted not only in the violation of the occupied people’s
62) J.Dugard,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Palestinian Territories Occupied since 1967,
29 January 2007, A/HRC/4/17, p.11.
63) Amnesty International, “Israel and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ies 2018”, available at
https://www.amnesty.org/en/countries/middle-east-and-north-africa/israel-and-occupied-palestinian-territories/report-israel-and-occupi
ed-palestinian-territories/ (Accessed 30 August 2019).
64) Human Rights Watch, “Israel and Palestine Events of 2018”, availabale at
https://www.hrw.org/world-report/2019/country-chapters/israel/palestine (Accessed 30 August 2019).
65) ICJ, Legal Consequences cf the Construction of a Wa11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2004, p.35, para.78.
66) Dugard, supra note 62, pp.12-13.
67) Wall case, supra note 65, pp.65-66, para.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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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 to life protected under the law of armed conflicts, but also of the numerous rights protected by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68)

3. Key Assumptions Underpinning the Law of Occupation Challenged
(1) Provisional Nature of Occupation Challenged
The case of Israel’s unprecedentedly prolonged occupation of the Arab territories challenges the
assumptions underpinning the law of occupation. Firstly, it challenges the assumption that occupation
is a provisional and interim state of affair.
In deed, as Roberts points out, prolonged occupation does not necessarily imply permanent control.69)
For instance, the Sinai Peninsula which was also occupied by Israel since 1967 was returned to Egypt,
in accordance with the 1979 Peace Treaty.70) Roberts also notes that the Golan Heights was partially
returned to Syria.71) However, Israel’s continuous occupation and control over the OPT and the Golan
Heights suggests the possibility of prolonged occupation amounting to a state equivalent to de facto
annexation. Following the Six-Days War and Israel’s occupation of the Arab territories, the UN Security
Council immediately called for Israel’s withdrawal from the occupied territories and respect for the
territorial integrity and independence through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42.72) Nevertheless,
Israel continues to occupy the Arab territories for over five decades since the adoption of Resolution
242.

(2) The ‘Conservationist’ Principle Challenged
Corollary, Israel’s prolonged occupation challenges the second assumption that belies in the law of
occupation: the ‘conservationist’ principle. As elaborated in Chapter 2, the provisional character of
occupation obliges the Occupying Power to “as far as possible, preserve the status quo,”73) and the
extent of the legislative power the Occupying Power enjoys is laid out in Article 43 of the Hague
Regulations and Article 64 (2) of the Fourth Geneva Convention. Koutroulis puts it that the articles,
in sum, insist that “the occupier should preserve public order and civil life without interfering with
local legislation unless such interference is necessary for the orderly government of the territory.”74)
Here, orderly government entails the preservation of public order and civil life.75)
The duration of prolonged occupation, however, has been invoked for a more flexible interpretation
68)
69)
70)
71)
72)
73)
74)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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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gard, supra note 62, p.11.
Roberts, supra note 5, p.60.
Ibid., pp.59-60.
Ibid., p.60.
UN Doc. S/RES/242 (1967), para.1.
Koutroulis, supra note 6, p.167.
Ibid.
Ibid., p.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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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rticle 43 of the Hague Regulations and 64 (2) of the Fourth Geneva Convention, providing the
possibility of granting the Occupying Power with further discretion to introduce more permanent changes
in the occupied territories.76) Yoram Dinstein, as quoted by Koutroulis, claims that “the military government
must be given more leeway in the application of its lawmaking power if the occupation endures for
many years.77)
In fact, during Israel’s occupation of the Palestinian territories, Israel has enacted laws that had permanent
effects within the occupied territories. Drastic economic changes have been carried out,78)new tax-related
laws were implemented and infrastructure projects with permanent effects, such as constructing high-speed
motorways and high voltage lines were propelled.79) When the legality of the changes implemented
in the Palestinian territories were brought into question at the Supreme Court of Israel, the Court invoked
the prolonged character of its occupation to justify the legislations introduced.80) The Court substantiated
that in times of long-term occupation, the needs of the local population gains greater attention, contrary to
short-term military occupation during which military needs predominate,81) and affirmed that investments
of permanent nature and effects that stimulat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occupied territory are,
in fact, permitted if they reasonably respond to the needs of the local population.82)
To a certain extent, the claims purported by the Court holds validity in that the long duration of
occupation increases the interdependency between the occupier and the occupied.83) Also, as Roberts
insists, some of the economic changes brought about in the West Bank and Gaza have served the interests
of the public as they resulted in enhanced living standards, at least until the mid-1970s.84) On the other
hand, some policies have raised concern, according to Roberts, for discriminating Palestinians in economic
activity, creating excessive economic dependency on that of Israel and using resources from the occupied
territories for the sake of the Israelis instead of the Palestinians.85)
The illegal Jewish settlements in the OPT also questions Israel’s claim for implementing certain
permanent changes in response to the local needs and its perceived role as a ‘temporary custodian’
of the occupied territories as Arai-Takahashi puts it.86) The Jewish settlements that are undoubtedly
a violation of Article 49 (6) of the Fourth Geneva Convention suggests that in practice, Israel’s claim
for a broadened discretion of the occupant to carry out its custodial duties is nothing more than, in
Falk’s words, “Israel’s abuse of its custodial role as belligerent occupant,”87) to justify its rationale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Ibid., p.177.
Ibid.
Roberts, supra note 5, p.86.
Koutroulis, supra note 6, p.179.
Ibid.
Ibid., pp.179-180.
Ibid., p.180.
Ibid., pp.187-188.
Roberts, supra note 5, p.86.
Ibid.
Arai-Takahashi, supra note 32. p.54.
R.Falk, “Some Legal Reflections on Prolonged Israeli Occupation of Gaza and the West Bank”, Journal of Refugee Studies, vol.2,
No.1, 1989,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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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ind the illegal settlements. As Falk advances, the settlements in the occupied territories serves Israel’s
scheme of constructing a ‘Greater Israel’88) which resulted in the partial or de facto annexation of the
occupied territories, interfering with Palestinians’ rights to self-determination.89) Israel’s Supreme Court
Justice Landau, in the same vein, insisted on the apparent inconsistency of the permanent settlements
with the temporary character of occupation in the Beth-El case brought to the Court.90) As such, the
settlements seem to reflect Israel’s vision to exercise permanent, rather provisional, control over its
occupied territories.
Moreover, Israel’s discriminative policies against the occupied Palestinians that severely infringe their
social,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rights mandated by the ICESCR and ICCPR as illustrated in
Chapter 3 contradicts with Israel’s claim for extended custodial roles and discretion to ensure public
life and security.
In short, the prolonged time-frame of occupation may require a more flexible interpretation of the
‘conservationist’ principle on the one hand, while on the other, we observe how the Israeli government
has introduced permanent changes that had deteriorating effects in the occupied territories contrary to
the ‘conservationist’ principle’s original intent to function as the ‘bill of rights of the occupied civilians
by imposing incumbent duties on occupiers to protect fundamental human rights of the occupied. Hence,
prolonged occupation presents a dilemma in which the necessity for broadened legislative power for
the Occupying Power to ensure normal life during the state of belligerent occupation and the unreliability
of the occupant’s use of its discretional authority in protecting the rights and security of the civilians
of the occupied territory clashes.

V. Propositions for Civilian Protection During Prolonged Occupation
Prolonged occupation results in a distinct state where the distinction between the state of “war” and
“peace” is eroded.91) Occupation by definition entails the notion of effective control of the administrative
and governmental authority of the Occupying Power, hence may partially resemble the state of peace.92)
The Supreme Court of Israel in its decision stated that “the life of a population, like the life of an
individual, is not static but is in a perpetual movement that contains development, growth and change,”
and that the military government in time of occupation cannot ignore this aspect.93)In turn, the Court
admitted that prolonged occupation imposes upon the Israeli government the duty to ensure normal
life.94)
88)
89)
90)
91)
92)

Ibid., p.45.
Ibid., p.44.
Roberts, supra note 5, p.90.
Roberts, supra note 5, p.61.
A.Becker, “The Dilemmas of Protecting Civilians in Occupied Territory: the Precursory Example of World War Ⅰ”,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vol.94, No.885, 2012, p.122.
93) Koutroulis, supra note 6, p.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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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spect of ‘normal life’ that persists during prolonged occupation may on the one hand, require
the military government established by the hostile foreign forces to exert legislative power that extends
beyond its limited power under the ‘conservationist’ principle as seen in Israel’s case where the Israeli
government propelled social infrastructure projects and certain economic policies that enhanced the living
standards in the occupied territories. Reasonably speaking, more aspects of society will inevitably become
reliant in its execution on the military government the longer the occupation persists. However, at the
same time, it must be cautioned against the Occupying Power’s excessive discretion and its imposition
of permanent change on the occupied territories that may amount to the level of de facto annexation.
Hence, for example, practices such as the illegal Israeli settlements and the construction of a permanent
separation wall that cuts off the inhabitants from economic, educational and social opportunities demonstrated
must be strictly condemned. It must be determined to what extent the ‘conservationist’ principle and
its relevant Articles can be interpreted flexibly so that the occupant does not abuse its discretional power
to purport its own interest at the expense of the life and rights of the occupied.
Nevertheless, it still remains highly doubtful whether the belligerent occupant, in practice, will act
in a way that prioritizes the life and rights of the civilians of the occupied State over its own national
interest. Take note that belligerent occupation is self-explanatory in explaining the notion of belligerent
intent against the State party to the conflict its definition entails, and how different rationales were
invoked by Israel to justify the undermining of civilian rights in the occupied territories. Hence, rigorous
application of relevant international law and continuous monitoring is required, so that belligerent occupants
meet the requirements of law even when they are not voluntarily committed to compliance. In particular,
I propose three particular factors tha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doing so.
Firstly, the immediate and effective application of jus ad bellum in supplement to IHL is needed.
The rules regarding the use of force is often referred to as jus ad bellum.95) IHL, or jus in bello is
a specific body of international law that developed to regulate the conducts of States and individuals
and protect people and property during an armed conflict.96)While jus ad bellum is “the law on the
legitimacy of the use of force,”97) IHL applies equally to all parties to an armed conflict, regardless
of the legitimacy and justifiability of their cause.98) The immediate and effective application of jus
ad bellum can condemn unjustifiable use of force and illegal occupation of territories, thus, call for
the withdrawal of illegally deployed forces of the Occupying Power from the occupied territories. As
a result,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jus ad bellum can prevent the prolonging of an occupation in the
first place, eliminating the primary cause of a potential humanitarian crisis.
Secondly, lifting the standard of what is understood as minimum humanitarian protection through
the concurrent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HRL) and IHL is needed. IHL alone
94) Ibid., pp.183-184.
95) Crawford and Pert, supra note 18, p.31.
96) Ibid., p.29.
97)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Legal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Armed Conflict, 2011, p.5.
9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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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insufficient in providing adequate legal protection for civilians during prolonged occupation because
IHL specifically covers only those human rights that are endangered in armed conflicts.99) As a result,
certain areas of human rights are not protected by IHL, namely, the rights to social security, the right
to free election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freedom of thought are examples, just to number
a few.100) Yet, because the aspect of ‘normal life’ persists throughout prolonged occupation, the scope
of human rights protected by international law during prolonged occupation must be broadened to include
rights that are not particular to the context of occupation and armed conflicts. In other words, since
prolonged occupation entails the state of both war and peace, human rights standards of time of peace
must be applied rigidly, and hence, the end goal is to lift the standard of minimum humanitarian
protection provided to the civilian population during prolonged occupation, so that a broader range of
rights related to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phere of life is sufficiently ensured and
protected even when occupied civilians are in the hands of the belligerent occupant for a prolonged
period of time.
The ends can be met with the concurrent application of IHL and IHRL. In its Advisory Opinion
on the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case, the ICJ observed that “the protec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does not cease in times of war” unless the
Covenant is derogated in time of national emergency by operation of Article 4.101) Likewise, the ICJ
stated in the Wall Advisory Opinion that generally, “the protection offered by human rights conventions
does not cease in case of armed conflict” except when the provisions are derogated under Article 4
of the ICCPR on the grounds of national emergency.102)The Court insisted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HRL and IHL that the rights may be exclusively the matters of IHL; exclusively the matters
of IHRL; or a matter of both branches of international law.103)Hence, the Opinion concludes that IHL
and IHRL are not “mirror-opposites” that imply exclusive application.104) In the Wall Advisory Opinion,
the ICJ also examined the extraterritorial applicability of IHRL and concluded that Article 2 of the
ICCPR, which sets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Covenant, implies that the Covenant covers individuals
who are not present in the State’s territory yet subject to the State’s jurisdiction.105) The Court insisted
on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ICCPR, admitting the exercise of the Covenant outside the
national territory, that is, in foreign territories, and confirmed that the practice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has also been consistent with this interpretation. As such, the Advisory Opinions provide
the possibility of the concurrent application of IHRL and IHL in occupied territories.
Provided that the jurisprudence of the ICJ enables the simultaneous application of IHL and IHRL,
99)
100)
101)
102)
103)
104)

Ibid., p.16.
Ibid.
ICJ,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Advisory opinion, ICJ Report 1996, p.18, para.25.
Wall case, supra note 65, p.46, para.106.
Ibid.
N.Lubell, “Human Rights Obligations in Military Occupation”,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vol.94, No.885, 2012,
p.318.
105) Wall case, supra note 65, pp.546-547, para.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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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question of “how” still remains. In fact, IHL and IHRL are very distinct bodies of international
law. Droege identifies the fundamental features that distinguish the two branches of international law.
According to Droege, IHL is applied specifically in times of armed conflict while IHRL applies at
all time. Secondly, IHL binds “parties to the conflict,” including both State and non-state actors, whereas
the traditional view on IHRL was that the law in binding to states only. Thirdly, contrary to IHL which
is generally non-derogable, most IHRL rules are derogable106). Hence, on the superficial level, the two
bodies of law may seem fundamentally incompatible.
Nevertheless, Droege claims that a dynamic approach enables the “complementary and mutually
reinforcing” application of both branches of law.107) In particular, Droege insists that the concurrent
application should be based on the assumption of ‘complementarity,’ meaning that IHL and IHRL are
not contradicting, but are “based on the same principles and values can influence and reinforce each
other mutually.”108) Moreover, in situations when IHRL an IHL provide incompatible guidances, Droege
insists that the decision on which body of law will apply should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laws. For example, the application of IHL will be more relevant when the ratione
materiae is the conduct of hostilites, whereas IHRL is more applicable when the subject is on law
enforcement.109)
Lastly, humanitarian considerations should be prioritized over military necessity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IHRL and IHL provisions. As mentioned above, the ICCPR allows the derogation from
its provision under time of national emergency. Likewise, many human rights treaties allow derogation
in times of public emergency, and Israel invoked its military occupation, considering it as a case of
national emergency, to justify the suspension of human rights conventions.110) However, deciding whether
certain provisions are applicable or derogable should be strictly based on legal standards, and in doing
so, humanitarian considerations should take priority over the belligerent occupant’s military necessity.

VI. Conclusion
Israel’s prolonged occupation of the Arab territories that stretches over the Golan Heights and the
Occupied Palestine Territories (OPT) raises awareness that belligerent occupation, traditionally viewed
as a provisional interim state of affair, can amount to a state of de facto annexation. The prolonged
presence of Israeli forces and authority, thus, conflicts with the rights to self-determination rightfully
entitled to the Palestinians, and the drastic, yet discriminatory, policies carried out by the Israeli

106) C.Droege, “The Interplay Betwee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Situations of Armed
Conflict”, Israel Law Review, vol40, No.2, 2007, p.336.
107) Ibid., p.337.
108) Ibid.
109) Ibid., p.344.
110) Roberts, supra note 5,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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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threatens the livelihoods of the occupied civilians by undermining their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rights.
As illustrated in the case of Israel’s occupation, prolonged occupation poses a distinct strain in
providing sufficient legal protection for the civilian population of the occupied territories. This particular
difficulty derives from a paradoxical character a prolonged occupation entails: the erosion of boundaries
between war and peace. That is, the aspect of ‘normal life’ persists simultaneously with aspects of
armed conflict and military occupation when an occupation is prolonged. This duality complicates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conservationist principle.’ On the one hand, it requires the military
government established by the belligerent occupant to function as a normal government, exerting flexible
authority and discretion to ensure ‘normal life’ in the occupied territories. On the other hand, the
traditional ‘conservationist’ principle must be imposed to prevent the occupant from abusing its discretional
power to serve its own interest at the expense of the rights and security of the occupied population.
Hence, the complex state of prolonged occupation requires departure from traditional understanding of
the ‘conservationist’ principle to a multi-dimensioned approach to the principle.
Furthermore, I argue that protecting civilians from the Occupying Power’s abusive discretional requires,
firstly, the immediate and effective application of jus ad bellum. This specific body of international
law that assesses the legitimacy of the use of force, when effectively applied, can possibly bring an
early end to illegal belligerent occupation, thus, eliminate the primary cause of a potential humanitarian
crisis. Secondly, the concurrent application of IHRL and IHL is required to ensure that human rights
not particular to the context of armed conflicts are also protected by law. These rights, namely, the
economic,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rights require protection to facilitate and sustain the ‘normal
lives’ that persist during prolonged occupation. Lastly,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relevant
provisions should be based on humanitarian concerns over military necessities of the Occupying Power.
Above all, the most crucial factor in protecting civilians under international law is compliance. The
foundational rules of IHL and the law of occupation have already been established decades before Israel’s
occupation of the Arab territories. The Hague Regulations were drafted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even before the outbreak of the two World Wars. The four Geneva Conventions were drafted with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Reasonably, the humanitarian crisis observed in the OPT is caused,
not by the vacuum of relevant international law, but by the lack of compliance with existing laws.
Therefore, protecting civilians and minimizing any humanitarian consequences resulting from armed
conflicts and belligerent occupation highly depends on State’s compliance with existing norms and laws.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장기적인 전시 점령 상황에서의 민간인 보호 방법을 연구한다. 국제인도법 상에서는 전시
점령을 그 기간의 길고 짧음으로 구분하지 않으며, 그 기간과 상관없이 전시 점령 상태임이 인정이 되면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적으로는 장기화된 전시 점령 상황을 구분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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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하는 법적인 보호의 종류와 형태가 전시 점령이 장기화되면서 달라진다. 그러나 기존의 전시
점령과 관련된 국제법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같은 장기적인 전시 점령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민간인을 보호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기존의 전시 점령과 관련된 국제법이 장기화된 전시 점령
상황에서의 민간인 보호에 가지는 구체적인 한계점을 분석함과 동시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국제법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장기화된 전시 점령 상황에서 민간인들이 점령 정부 하에서도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장기적인 형태의 전시 점령이 많이 보이는 점에서
장기화된 전시 점령 하에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연구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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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간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임 재 성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I. 서론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이하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은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특히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수도권에서는 미세먼지 예측치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차량 2부제, 사업장･공사장 저감
조치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수도권의 미세먼지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고,
국내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미세먼지가 현재 대기 오염문제의 주 원인이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
다. 이러한 국내 주장에 대해 중국은 한국의 수도권 미세먼지는 한국에서 발생한 것이며, 중국은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의 원인 및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하여
한국과 중국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지속가능한 미세먼
지 발생 및 확산 방지 체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은 현재 미세먼지 문제를 둘러싼 한･중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 동원할 수 있는 법적
조치 관련 국제법적 논점을 검토하여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한국의 국제법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은 국가책임의 추궁, 사법재판 또는 중재재판에의 호소, 미세먼지 배출 공정 상품에
대한 무역규제, 국내환경법령의 역외적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 관련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고, 해당 조치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 수단으로서 가지는 한계를 알아본다. 이들 조치의 대안적
조치로서 ‘미세먼지 발생 및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약체제의 형성’을 들 수 있는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조약체제의 형성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한다.

II. 국가책임의 추궁
1. 의의
국가책임의 추궁은 ‘국가의 국제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의 내용을 분명히 하는’ 규범, 즉 2차규범
(secondary rules of conduct)의 규율을 받는다. 2차 규범의 적용은 ‘국가들에게 의무를 지우는 규범’
인 1차 규범(primary rules of conduct)의 위반을 전제로 하고, 국가책임 발생 요건 및 발생하는 국가책임
의 범위는 1차 규범에 따라 다를 수 있다.1) 따라서 국가책임 추궁을 위해 문제의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1차 규범, 2차 규범을 모두 밝혀 주어야 한다.
1) 김대순, 뺷국제법론뺸제19판 (서울: 삼영사 2017), pp. 64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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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외유입 미세먼지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과 중국이 초국경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하여 별도의
1차 및 2차 규범에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습국제법을 통해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한다. 당해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1차 규범으로서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의 원칙을 소개한다.
2차 규범과 관련하여 국제관습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하기 위해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중국의
행위가 해당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검토한다. 또한 국가책임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 및 국가책임 원용과정
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제시한다.

2. 1차 규범: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의 원칙
국제법상 선린의 원칙은 ‘자국 관할권 내의 활동이 초래하는 초국경 피해 및 환경 피해를 방지, 감소,
통제할 책임의 원칙’이라는 환경 관련 규범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2) 1972년 스톡홀름선언 제21원칙은
“국가들은 UN헌장 및 국제법의 원칙들에 따라 자국의 자원을 그 환경정책에 의거하여 개발할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또한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 또는 국가관할권 외 지역 환경에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조치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였고, 동일한 공식이 1992년 리우선언 제2원칙에
채택되었다.3) Trail Smelter 사건 중재판정4) 및 Corfu 사건5) 판결도 초국경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 원칙의 논리와 같은 논리를 결정 근거로 하고 있다. 그리고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에 관한 권고적 의견 및 일련의 사건에서6)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의 원칙은 ‘환경
관련 국제법의 일부’(part of the corpus of international law relating to the environment)로서 인정되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볼 때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의 원칙이 국제관습법화 한 것으로 보인다.

3. 2차규범: 국제관습법상 국가책임의 발생
(1) 국가귀속성
1) 해외 유입 미세먼지의 대기오염 기여 비율 및 발생원
우리나라 대기에 존재하는 미세먼지의 발원지 및 발생원별 기여도, 성분, 농도 등은 계절, 기상상태,
기후 등에 영향을 받으며 시기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대기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가운데
해외유입 미세먼지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30~50%이다.7) 그러나 중국에서 난방 목적의 화석연료 연소가
증가하는 겨울에는 미세먼지가 대거 편서풍 및 북서 계절풍을 타고 유입되며 2014년 1월에는 해외유입
미세먼지의 비율이 70%를 웃돌았다.8) 해외유입 미세먼지의 발원지는 북경을 포함한 중국 동부와 몽골
등인 것으로 추정된다. 대표적으로 북경의 대기오염 현황을 살펴보자면, 인위적 미세먼지 발생원 가운데

2)
3)
4)
5)
6)

Patricia W. Birnie et al, International Law and the Environment, Third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137.
소병천, “국외 발생 미세먼지 관련 국제법적 분석 및 대응방안”, 뺷환경법 연구뺸, Vol.39 No.2, 2017, 38쪽.
Trail Smelter case, United States v. Canada, RIAA, Vol. III, p. 1965 (이하 “Trail Smelter case”).
Corfu case, Albania/UK, (Merits), ICJ Reports (1949), p.22.
Advisory Opinion on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ICJ Reports 226 (1996) p. 20 at 242 (para. 29); Gabčíkovo–
Nagymaros Project Case (Hungary/Slovakia), Merits, Judgement, I.C.J. Reports 1997, p. 7 at 41(para.53); 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Case (Argentina v. Uruguay), Merits, Judgement, I.C.J. Reports 2010, pp. 55-56(para. 101).
7) 환경부, 뺷미세먼지, 도대체 뭘까?뺸, 환경부(2016.4.), 62쪽.
8) 상게서,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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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연소의 오염원 기여도는 약 18%, 비산먼지의 기여도는 약 15%, 산업공
정의 기여도는 약 25%이다. 배출된 화학물질이 대기 중에서 합성된 2차 배출 관련 배출원의 기여도는
약26%이다.9)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 발생원 가운데 난방 등 민간의 생활활동과 사업체의 산업활동의
비중이 매우 크다.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의 미세먼지 배출 원인이 유사하다고 가정할 경우, 한국의
해외유입 미세먼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및 사업체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2) 국가귀속성의 원칙
이상의 사실에 근거할 때, 해외유입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중국에게 묻기 위해서는 중국 내
개인 및 사업체의 오염물질 배출 행위가 중국의 행위로 귀속되어야 한다. 미세먼지 배출 행위가 국가기관
의 직무집행인 경우 기관의 기능, 지위 및 성격을 막론하고 문제의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10)
반면 미세먼지 배출이 정부와 독립적인 민간 사업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정부는 배출
행위 자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미세먼지의 발생으로 타 국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상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국가의 국가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11)
한편, 국가책임법은 국가가 사실상 자신이 한 행위를 통해 국제의무를 잠탈하지 못하도록 예외적인
경우에 사인 행위의 국가귀속성을 인정하고 있다. 국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사인 또는 단체가 국내법
에 따라 국가 권한을 위임받고 구체적인 경우에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권한 행사로 인해 미세먼지
가 배출되었다면12) 미세먼지 배출 행위를 당해 국가의 행위로 간주한다. 사실상 국가의 지시(instruction),
지도(direction) 및 통제(control)를 받는 민간의 행위의로 미세먼지가 배출된 경우13)에도 문제의 행위가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국가가 미세먼지 배출 행위를 자신의 행위로 추인한 경우14) 에도 마찬가지이다.
3)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서의 국가귀속
미세먼지는 대부분 난방, 교통수단 이용, 건설, 산업공정 등의 과정에서 생성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인(私人)의 활동이며 정부의 권한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중국 정부 역시 문제의 활동을 정부의 활동으
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중국에게 미세먼지 배출 행위 자체에 대한 국가책임을 귀속시키기 어렵다.
중국이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철강, 건설, 에너지 등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산업에서 국영기
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15) ‘지도’, ‘통제’를 매개로 한 책임 귀속 여부를 검토할 여지가 있다.
‘지도 및 통제’는 ‘지시’에 비해 ‘더 일반적인 상황’(a more general situation)을 의미하나16) 구체적인
9) Dan Zhao･강상목, “중국 초미세먼지 문제 발생의 원인 및 대응방안: 수도권 북경지역 중심으로”, 뺷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
논문집뺸, Vol.2017 No. 하계(2017), 550-551쪽.
10)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with Commentaries,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01, Vol.II, Part Two, pp.31-142. (이하 “ILC 국가책임 주석”) 제4조 제1항.
11) 김대순, 전게서, 647쪽.
12) “ILC 국가책임 주석”, 제5조.
13) “ILC 국가책임 주석”, 제8조.
14) “ILC 국가책임 주석”, 제11조.
15) 매일경제, “[차트로 보는 중국] 中 경제 원동력은 국영기업이 아니다”, 2019.06.22. 21:58접속,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9/04/198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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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ICJ 및 ILC는 지도 및 통제에 따른 사인 행위의 귀속과 관련하여
‘실효적 통제(effective control)’17) 및 ‘지도 또는 통제와 그 대상이 되는 작전과의 불가분성’18)을 요구하
여 국가 행위로 귀속될 수 있는 사인 행위의 범위를 좁게 보고 있다.19) 환경문제의 심각성 및 각국 국내법
에서의 환경보호 의무 강화 추세를 고려하여,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통제’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20) 그러나 ICJ와 ILC의 견해에 따를 때 미세먼지 문제에서 ‘지휘’ 및
‘통제’를 매개로 한 국가귀속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자국 내 미세먼지 배출과 관련된 중국 당국의
규제 부작위만이 중국의 행위로 귀속되며, 미세먼지문제에 대한 국가책임의 추궁은 미세먼지 배출 행위
자의 행위를 직접 다툴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2) 의무의 위반 판단
1) 국제의무의 위반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의 원칙은 경제개발을 할 국가의 권리와 환경, 인간 동･식물을 보호할
타 국가의 권리를 조화하는 개념으로, 모든 초국경 환경손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다수 주요 환경관련
국제법 문서21)에서 초국경 환경손해를 일으키지 않을 책임의 원칙은 ‘손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의무’로 구현되고 있으며,22) 환경상 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의무가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의무’로 표현될 수 있다는 데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모든 적절한 수단(all appropriate
measures)을 사용할 의무’는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의무’를 의미하므로23) 초국경 환경 손해가 발생
하더라도 오염 유발국이 손해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면 환경상 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
의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 한편, Corfu 사건24) 등에서 “의도적으로”(knowingly) 다른 국가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국제의무의 위반이라고 판결되었다. 이에 비추어 다른 국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를 객관적으로 예견가능한지가 상당한 주의의무 성립의 관건으로 보인다. 상당한 주의의무 이행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상황 및 시기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인 상황에서 정부가 도입한 정책, 법령, 행정적
통제 등이 일반적으로 적절한지 및 위험의 수준에 비례하는지가 고려되어야 한다.25) 국가의 기술수준
및 규제 능력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그 결과 동일한 사안에서 상당한 주의의무의 기준이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26)
16) “ILC 국가책임 주석”, 제8조의 para. (1).
17) Case Concerning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Merits, ICJ Reports
(1986), p.4 at 64-65 (paras. 115-116).
18) “ILC 국가책임 주석”, 제8조의 para.(3).
19) 김대순, 전게서, 658쪽.
20) 박병도, “국제법상 월경성 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뺷일감법학뺸 Vol.38 No.- (2017),
336쪽.
21)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Dec. 10, 1982, 1833 U.N.T.S. 397, 제194조 제2항; 1991 Convention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a Transboundary Context, Feb. 02 1991, 1989 UNTS 309, 30 ILM 800 (1991)(Espoo 협약) 제2조 제1항; Draft
articles on Prevention of Transboundary Harm from Hazardous Activities with commentaries,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01, Vol.II, Part Two, pp.148-170, 제3조 등.
22) Patricia W. Birnie et al, supra note 2, p.147.
23) Ibid.
24) Corfu case, Albania/UK, (Merits), ICJ Reports (1949), p.22.
25)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work of its fifty-third session, p.154.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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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구와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중국 동부지역 은 우리나라와 매우 인접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 상태는 명백히 한국의 대기 상태와 연관된다. 중국 정부는 베이징, 텐진, 허베이 등을 대기오염
중점 관리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여 2012년부터 강력한 오염 방지 대책을 시행중에 있다.27) 중국 동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적지 않은 인적, 물적 손해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중국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중국 동부 지역에서의 대기 오염이 한국의 대기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자국 동부지역의 오염물질 발생이 한국 내에
서의 손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중국은 다양한 산업배출원에서의 배출기준을 강화하여 공업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 기여율을 감소시
키고 있고, 에너지 절감 및 감축 12.5 계획을 통해 에너지 산업에서의 석탄 의존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28)
다른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서도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한 뒤 통제 및 관리를 계속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 내 PM2.5 농도는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여 왔다.29) 중국은 이를 근거로 자국이 미세먼지
감축에 최대한의 행정 역량을 투입해 왔고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책임
추궁을 위해서는 이러한 중국의 노력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주의의무 이행수준의
평가 기준이 분명하지 않고, 이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관적 요소를 포함한 다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상당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평가기준과 고려요소, 각 고려요소 평가반영 비율 등을 정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한 뒤, 양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을 도출해야 한다. 이는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2) 손해의 발생
손해와 같은 추가요소가 요구되는지의 여부는 1차의무의 내용(content of the primary obligation)에
달려 있으며, 이 문제에 있어 일반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30) 초국경 환경오염 문제에서 손해는 국가책임
발생의 결정적 요소이므로31) 손해 없이는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의 원칙상의 국가책임을 묻기
어렵다. 그러나 손해를 국가책임의 요건으로 본다면 실질적 환경손해가 발생할 때까지 국가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32)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의 원칙에서 금지되는 ‘손해의 범위’와 관련하여, 스톡홀름선언 제21원
칙과 리우선언 제2원칙은 모두 ‘환경의 피해(damage to the environment)’라는 문언을 사용하였고, ICJ33)
와 ILC34)는 타국 또는 국가관할권 밖의 ‘환경’(environment)을 존중 대상으로 밝힌 바 있다.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의 원칙에서 손해는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한 침해에 더하여 본질적인 환경적 가치도
26)
27)
28)
29)
30)
31)
32)
33)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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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ricia W et al, supra note 2, pp.147-149.
문광주 외, “중국 초미세먼지 현황 및 정책 동향”, 뺷한국대기환경학회지뺸 제34권 제3호 (2018), 375쪽.
상게 논문, 380-381쪽.
상게 논문, 384-387쪽.
“ILC 국가책임 주석”, 제2조에 대한 주석(9). (김대순, 전게서, 669쪽에서 재인용)
이재곤 외, 뺷국제환경법뺸, 박영사(서울:2015), 309쪽.
박병도, 전게논문, 342쪽.
Advisory Opinion on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ICJ Advisory Opinion of 8 July 1996, pp.241-242 at para. 29.
Draft articles on Prevention of Transboundary Harm from Hazardous Activities with commentaries,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01, Vol.II, Part Two, pp.148-170, 제2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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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게 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35)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환경’의 범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다.36)
‘손해의 정도’와 관련하여 Trail Smelter 사건 중재법정37)은 ‘중대한’(serious)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현재 적지 않은 협약이 Trail Smelter 판정의 기준에 비해 완화된 ‘심각한’(significant)
또는 ‘매우 심각한’(substantial)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38) ‘중대한’ 수준의 손해는 금지되는 것이 분명하
나, 금지되는 손해의 수준의 하한이 분명하지 않아 이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을 수 있다.
2018년 조사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연간 약 4조 230억원으로 추정된다.39) 그러나
이러한 비용은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의 원칙상 ‘손해’와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다. 원칙상 금지
되는 ‘환경손해’의 범위와 기준에 관해 합의된 바가 없으므로 한국과 중국이 합의를 통해 기준을 설정하
여야 한다. 손해의 범위와 기준을 설정한 이후에도 해외 유입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규모를
확정하고, 환경상 손해의 경우 어느 정도로 순수한 환경상의 손해인지 정의하고 평가하는 난관을 거쳐야
한다.40)
3) 인과관계의 입증
손해는 원인행위와 밀접하지 않거나(remote), 사변적(speculative)이어서는 안된다.41) 손해는 명백하
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by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42) 입증되어야 한다. Trail Smelter
사건 및 Pulp Mills 사건43) 등 인접국간 환경분쟁에서 과학적 이론 및 조사 결과가 ‘설득력’을 얻기
위한 대표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44) 인과관계의 입증을 위해서는 원인행위와 손해 간의 과학적
조사가 필수적이다. 국가의 행위는 적법성의 추정을 받으므로 입증책임은 위법성을 주장하는 국가에게
돌아간다.45)
해외 유입 미세먼지 양이 급증하는 겨울에는 대기 중 전체 미세먼지 농도와 함께 미세먼지 관련 질환
환자수가 크게 증가한다.46) 그러나 인과관계는 보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지지되어야 한다.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대기 오염이 한국의 대기오염에 기여하는 정도 및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오염물
질이 한국 내에서 발생시키는 인적, 물적, 환경적 손해의 정도가 과학적 증거에 의해 규명되어야 한다.
35) 반면, Trail Smelter 사건 중재재판부는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한 침해만을 ‘손해’에 포함시켰다. (Patricia W. Birnie 외, supra
note 2, pp.184-185.)
36) Ibid, p185.
37) Trail Smelter case, p. 1965.
38) 박병도, 전게논문, 340쪽.
39) 민지원,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비용 연간 4조원으로 추정”, 뺷한국경제주평뺸 Vol.833
(2019), 9쪽.
40) Malgosia Firzmaurice, The Oxford Handbook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Part VII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1015.
41) 김홍균, 뺷국제환경법뺸, 2판, 홍문사(서울: 2015), 614-615쪽; 이재곤 외, 전게서, 309-310쪽.
42) Trail Smelter Case, p. 1965.
43) Trail Smelter case, p. 1921; 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Case (Argentina v. Uruguay), Merits, Judgement, I.C.J. Reports
2010, para. 165.
44) 박병도, “중국발 미세먼지: 국제법적 책임추궁은 가능한가?”, 국제법 현안 Brief 2019-제1호, 4쪽.
45) 김대순, 전게서, 644쪽.
46) MBC, “[단독] 미세먼지 나빠지면 ‘4대 질병’ 환자 는다”, 2019.06.21. 12:27접속,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103281_246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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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양과 성분, 기타 특징을 조사하고, 중국에서 한국까지 해당 물질이 이동하
는 경로를 추적할 과학적 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미세먼지 확산 관련 공동 조사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인과관계의
입증이 매우 곤란하다. 원인행위와 결과 간의 인과관계가 간접적이고, 피해가 분산되어 있으며, 시간에
따라 피해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환경문제의 특성 또한 인과관계 규명을 어렵게 한다.

4. 소결
이상에서 한국의 국외유입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에 관해 검토하였다.
검토에서 드러난 국가책임 추궁의 한계로는 첫째, 미세먼지 배출 행위자인 중국 내 사인의 행위를 직접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 둘째, 관련 국제규범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관련 자료의 수집이 어려워 중국의
책임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국과의 합의를 통해 규범을 명확히 하고 중국의 책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규범의 적용, 드러난 과학적 사실의 평가, 피해액의 산정,
국가책임 이행 확보 등의 과정에서 많은 난점이 도사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비협조가 큰 걸림돌이
다. 초국경 환경오염 사건에서 대부분의 오염유발국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국가책임의 확인을 위한 조사
에 비협조적이었고, 본 사안에서도 국가책임 확인 및 추궁 과정에서의 중국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책임의 추궁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적합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

III. 사법적 조치
1. 국제재판에의 제소
(1) 의의
유엔헌장 제33조에 명시된 평화적 분쟁해결수단 가운데 사법적 해결수단은 중재재판과 사법재판이다.
국제재판은 분쟁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결정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며, 한국과 중국이 미세먼지로 인한
국가책임 문제를 국제재판에 맡길 경우 제33조 상의 타 분쟁해결수단에 호소하는 경우에 비해 명확한
결론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미세먼지 문제를 중재법정이나 ICJ와 같은 사법재판기관에 회부하
거나 일방의 제소에 의해 회부할 수 있도록 합의할 수 있다.

(2) 종류
중재재판은 사법재판에 비해 사적 자치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분쟁해결수단으로서 분쟁당사자가 법
정의 구성과 재판일정, 판결의 효력, 재판준칙 등을 모두 결정할 수 있으며 중재법정은 법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분쟁을 해결한다. 중재재판은 재판부의 구성, 재판준칙 결정 등에서 분쟁당사국의 의사가 상당
부분 반영되는 바 당사국들이 재판 결과를 신뢰할 가능성이 높으나, 국가들이 재판부의 구성 등에 대하여
상반된 입장을 가질 경우 재판 절차가 진행되기 까지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사법재판은 상설 재판소에서 당사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하며, 재판소 설립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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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통해 법에 근거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재 국제환경분쟁을
전담하기 위한 국제재판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한국과 중국이 합의한다면 ICJ가 본 사안을 맡을 가능성
이 높다. 사건이 ICJ에 회부될 경우 중국 국적의 판사 1인47)을 포함한 ICJ 정규판사 15인과 한국이
지명한 임시판사 1인으로 구성된 최대 16인의 판사가 ICJ 규정 및 ICJ 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청구취지의 대상인 권리, 즉 한국의 환경상 권리가 급박하고도 회복 불가능한 위험상태에
놓여 있어, 한국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판부는 ICJ 규정 제41조에 근거하여
분쟁당사국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잠정조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이 ICJ의 입장이다.48)

(3) 한계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재판에 호소할 경우 구속력 있는 판결을 얻을 수 있으나, 중재재판
과 사법재판 모두 관할권의 성립에 모든 분쟁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중국이 분쟁을 국제재판에
맡기기를 거부하는 경우 절차의 개시가 불가능하다.
분쟁의 타방당사자가 사법적 해결수단의 관할권 및 판결의 이행에 동의하더라도 사법적 절차를 통해
오염유발국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 Trail Smelter 사건 이후 국제재판에 초국경 대기오염 사건이
회부된 바 없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Trail Smelter 사건은 캐나다가 사실상 자국 책임을 인정한
상태에서 진행되었음에도 양국이 중재절차를 개시하는 특별협정을 비준한 1935년으로부터 6년 후에야
최종 결정이 이루어졌다.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의 경우 1차규범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관습국제법
상 중국의 국가책임을 검토하는 심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주권에 대한 제한은 추정될 수 없으므로 제소국
인 한국은 중국의 관습국제법상 국가책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중국의
국가책임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바 심리과정에서도 한국의 부담이 크다.
잠정조치 명령 및 판결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잠정조치 명령 및 판결의 이행이 분쟁당사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대표적 사법재판기관인 ICJ는 유엔헌장 제94조 제2항에 따라
일방 당사자에게 판결 실행을 위해 안전보장이사회에 호소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의결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비절차사항의 가결에 모든 상임이사국의 동의가 필요하고, 절차사항과 비절차사항
의 결정 또한 비절차사항으로 간주하기로 양해되어 있다.49) 오염유발국인 중국이 상임이사국인 현재
상황에서 제94조 제2항의 재판결과 이행을 위한 권고 또는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2. 국제경제법상 조치
(1) 의의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미세먼지 유발 공정을 통해 생산된 상품을 규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는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산업 생산품의 수입 제한, 추가관세 부과, 외부 표식 의무화 등의 방식으로
47) 현재 재직중인 Xue Hanqin 판사의 임기는 2021년에 종료되나, 판사의 연임이 가능하고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은 자국
출신 판사를 배출하는 관행이 있는 바 중국 국적의 판사가 계속 재임할 것으로 보인다.(정인섭, 뺷신국제법강의뺸, 9판, 박영사(서
울: 2019) 1028쪽).
48) 정인섭, 전게서, 1046쪽.
49) 김대순, 전게서, 1247-1248쪽.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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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질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모두 세계무역기구 가입국이므로 한국이 중국에 가하는 무역 조치는
WTO협정에 합치해야 한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협정) 전문과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협정) 전문은 정당한 조치목적에 따라 SPS 조치 및 TBT 조치를 취할 국가의 국제법적 권능을
인정하고 있다. 미세먼지 배출 공정을 통해 생산된 중국 상품에 대하여 취하는 국제경제법상 조치가
SPS 협정 및 TBT 협정상 정당한 조치일 수 있는지 검토한다. 만약 문제의 조치가 SPS 및 TBT 협정
조치가 아니라면 1994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만으로 해당 조치의 적법여
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SPS 협정 관련 쟁점
미세먼지 배출 공정을 통해 생산된 상품의 무역 제한은 오염물질의 국내 유입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SPS 협정과 일견 관련이 있다. 그러나 SPS협정 제1조 제1항 및 제2항, SPS협정 부속서 A 제1항(b)에
따를 때 오염물질에 관한 SPS 조치는 오염물질이 ‘식품, 음료, 사료 내에 있을 경우’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조치를 의미한다. 대기를 매개로 하여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대하여서는 SPS 협정이
적용되기 어렵다.

(3) TBT협정 관련 쟁점
미세먼지 배출 공정 상품에 대한 규제가 TBT조치임이 인정된다면 적법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 특정 공정을 통해 생산된 상품의 수입제한조치가 TBT협정상 인정된 국가의 권리 행사이기 위해서
는 우선 해당 조치가 TBT협정 부속서 A 제1항의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이어야 한다. 공정에서의
미세먼지 배출 여부는 최종 상품의 특성으로 반영되지 않는 ‘상품 무관련 공정 및 생산방식’(non-related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NPR-PPMs) 이다. NPR-PPMs를 다룬 문서의 기술규정 여부에 관해
학설이 대립하고,50) WTO 상소기구의 입장 또한 분명하지 않다.51) 그러나 부속서 A 제1항의 협상 배경에
비추어 NPR-PPMs를 규정하는 문서는 기술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52)상소기
구는 EC-Seal Products 사건에서 바다표범 제품의 유통 및 판매 가능성을 바다표범 제품의 생산자 및
생산 목적에 따라 달리 하는 EU의 조치는 그 자체만으로는 상품의 특성과 무관한53) 것으로서 기술규정으
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54) 이러한 견해에 따를 때 생산과정에서 미세먼지가 배출된 상품에 일정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조치는 TBT협정상의 조치가 아니다.
50) 이로리, “탄소라벨링에 대한 통상법적 검토”, 뺷통상법률뺸(2011.08.), 80쪽.
51) US-Tuna II(Mexico) 사건에서 WTO 상소기구는 생산공정에서의 돌고래 보호 여부를 규정한 미국의 라벨 요건이 부속서 A 제1항의
기술규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NPR-PPMs를 규정한 문서 또한 기술규정일 수 있음을 보이기도 하였다.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 - Measures Concerning the Importation, Marketing and Sale of Tuna and Tuna Products, WT/DS381/AB/R, 13 June
2012, para.193.)
52) 상게논문, 80쪽.
53) Appellate Body Report, European Communities - Measures Prohibiting the Importation and Marketing of Seal Products, WT/
DS400/AB/R WT/DS401/AB/R, 16 June 2014, para.5.45.
54) Ibid., para.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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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ATT 1994 관련 쟁점
1) 의의
미세먼지 배출 기업 수출품에 대한 조치는 중국 등 일부 기업의 상품에 대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
다. 이 경우 GATT의 원칙 가운데 비차별 원칙이 문제된다. 비차별원칙은 GATT 내에서 최혜국대우
(Most Favored Nation: MFN)원칙과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원칙으로 표현되고 있다. 최혜국대
우원칙은 특정국 상품에 주어진 특혜를 모든 체약국의 상품에 즉시, 무조건적으로 부여할 의무를, 내국
민대우원칙은 자국산 상품에 비해 타 체약국의 상품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을 의무를 체약국에게 부과
한다.55)
2) 비차별 원칙
비차별원칙은 같은 수입품을 원산지에 따라 달리 대우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는 자유무역주의의 핵심
원칙으로, GATT 제1조 및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 차별은 같은 것을 달리 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비차별원칙 위반 여부 검토를 위해서는 반드시 원산지가 다른 상품들이 동종상품(like products)인지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미세먼지배출공정을 거친 중국 상품에 대한 조치의 비차별원칙 위반 여부는 문제의
공정을 거친 상품과 거치지 않은 상품의 동종상품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동종상품의
판단에 관한 WTO 분쟁해결기구의 견해56)에 따르면 최종상품의 특성으로 남지 않는 공정에서의 미세먼
지 배출 여부는 상품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국내 시장에서 관련 중국 상품의 경쟁에
부담을 주는 조치는 국내산 또는 제3국 원산의 동종상품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으로서 GATT의
비차별원칙을 위반한 조치가 된다. 일각에서는 국가가 생산과정에서의 인권, 환경 등의 문제를 규율할
수 있도록 단순한 제품제조공정의 차이를 ‘동종상품’ 판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제20조에서 조치목적의 정당성을 고려하여 GATT 상 의무의 예외
를 허용하도록 하는 GATT의 현재 규범구조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즉, 미세먼지 발생공정을 거쳤
다는 이유만으로 두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
3) 수량제한금지 원칙
GATT 제3조의 내국민대우 원칙과 제11조의 수량제한금지원칙은 각각 수입된 ‘상품’과 상품의 ‘수입’
에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하나의 원칙에 서로 중첩되지 않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실무상
제3조 적용대상 조치와 제11조 적용대상 조치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US-Tuna 사건 패널57)은
‘수입품 자체에 적용된 조치가 아닌 수입품 생산 과정에 대한 조치’가 제11조 적용 대상이라 본 바 있으므
로,58) 중국의 미세먼지발생공정 상품에 대한 규제의 제11조 위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11조
55) 국제경제법학회, 뺷신국제경제법뺸, 보정판, 박영사(서울: 2013), 85쪽.
56) 상품의 동종성은 상품간 경쟁관계의 성질과 범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최종상품의 물리적 특정이나 성질, 제품의 최종 소비자
용도, 소비자의 기호 및 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한다. Appellate Body Report, Japan - Taxes
on Alcoholic Beverages, WT/DS8/AB/R WT/DS10/AB/R WT/DS11/AB/R, 1 November 1996, pp. 20-22.; GATT Panel Report,
Spain – Tariff Treatment of Unroasted Coffee, L/5135, 11 June 1981, BISD 28S/102, paras. 4.6-4.9; 국제경제법학회, 전게서,
135쪽.
57) GATT Panel Report, United States – Restrictions on Imports of Tuna, DS29/R, unadopted, paras. 5.7-5.10.
58) 국제경제법학회, 전게서, 131쪽.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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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중국 상품의 수입에 대한 조치가 ‘관세, 조세 또는 기타 과징금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치로서 중국 상품의 수입제한 효과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수량제한금지원칙의 위반을 구성한다. 그러나
수량제한이 중국의 관련 상품을 명시한 조치로서 이루어진 경우 수입제한의 잠재성만으로도 수량제한금
지원칙의 위반이 구성될 수 있다.59) 수량제한금지원칙에 대해서는 GATT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19조
의 예외가 적용가능하나 모두 경제적 목적의 조치의 예외를 규정한 바, 미세먼지배출공정 상품의 수입에
대한 조치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4) 제20조 일반적 예외
GATT는 자유무역과 국가주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의무와 예외의 대칭구조를 이루고 있다. 미세먼
지 배출 공정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조치가 GATT의 비차별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제20조는 일반적 예외규정으로 일부 사회적 조치목적에 따른 정부조치의 GATT
의무로부터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제20조(g)는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로서 국내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결부되어 유효하게 되는 경우60)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은 기본적으로는
다시 생성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일지라도 특정 상황 하에서 고갈되기 쉬운 생물과 무생물을 의미한다.
US-Gasoline 사건61)에서 패널은 깨끗한 공기가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미세
먼지 유입으로 깨끗한 공기가 일시적으로 고갈될 수 있으므로 미세먼지 배출 기업의 상품에 대한 규제는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 관련성 요건은 유한천연자원보존을 목적으
로 하는 거의 모든 무역제한조치에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바, 미세먼지 관련 규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수입품에 대한 조치가 국내 생산 및 소비에 결부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러한 조치가
동등한(even-handed) 국내 조치와 함께(together with)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므로, 수입품에 대한 조치
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 기업 상품에 대해서도 동등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62)
제20조(b)는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63) 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중국의 미세먼지가 가지는 인체, 동･식물에 대한 유해성(health risk)이 과학적 자료를
통해 입증되고, 배출 기업에 대한 재제가 국내 유입 미세먼지를 감소시킬 목적이라면 해당 조치는 인간,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b)의 필요성 요건은 해당 조치를 통해 보호하
려는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 및 건강의 중요성, 조치를 통해 감소하는 미세먼지의 양, 이용가능한 타
수단의 존재 등을 모두 형량할 것을 요구하는 등, 엄격한 기준 하에서 인정되는 바 (b)에 따른 예외가
59) 김민서, “GATT 제11조의 해석과 적용”, 뺷국제법평론뺸, 통권 43호, 2016, 61-66쪽.
60) 제20조(g)는 첫째, 조치를 통한 보호대상이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일 것, 둘째, 해당 조치가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련된(relating
to) 조치일 것, 셋째, 국내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결부되어 유효하게 되는 경우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61)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 - Standards for Reformulated and Conventional Gasoline, WT/DS2/AB/R, 20 May 1996,
p. 8.
62) 상게서, 171-173쪽.
63) 제20조(b)는 첫째, 문제의 조치가 인간,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것, 둘째, 문제의 조치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할 것을 요구한다. 필요성 요건(Necessity Test)을 검토함에 있어 항소기구는 EC-Asbestos 사건에서 조치를 통해 보호
하고자 하는 이익이나 가치의 중요성, 해당 조치가 보호 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대안의 존부
등을 비교형량(weighing and balancing)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Appellate Body Reports, European Communities - Measures
Affecting Asbestos and Asbestos-Containing Products, WT/DS135/AB/R, 5 April 2001, paras. 17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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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기 어렵다.64)
제20조 모두조항(chapeau)은 제20조 각 호의 정당한 목적에 따른 조치가 일정한 조건65)을 추가적으로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제20조 예외의 인정가능성을 더욱 좁히고 있다. 미세먼지 배출 공정 상품에
대한 조치는 미세먼지로부터 한국 내 인간,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거나 한국의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려는 목적의 측면에서 동등한 국가들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차별하는 경우에도 차별의 목적과
차별 행위 간에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관련성이 있고 차별의 기준이 모호하지 않아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66)

3. 국내법적 조치: 미세먼지 유발자에 대한 국내법 적용
미세먼지 배출에 관한 한국의 법령을 중국 내에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기업에게 적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국내법령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가관할권의 적법 여부가 검토
되어야 한다. 국가는 자국 영역 밖의 대상에 대하여 국가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67) 그러나 국가관할권
은 주권의 구체적인 발현형태이고,68) 국제법은 주권의 충돌을 막기 위해 역외관할권 행사에 일정한 제한
을 가하고 있다. 국가관할권은 원칙적으로 자국과 일정한 연결고리가 있는 대상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국가관할권의 행사가 타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이어야 한다.69)
영토 내에서 ‘실제행위(actual conduct)’가 발생한 국가 또는 ‘실제행위의 직접적인 결과(immediate
result)’가 발생한 국가는 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에 근거한 관할권 행사가 가능하다. ‘실제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는 구성요건요소인 행위 또는 행위의 일부인 결과를 의미한다.70) 우리나라 대기환경보전
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의 4 및 [별표 6의3]에 명시된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71)을 대기
환경보전법의 규율 대상인 ‘대기오염물질’에 포함시키고 있다.72)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상 형법 규정의
구성요건 행위를 한 중국기업에 대하여 동법 제7장의 벌칙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고,73) 객관적 속지주의(objective territorial principle)에 근거한 관할권 행사임을 주장할 수 있
다. 다만 국내법상의 구성요건이 국제법상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74) 객관적 속지주의
의 근거인 ‘직접적 결과’의 존재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을 수 있다.
경쟁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미국의 ‘효과이론’의 법리를 차용할 수도 있다. 미국의 사법관행은 외국인과
외국회사들이 자국 영토 내에서 자국법에 의거하여 완전히 합법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미국의 경제에

64) 국제경제법학회, 전게서, 166-171쪽.
65) 제20조 모두조항은 자유무역과 국가주권의 균형을 위해 제20조 각호의 조치가 동일한 여건이 지배적인 국가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6) 국제경제법학회, 전게서, 173-177쪽.
67) Lotus case, PCIJ (1927), Series A, No. 10, p. 19. (김대순, 전게서, 432-433쪽.)
68) 김대순, 전게서, 430쪽.
69) 김대순, 전게서, 432-434쪽.
70) 김민서, “韓國 競爭法의 域外適用과 國際法的 平價”, 뺷국제법학회논총뺸 제51권 제3호(통권 제106호) (2006.12.), 182쪽.
71) PM 2.5(초미세먼지), PM10(미세먼지) 등을 포함한다.
7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22호.
73) 동법 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와 제89조(벌칙) 제5의2호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4) 김대순, 전게서, 236쪽.
www.mofa.go.kr

33

특집

• • • • 2019년 제19회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효과’(immediate and substantial effect)를 미치는 경우에 자국의 독점금지 관련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75) 싱가포르는 초국경 연무 오염법(Transboundary Haze Pollution Act)을 통해
싱가포르에 연무 오염을 초래한 산불을 일으킨 국내외 기업 및 개인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 최대 200만
싱가포르 달러에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76) 싱가포르의 초국경 연무 오염법은 외국에
서 산불을 일으킨 외국인에게도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여, 효과이론과 유사한 논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관행이 관할권의 행사 요건을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로 축소하고 있는 데에서 볼 수 있듯
효과이론은 국제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또한 ‘직접적인 효과’가 아닌 효과를 근거로 한 국가관할권의
행사는 사실상의 무제한의 국가관할권 행사일 수 있어77) 국제법상 인정되기 어렵다. 중국은 미세먼지의
발생이 산업활동의 부수적 효과이고 미세먼지 가운데 일부만이 자연현상을 매개로 우리나라에 도달한다
는 이유를 들어 효과이론이 요구하는 ‘직접적인 효과’가 아니라 주장할 수 있다.
중국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속인주의(personality principle)에 근거하여 규제를
가할 수 있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한국 기업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법인격 부인론을 원용하여
모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외국 기업의 행위는
외국에서의 외국인의 행위인 바 피해자가 한국의 주민, 재산, 환경이라는 점 외에는 연결고리가 없다.
피해자가 자국민이라는 사실 만을 이유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동적 속인주의(passive nationality
principle)’는 일부 국가에서 테러 등의 특수한 성격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78) 그러나
중국에서는 적법한 수준의 미세먼지 배출 행위를 위법으로 규율할 경우 중국의 입법관할권에 대한 부당
한 간섭이 될 수 있다.79)

4. 소결
이상에서 우리나라가 초국경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사법적 조치를 국제법에
따라 검토하였다. 한국은 중국 또는 중국 내의 미세먼지 배출 책임자를 상대로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모든 수단이 적지 않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국제재판에의 제소와 관련하여, 한국은 중재재판과 사법재판에 호소할 수 있다. 그러나 분권적 국제사
회에서 국제재판소는 강제관할권과 결정 집행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심리 과정에서 중국의 책임을 입증
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국제경제법적 조치와 관련하여, 한국은 미세먼지 유발 공정을 거친 상품, 또는
그러한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WTO 협정 체제는 공정한 경쟁관계 보호를
통한 자유무역의 확대를 목표로 한다. 조치 대상 상품 그 자체의 성질이 아닌 생산과정을 이유로 외국
또는 특정 국가의 상품에 불리한 대우를 하는 조치는 WTO 체제에서 인정되기 어렵다. 미세먼지를 배출
하는 기업 가운데 한국과 무역을 하는 기업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 또한 문제이다. 한국의 조치가 대다
수의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무역의 축소로 인한 한국의 손실에 비해
75) 김대순, 전게서, 438쪽.
76) 류예리, “국제환경 문제에서 중국의 국제법적 입장-한･중 미세먼지 책임을 중심으로-”, 대한국제법학회-한중법학회 공동학술회
의(2019.5.24. 발표), 60-61쪽.
77) 김대순, 전게서, 438쪽.
78) 정인섭, 전게서, 222쪽.
79) 김대순, 전게서, 4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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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국내법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은 한국에 유입된 미세먼지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객관적 속지주의, 효과이론, 수동적 속인주의, 속인주의 등에 근거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령 적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중국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관할권 행사가 중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국제법적 유효성이 분명하지 않은 관할권을 집행하기 위해 국내에 소재한 중국 기업의 자산을
동결하거나 압류할 경우 중국과 외교적 갈등을 빚을 수 있다.80) 또한 미세먼지 유발 행위의 주체를 특정
하기 어려운 난방, 교통수단 이용, 폭죽 사용 등의 경우 행위주체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앞서 검토한 국가책임의 추궁과 마찬가지로 사법적 조치는 일방적 조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분쟁상대국인 중국의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중국의 협조가 없으면 결국에
는 자조(Self-help)이외에는 문제 해결 방법이 없다. 자조에 따른 해결이 있을 경우 타방 분쟁당사국과의
관계 악화를 초래하여 추가적인 경제적, 정치적 비용을 부담하고도 초국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사법적 조치 자체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IV. 조약의 체결 또는 기존 조약의 개정
1. 의의
이상의 논의를 통해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지 않고서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수단도
성공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국과의 협력에 주안점을 두고 대기환경보호를 위한 조약체제를
형성하여 미세먼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조약 체제의 형성은 새로운
조약의 체결 또는 기존 조약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초국경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약 체제의 대표적인 예로 ECE 초국경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에 관한 1979년 협약81), 1991년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정82), 초국경 연무오염에 관한 2002년 ASEAN 협정83)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조약체제의 특성과
한계를 바탕으로 조약체제 형성을 통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제시한다.

2. 문제에 대한 과학적 인식 공유
앞서 논의한 수단인 국가책임 추궁에서 드러난 한계 중 하나가 과학적 사실의 규명 및 과학적 자료의
해석 문제이다. 분쟁 당사국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과학적 인식을 공유할 수 있어야 비로소
분쟁의 해결방향 및 문제해결 체제가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합의할 수 있다. 따라서 조약체제의 형성
과정에서 가장 먼저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공동의 과학적 인식을 형성할 방법이 결정되어야 한다. 1979년
ECE 조약 체제에서 가장 먼저 체결된 의정서는 1984년 장거리 대기오염의 측정과 평가를 위한 협력계획
에 대한 장기 재정지원에 관한 의정서(EMEP의정서)84) 이며, 2019년 7월 현재까지 5개의 EMEP 센터와
80)
81)
82)
83)

류예리, 전게 발표문, 61쪽.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1979.11.13. 채택, 18 I. L. M. 1442(1979).
Canada-United States Agreement on Air Quality, 1991.3.13. 채택, 30 I. L. M. 676 (1991).
ASEAN Agreement on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AATHP, 2002.6.10. 채택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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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태스크 포스가 EMEP 작업 계획의 지원하에 활동하고 있다.85) 미국과 캐나다는 1909년 경계수역조
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공동위원회(International Joint Commission: IJC)를 수질분쟁 이외의 초국경 오염
문제에서도 조사, 결정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창구로 이용하였다.86) 미국과 캐나다 간 대기협
정의 체결에 IJC가 제공한 과학적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북미와 유럽에 비해 기초적 단계인
동남아시아의 조약체제에서도 2002년 ASEAN협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ASEAN Co-ordinating Centre
for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Control을 설립하여, 당사국으로부터 삼림 화재 등 연무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분석하여 위험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87) 이처럼 세 조약체제는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독립 기구를 조기에 설치하였다. 한국과 중국도 세 조약체제의 예를 따라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독립된 조직을 통해 공동의 미세먼지 관련 과학적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미세먼지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형성되어야 할 조약체제의 구체적 내용에 합의할 수
있으며, 조약체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3. 연성법적 접근
국제환경법 분야에서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용되어 온 수단이 한･중 미세먼지 문제 해결 체제에도
차용되어야 한다. 연성법은 자발적 의무이행의 확보가 중요한 국제환경법 영역에서 당사국의 유연한
협력을 이끌어 내는 기능을 수행했고,88) 국가간 견해의 차이가 큰 경우 인식의 간격을 좁혀갈 수 있는
틀로서 작용할 수 있다. 제시된 세 기존 조약체제도 모두 연성법을 기초로 하여 형성되었다. 미국과
캐나다는 비구속적 문서인 초국경 대기오염에 관한 1980년 의사각서89)에 기초하여 협의하였고, 그 결과
1991년 대기협정이 체결되었다.90) ASEAN 회원국들은 2002년 협정의 체결 이전에 다수의 문서에서
연무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개시를 합의하고 개괄적인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행동지침을 권고하였
다.91) 1979년 ECE 협정 체제 또한 행위지침에 가까운 의무를 규정한92) 골격협정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
되었다. 문화권 및 국가간 친소를 막론하고 초국경 대기오염 관리 체제가 오랜 기간 동안 연성법 상태에
머물렀고, 경성법적 조약의 체결 이후에도 조약의 많은 부분은 연성법적 규범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과
중국 간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연성법적 접근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보편적 성격의 의무 규정
미세먼지 대응 조약체제는 모든 참여국이 자국 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소시키기로 약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유럽에서는 독일과 영국에서 생성된 산성물질이 문제되었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84) EMEP의정서에는 과학적 자료의 수집, 대기질의 측정, 대기확산 모델링을 포함한 협력 프로그램과 재정적 지원 방안이 제시되
어 있다. (김홍균, 전게서, 111쪽.)
85) “European Monitoring and Evaluation Programme”, 2019.07.13. 00:55접속, https://www.emep.int/
86) 김홍균, 전게서, 116-117쪽.
87) AAHTP(2002) 제8조.
88) 정인섭, 전게서, 77-78쪽.
89) Memorandum to Int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Canada Concerning
Transboundary Air Pollution, 20 I. L. M. 690 (1981).
90) 김홍균, 전게서, 116-117쪽.
91) 박병도, “동남아 연무문제 대응의 국제법적 함의”, 뺷환경법연구뺸 36권 2호(2014.08.), 161-164쪽.
92) 김홍균, 전게서, 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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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연무가 문제되었다. 이와 같이 가해국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1979년 ECE 골격협정 및 의정서와
2002년 ASEAN협정은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 않고, 모든 회원국에게 오염물질93) 감축을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초국경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지역협약이 상호주의적 접근을 피하고 보편적인 성격의
의무를 규정하는 이유는 초국경 대기오염 문제에서 국가책임의 확인 및 추궁이 어렵고 오염물질 유발국
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않고는 문제에 대한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의 미세먼지
대응 조약 체제 역시 각국이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자국 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저감하는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한국의 미세먼지는 한국에서 생성된 것’ 이라는 중국의 주장 또한 수용하게
되는 것인 바 미세먼지 대응 공동 협력에 대한 중국의 거부감이 크게 완화될 것이다.

5. 조약 체제로 인해 영향 받는 여러 집단의 의견 반영
미세먼지 대응 조약체제는 국내의 미세먼지 배출 활동도 제약하므로 국내의 산업 활동부터 난방, 운송수
단 이용 등 다양한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세먼지 대응 조약 체제가 성공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는 국내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 조치로 영향 받는 여러 집단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한다. 1979년
ECE 조약체제의 1988년 소피아의정서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제한하기 위해 체결되었으나 자동차업계의
정치적 압력과 비협조로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94) 이는 자동차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자동차업계의 양보를 유도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소피아 의정서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환경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 국민, 산업계 등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창설하고
합의를 유도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제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조율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적합한 견해를 제시하고, 이를 일관성있게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6. 의무이행 확보
제시된 유럽과 북미, 동남아시아의 조약체제는 의무의 이행강제수단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지구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여타 국제환경조약과 마찬가지로 초국경 대기오염 관리 조약에서도 국가
책임을 통한 조약상 의무 이행 확보에 집착한다면 오히려 조약체제에 대한 위반국의 비협조를 초래하여
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95) 특정국가에게 조약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가 집중된
경우 비준수에 대하여 국제법상 대항조치(countermeasures)를 취하는 등 자구책을 사용할 수 있지만,96)
한국과 중국처럼 의무위반국과 피해국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가 밀접한 경우 상호간의 분쟁 및 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바람직한 대응책이 되지 못한다. 미세먼지 방지 조약 체제에서 비준수가 발생한
경우 미래의 준수 촉진을 목표로 교섭하되, 일방의 요청만으로 지체 없이 사실심사가 개시되도록 하여
분쟁의 해결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독립적인 의무준수 감독기관이 각국에서의
미세먼지 문제 개선 상황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당사국의 의무 준수를 촉구
하여야 한다.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정 체제에서 2년마다 협정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는
대기질위원회(Air Quality Committee)의 예를 참고할 수 있다.97)
93)
94)
95)
96)

김홍균, 전게서, 110-116쪽.
김홍균, 전게서, 112쪽.
이재곤 외, 전게서, 347쪽.
상게서, 351쪽.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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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이상에서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였다. 국가책임의 추궁을
위해서는 상당한 주의의무 및 손해의 정의 및 범위를 분명히 하고 과학적 정보를 수집하여 중국의 미세먼
지 발생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의무 위반과 한국 내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국
이 2차 규범의 결정 및 사실관계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국가책임의 확인이 매우 어렵다. 국가책임
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재판에 호소하는 경우 관할권 성립의 관문을 통과하여야 하며, 관할권이
성립한 경우에도 분쟁해결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판결의 이행확보수단이 미비하다. 국내법령의
역외적용, 미세먼지 배출 공정 생산품의 수입 제한, 관세부과 등의 방법을 통해 중국 내 산업체의 미세먼
지 배출 감축을 유도할 수 있으나, 중국과의 마찰이 발생하여 환경 이외 영역에서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도 미세먼지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미세먼지
방지 조약체제의 형성이다. 유럽과 미주, 동남아시아 등 타 지역의 초국경 대기오염 방지 체제를 참고하여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조약체제를 형성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는 외교적 분쟁해결수단을 적절히 배합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유럽은 유럽경제공동체와 NATO, 동남아시아는 ASEAN
이라는 지역기구를 기반으로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지속해 왔고, 미국과 캐나다 역시 오랜 기간 동안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우호관계에 있었다. 지역 내 국가들의 밀접한 상호의존이 초국경 환경오염 대응
체제의 결성 및 안정적인 운영의 주요한 동기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중국은 서로가 각국의 5대 무역상
대국 중 하나로 경제적 관계가 밀접하지만 경제 이외의 영역에서 협력의 경험이 적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서도 협력의 기반을 다지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 환경 협력이 오히려 타 분야에서의
협력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야 한다. 또한 인근 국가와의 민족주의적 갈등을 점화하여
국내 여론을 전환하려는 시도가 잦은 지역적 특성에 비추어 정치적 접근보다는 실무적 차원에서 접근함
이 적절할 것이다.
다만, 조약체제 형성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국가책임 추궁 및 사법조치
등의 가능성을 한국이 자신에게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국가책임
에 관하여 탄탄하게 구축된 논거는 타 수단을 통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중국의
국가책임은 조약체제 형성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한국의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이다.
중국의 국가책임을 입증함으로써 한국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 참여를 유도하고
대 중국 협상력을 높일 수 있으며, 한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미세먼지 관리 국제체제를 형성할 수 있
다.98) 한국은 중국과의 미세먼지 문제 협력 체제 형성에 힘쓰면서도 국가책임의 확인에 필요한 과학적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고 중국의 국가책임에 관한 치밀한 법리를 구축하여야 한다.

97) 김홍균, 전게서, 117쪽; 류예리, 전게논문, 47쪽.
98) 박병도, “중국발 미세먼지: 국제법적 책임추궁은 가능한가?”, 국제법 현안 Brief 2019-제1호,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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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양해각서의 효력과 활용
- 국제법상 양해각서의 개념 및 법적 구속력에 대한
견해의 대립을 중심으로 강 예 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I. 서론
2019년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 기자회견에서 미-중간 무역 협상의 결과물이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라고 불리게 될지, ‘무역 협정(trade agreement)’라고 불리게 될지
에 관하여 “나는 양해각서를 좋아하지 않는데, 양해각서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발언한
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즉각 “양해각서는 양자간의 구속력 있는 협약이며, 많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양해각서는 법적인 용어이고, 계약이다.”라면서 정정을 시도하는데,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동의
하지 않는다. 최종적인, 구속력 있는 계약이 언제 성립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라며 라이트하이
저 대표에 반박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라이트하이저 대표 모두 미-중간 협상의 결과물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합의문으로
서 남기를 원했을 만큼, 이들 간에 있었던 소소한 언쟁은 실질적인 의견 대립이라기보다는 ‘양해각서’라
는 용어에 대한 서로간의 이해가 불일치함으로써 일어난 해프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1) 트럼프 대통
령은 기업가 출신으로서 사법상의 양해각서 개념에 익숙하여, 양해각서는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의견 조율을 위해 작성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징적인 문서이니 미-중간 무역 협상의 결과물을 양해
각서라고 일컫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불안정한 양해각서보다는 “최종적인, 구속력 있는
계약”이 체결되기를 원했을 것이다. 반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오랜 관료 생활로 미국 정부가 국가간에
체결되는 국제법상의 양해각서를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로서 활용하기도 함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에피소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양해각서’라는 용어가 사법적 영역과 국제법적 영역에서 각각
상이한 의미로서 사용되며, 후술하듯 국제법적 영역 내에서도 각 국가가 양해각서의 개념 및 법적 효력에
대하여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학계에서도 양해각서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다
보니 국제협력의 과정에서 종종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더구나 양해각서에 대한 국내 연구는 사법적(私法的) 의미의 양해각서를 다루는 것이 대부분으로서 국가
1) J. Ku, “Whether the U.S.-China Trade Deal is a MOU Doesn’t Matter, But Its Legal Status Might”, OpinioJuris, Februrary 25,
2019. <http://opiniojuris.org/2019/02/25/whether-the-u-s-china-trade-deal-is-a-mou-doesnt-matter-but-its-legal-status-might/>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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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또는 국가기관 간에 체결되는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성격을 띠는 국제법상의 양해각서의 개념과
법적 효력을 자세하게 기술한 연구는 그 수가 매우 적어, 한국의 국제협력 실무가들은 외교부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과 같은 간단한 자료에만 의존하여 국제법상의 양해각서 개념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 해외
문헌을 참고하려 하여도 국제법상의 양해각서의 법적 성격 등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통일된 해석이 부재
하여, 각 문헌의 저술자 또는 각 국가가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양해각서의 개념을 알 수 있을 뿐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국제법상 양해각서의 개념과 법적 구속력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갖추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하여 국가간, 또는 국가기관 간에 체결되는 국제법상 양해각서의 개념 및 법적 구속
력에 대한 다양한 학설과 국가별 사례를 국문으로 정리하여, 국제협력에 있어서의 혼동을 미연에 방지하
고, 국제법상의 양해각서가 국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정의되고 통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
으며 그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또한 양해각서의 개념 및 법적 구속력에 대한 국내적 합의를
추구하기 위해, 양해각서의 국내적 활용현황을 알아보며, 양해각서에 대한 정부의 견해 중 이론적으로
일관성이 떨어지거나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II. 양해각서의 개념 및 법적 구속력
1. 조약
양해각서2)의 개념을 파악하기 이전에 우선 기본적인 조약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양해각서는 그 개념 및 법적 구속력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조약과 비교됨으로써
정의되는 경우가 많고, 견해에 따라 조약의 유사개념 또는 하위개념 등으로 여겨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조약은 일반적으로 “단일의 문서에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라고 정의되고 있으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제1항 a호), 통상적으로 국가 이외
의 다른 국제법 주체에 의하여 체결된 문서도 조약으로서 인정되고 있다.3) 조약은 국제법의 규율을 받음
으로써 체결 당사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고 국내적으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한편 국가 간에 체결되었더라도 국제법의 규율을 받지 않으며, 당사국들이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의도하지 않은 합의는 조약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4)

주로 여기에 조약과

조약이 아닌 비구속적 합의(non-binding agreements)5)를 구별하고 혼동을 방지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2) 이 글은 국가 간 또는 국가기관 간에 체결되는 국제법상의 양해각서 개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바, 별다른 표기 없이
‘양해각서’라는 표현을 사용할 시에는 기본적으로 사법적(私法的) 의미의 양해각서가 아닌 국제법상의 양해각서를 의미한다.
사법상의 양해각서에 대해서는 <II. 5. 1)> 참조.
3) 정인섭, 뺷조약법 강의뺸 (서울: 박영사, 2016), 3-4쪽.
4) 상게서, 3-4쪽.
5) 조약과 구별되는 “국가 사이의 명시적 합의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논자에 따라 ‘비구속적 합의(nonbinding agreement)’, ‘비법적 협정(non-legal arrangement)’, ‘비조약합의(non-treaty agreement)’,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
등의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서구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비구속적 합의(non-binding
agree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박배근, “국제법상의 非拘束的 合意”, 뺷국제법평론뺸, 제22호(2005), 9-10쪽.) 이러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에 대해 자세히 다룬 국내 문헌인 박배근, “국제법상의 非拘束的 合意”, 뺷국제법평론뺸, 제22호(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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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에는 일반적으로 조약(treaty), 협정(agreement), 협약(convention), 헌장(charter), 의정서(protocol)
등의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며, 합의문의 명칭 자체는 해당 합의문의 조약성 여부, 즉 법적 구속력 유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6) 앞서 설명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라는 특징을 지닌 합의문을
그 명칭에 관계없이 광의의 조약이라고도 하고, 광의의 조약 중 조약(treaty)의 명칭을 특별히 사용한
합의문을 협의의 조약이라고도 한다.

2. 고전적 의미의 양해각서
국제법상 고전적 의미의 양해각서는 조약의 일반적 유형이 아니라, 기존 합의된 내용이나 조약 본문에
사용된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또는 기존 협정의 후속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절차에서
조약 당사국간에 상호 양해된 사항을 확인하고 기록할 필요가 있을 때에 체결되었다.7) A. D. McNair는
1961년 근대 국제법의 개념들을 정의하면서 양해각서를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이라고 소개하며, 그에
대하여 “복수 국가 간의 비공식적이나 법적인 합의를 표시하기 위해, 특히 복잡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하
여 합의의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누게 될 때 이용된다”고 서술한 바 있다.8) 유엔 조약 핸드북 역시
양해각서의 이러한 고전적 의미를 따라 최근까지도 양해각서를 “통상적인 조약 또는 국제협약보다 덜
공식적인 도구로서, 조약의 골격 단계에서 운영 약정을 제시하거나, 조약의 기술적 사항 또는 세부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적 문서”라고 정의하면서 마치 양해각서가 조약과 구별되는 비구속적 합의의
일종인 것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9)

3. 현대의 양해각서: 개념 및 법적 구속력에 대한 견해의 대립
근래에 들어 양해각서는 그 고전적인 의미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는
데, 특히 기존의 조약으로부터 독립한 주제에 대한 비교적 간단한 합의를 수록하는 문서가 ‘양해각서’의
이름으로 자주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양해각서가 갖는 법적 구속력의 범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등장하
게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양해각서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국가 간에 합의된 일반원칙이 없고,10) 학자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양해각서의 개념 및 법적 구속력에 대한 학설은 크게 두 갈래로 구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에서는 각 견해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제 1설: 비구속적 합의에 대한 규범적 통칭
우선 고전적인 양해각서의 개념을 이어받아 양해각서를 조약과 법적 구속력 유무에 따라 구별되는
이분법적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하 “제 1설”), 대표적으로 A. Aust는 양해각서와 조약간에
개념적이고 규범적인 차이가 있으며 양자는 완전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A. Aust는 양해각서란

6)
7)
8)
9)
10)

1-26쪽. 및 정인섭, 뺷조약법 강의뺸 (서울: 박영사, 2016) 역시 ‘비구속적 합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조약개요- 정의와 유형, 외교부, <http://www.mofa.go.kr/www/wpge/m_3830/contents.do>
정인섭, 전게서, 28-29쪽.
A. D. McNair, The Law of Treaties (Oxford: Clarendon Press, 1961), p.15.
United Nations, Treaty Handbook, (New York: Treaty Section of the Office of Legal Affairs, 2006), p. 68.
정인섭, 전게서, 28-29쪽.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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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비구속적 합의에 대한 통칭으로서, 조약의 명칭으로서 ‘양해각서’가 사용되는 경우가 드물게
존재하여 혼란이 야기되기도 하나11) 실제로 어떠한 문서가 조약인지 양해각서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명칭이나 제목이 아닌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의도의 유무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본다. 즉, 법적
구속력이 존재하면 조약, 존재하지 않으면 양해각서이고, ‘양해각서’라는 명칭 하에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가 체결되는 사례는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적인 것으로서 보아야 하며 해당 문서는 그 명칭에도 불구
실질적으로는 개념적, 규범적 의미의 ‘양해각서’가 아니라는 것이다.12)
상대적으로 양해각서를 자세하게 다루는 문헌의 수가 부족하던 중 A. Aust가 자신의 조약법 교과서
Modern Treaty Law and Practice에서 위와 같은 견해를 반영하여 양해각서에 대해 상세히 기술함에
따라, 많은 문헌이 A. Aust를 인용하면서 제 1설을 받아들이고 있으며13) 제 1설에 기반을 둔 국가 실행
역시 자주 확인되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견해에 대한 반박이 이루어지고도 있다. 예를 들면 R. Rodriguez
외는 A. Aust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면서 양해각서와 조약은 대립개념이 아니며, 양해각서와 조약을 이분
법적으로 이해하고 비구속적 합의에 대한 통칭으로서 ‘양해각서’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조약 개념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하였다.14)

2) 제 2설: 법적 구속력 유무와 무관한 합의문의 구체적인 명칭
다음으로 ‘양해각서’라는 용어에 합의문의 구체적인 명칭으로서의 의미 외의 다른 의미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며, 그 실질적 내용, 언어의 사용, 당사자간의 의도 파악 등을 통해 양해각서의 법적 효력을
파악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이하 “제 2설”). 즉, 이 견해에서는 ‘양해각서’ 라는 개념에 대하여 어떠한
통일된 규범적 실체를 부여하지 않으며, 따라서 양해각서에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부재한다고 해석하지
않고, 당사자의 의도 등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충분히 인정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상술하였듯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기본적으로 조약성 여부, 즉 법적 구속력 유무는 문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결정된다고
전제하고 있으므로 제2설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순수하게 기반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R. Rodriguez 외에도, R. Gardiner 역시 이러한 견해에 따라 양해각서의 내용과 당사자들
의 의도에 따라 양해각서의 법적 구속력 유무가 판단되어야 한다고 설시하며 양해각서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15)
제 2설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적극적인 조약 해석에 대한 입장과도 결을 같이하는데, 국제사법재판소
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 즉 조약으로서 해석되기 위해서는 ① 실제적인 용어, ② 실제적인 약속
(committment)의 포함 여부, ③ 특정 상황(당사자들의 의도, 서명자들의 지위)가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합의문의 명칭 또는 형식 자체가 법적 구속력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11) A. Aust는 Modern Treaty Law and Practice에서 이와 같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 규범적 의미의 양해각서를 지칭할 때에는
‘MOU’를, 개별문서의 명칭으로서의 양해각서를 지칭할 때에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을 사용하는 식으로 임의적으로
용어를 분리 및 지정하여 서술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나, 종종 양 용어를 혼용하기도 한다.
12) A. Aust, Modern Treaty Law and Prac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p. 29-30, 46-49.
13) 예를 들면 D. B. Hollis, The Oxford Guide to Treat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와 같은 문헌은 양해각서에
대한 챕터를 A. Aust의 저서로부터 완전히 인용하고 있다.
14) R. Rodriguez, et al., Binding and Non-Binding Instruments i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 Diplomat’s Guide to Understand
the Concepts of Treaty,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nd Ratification in Theory and Practice (EUCLID University Press, 2015)
15) R. Gardiner, Treaty Interpret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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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16)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구체적으로 양해각서 형식의 합의문의 법적 구속력 유무가 주요 쟁점이
된 사례는 없으나 공동성명(joint communiqué)17)과 의사록(minutes of meetings)18)의 조약성이 문제되었
던 각 사안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일관되게 합의문의 명칭 또는 형식과는 관계없이 상술한 조약의 기준
에 부합한다면 조약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으므로, 국제사법재판소가 양해각서의 해석에
대해서도 유사한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3) 기타 학설
제 1설과 제 2설 중 어느 쪽에도 포섭되기 어려운, 국제법적으로 양해각서와 조약을 구별하는 것에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는 소수의 견해가 존재하기도 한다. J. Klabbers는 장래의 행동에 영향을 주려고
시도하며 국내법과 같은 다른 법체계에 종속되지 않은 모든 국가 간의 규범적 합의는, 당사자들의 그
합의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 의도와 관계없이 모두 조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A. Aust가 타당하게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약의 법적 구속력과 관련하여,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으로 표현되는 유엔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의 조약에 대한 정의나 국가 실행
등과 완전히 대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19)20) 그 밖에도 모든
국가 간의 합의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로는 R. Sonnenfeld가 있다.21)

4. 국가별 사례
1) 영국, 영연방 및 유럽 연합
영국 정부는 제 1설과 마찬가지로 양해각서와 조약을 이분법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도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를 조약, 없는 경우를 양해각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실무적으
로도 양자를 확연히 구분하고 있다.22) 영국 정부에 따르면 조약은 국제법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기
위해 국가 간에 문서로 체결된 국가적 합의이며, 양해각서는 국제적인 약속(committment)을 법적 구속력
이 없는 형식과 용어로 기록한 것이다. 영국 정부 역시 국제적으로 간혹 ‘양해각서’라는 명칭을 사용한
조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있어 혼란이 야기되기도 함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해각서
는 일반적으로 국제법상의 구속력을 배제하는 것을 의도로 하고 당사자들이 조약보다 낮은 공식성을
원할 때에 체결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 정부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조약에 사용되는 용어 및 개념을 배제하게
16)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Case, Greece v. Turkey, 1978 ICJ Reports 3.; Case Concerning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Qatar v. Bahrain, 1994 ICJ Reports 112.
17)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Case, Greece v. Turkey, 1978 ICJ Reports 3.
18) Case Concerning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Qatar
v. Bahrain, 1994 ICJ Reports 112.
19) J. Klabbers, The Concept of Treaty in International Law (Hague: Kluwer, 1996). (A. Aust, 전게서, pp.47-49.에서 재인용)
20) J. Klabbers는 상술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의사록(minutes of meetings)의 조약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카타르와 바레인 간의
사건을 주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 사건은 재판부가 당사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의사록을 조약으로서 해석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제적 용어, 실제적 약속, 구체적인 상황 등을 통해 당사자의 객관적인 의사를 추론한 것으로 보이는 바 오히려 제 2설의
입장에 가깝다고 여겨진다.
21) 박배근, 전게논문, 1-26쪽.
22) R. Gardiner, op. cit.,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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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 권고하여 양해각서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23) 예를
들면 조약의 경우에는 article이 사용되나 이에 비해 양해각서에는 paragraph라는 용어가 대신 사용되어야
하고, parties 대신 governments 또는 participants가, undertaking 대신 understanding이, agreement 대신
arrangement가, obligations 대신 commitments가, shall 대신 will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24) 단 양해각서 역시 영국 정부의 국제적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공식성은 존재하므로 모든 양해각서 초안은 조약과 마찬가지로 모든 관련된 외무행정부(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FCO)에 보내져 법률 자문가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하고, 양해각서에는 조약과
같은 수준의 부처간 협의가 요구된다.25)
대부분의 영연방 국가들은 이러한 영국 정부의 입장과 결을 같이하여, 호주 정부도 양해각서는 대부분
장래의 의도에 대한 양 당사자 간의 합의사항을 기록하는 용도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파악하고 있으
며,26) 캐나다 정부 역시 양해각서의 법적 구속력을 부정한다.27)
이외에 유럽 연합도 영국 및 영연방 국가들과 같이 제 1설을 따라 이분법적으로 양해각서와 조약을
구별하고 있는 듯하다. 유럽 연합은 양해각서를 법적 구속력이 있고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양자간 합의
(bilateral agreement)와 구별되는, 덜 공식적이고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주로 공식적인 양자간
합의의 부차적 도구 또는 잠정적 결정(working arrangement)으로서 활용되는 문서라고28) 규정하고 있다.29)

2) 미국
대부분의 서구권 국가들이 위와 같이 제 1설과 상통하는 입장에서 양해각서와 조약을 규범적으로
구별하여 법적으로 다른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에 비해, 대표적으로 미국과 같은 국가는 제 2설과
유사한 입장에서 문서의 명칭으로서의 ‘양해각서’에 집중하여, ‘양해각서’라고 명명된 합의문은 당사자들
의 의도 및 내용 해석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양해각서를 일반적으로 비구속적 합의로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며, 양해각서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에도 활용하고 있다.30)
또한 미국 정부는 전술한 영국 정부의 ‘조약 용어’를 양해각서에도 종종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조약에만 존재하는 최종 조항(final clause)이 미국 정부가 작성한 양해각서에 등장하는 등31) 형식상으로
23) Ibid., p.89.
24) Treaty Section, Legal Directorate,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Treaties and Memoranda of Understanding(MOUs) -Guidance
on Practice and Procedures-, April 2000, pp.15-16. 해당 지침은 A. Aust가 Modern Treaty Law and Practice에서 ‘조약 용어’와
‘양해각서 용어’간의 차이를 정리한 것과 거의 일치한다. (A. Aust, op. cit., p. 31.)
25) Ibid., pp.1-2.
26) M. Scully, “Choose Your Instrument –Treaties in the Global Environment-”,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November 17, 2004.
<https://web.archive.org/web/20140214035953/https://www.dfat.gov.au/treaties/workshops/scully2.html>
27) 외교통상부, 뺷알기쉬운 조약업무뺸, 2006. 3., 21쪽.
28) 다만 모든 양해각서의 법적 구속력을 부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제1설의 입장에 온전하게 부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연합이 양해각서를 규범적인 개념으로서 이해하며 양해각서를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와
구별되는 어떠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데에서 착안하여 유럽 연합의 입장이 제 2설보다는 제 1설에 가깝다고 판단하였다.
29) European Platform Undeclared Work, “National and Bilateral Agreements and Memoranda of Understanding to Tackle Undeclared
Work”, 11-12 April 2017.
30) “Guidance on Non-Binding Documents”, U.S. Department of State,
<https://web.archive.org/web/20140927101612/http://www.state.gov/s/l/treaty/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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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조약과 양해각서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32) 한편 미국은 양해각서를
국내법(Case Act33))에 따라 발효 후 60일 이내에 하원에 통보하고 매년 목록을 발간하는 한편, 통상적으
로 유엔에 등록하도록 하는 등 다른 국가보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의 관리를 좀더 까다롭게 하고 있다.34)
위와 같이 미국 정부가 양해각서를 대부분의 서구권 국가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의 및 활용함에
따라 종종 혼란이 발생하였고, 특히 이러한 혼란은 제 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미국과 영국 간에 군사
분야에서 여러 합의가 체결되면서 더더욱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다.35) 예를 들면 1993년 미국과 영국
간에 체결된 22개의 국방 관련 양해각서 중 일부가 미국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서 등록되고,
영국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부재한 것으로서 등록된 케이스가 있으며, 미국은 이후 캐나다 및 호주와도
유사한 문제를 겪게 되자 위 3개 국가와 소위 ‘Chapeau Agreement(두문 협정)’을 체결하여 이전에 체결
된 양해각서들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해야 했다.36) 또 다른 사례로는 미국-영국 간 히드로 공항 사용료에
관한 분쟁37)에서 미국은 양국이 합의한 양해각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주장한 반면, 영국은 법적
구속력을 부인하여 사안이 중재재판에 회부되었던 경우가 있다.38)
아래 [표 1]에서는 <II. 3.>과 <II. 4.>에서 상술한 양해각서의 개념 및 법적 구속력에 대한 견해 대립의
내용과 각 국가별 사례를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표 1] 양해각서의 개념 및 법적 구속력에 대한 견해의 대립
제 1설

제 2설

학설
내용

∙ 양해각서와 조약은 법적 구속력 유무에 따라 구별되
는 이분법적 개념
∙ 양해각서란 기본적으로 비구속적 합의를 지칭하는
규범적인 의미를 지니며, 법적 구속력이 존재하면
조약, 존재하지 않으면 양해각서
∙ 양해각서라는 명칭 하에 조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그
는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적인 사례에 불과하며 해당
문서는 규범적 의미의 ‘양해각서’라고 할 수 없음
∙ 고전적 의미의 양해각서 개념에 기반

∙ 양해각서는 합의문의 명칭일 뿐, 규범적 의미는 존
재하지 않음
∙ 실질적 내용, 용어의 사용, 당사자의 의도 등을 통해
양해각서의 법적 효력을 파악하여야 함
∙ 양해각서에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부재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
∙ 국제사법재판소의 조약 해석에 대한 입장과 상통

주장
학자

A. Aust

R. Rodriguez, R. Gardiner

지지
국가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연방, 유럽 연합

미국, 대한민국(후술)

31) 대표적으로 The China-U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Import and Export Trade of Prison Labour Products 1992는 상술한
영국 정부의 기준을 따른다면 ‘party’, ‘agree’와 같은 ‘조약 용어’와 ‘understandings’과 같은 ‘양해각서 용어’가 혼재되어 있다.
32) 단 미국 조약사무국(The Office of Treaty Affairs)에서는 구속력이 없는 문서에서 특정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권고하
고 있기는 하다.
33) 1 USC §112b.
34) 정인섭, 전게서, 28-29쪽.
35) J. McNeill, “International Agreements: Recent U.S.-UK Practice Concerning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88, No.4, 1994, pp. 821-826.
36) A. Aust, op cit., pp. 39.
37) United States-United Kingdom Arbitration concerning Heathrow Airport User Charges (United States-United Kingdom),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30 November 1992 – 2 May 1994, Volume XXIV, pp.1-359.
38) 이 사건은 중재재판에 회부된 결과 문제된 양해각서가 기존의 조약에 대한 해석의 지침이 될 뿐, 그 자체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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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교 및 유사개념
1) 사법상의 양해각서
사법적(私法的) 의미의 양해각서는 계약체결 이전 단계에서 계약요건에 관한 실질적 협상단계의 돌입
에 대한 합의, 합의사항의 골격이나 거래의 일반조항 등의 기록, 장래의 본계약 체결을 위한 법적 체계의
확정, 기존계약에서 합의된 내용의 뜻을 추가적으로 명확하게 하거나, 기존계약의 후속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를 말한다. 사법상의 양해각서는 본계약 전, 즉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단계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계약과 구별되어 대체로 당사자
들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 문서인 경우가 보통이다.39)
사법상의 양해각서가 그 체결의 간편성과 비공식성, 비형식성이라는 장점으로 거래계에서 널리 이용되
어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음에 따라,40) 사법상의 양해각서와 국제법상의 양해각서를 동일시하여 국제
법상의 양해각서 역시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인식이41) 국내외적으로 팽배한데,
서론에서 언급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이 그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의향서 (동의서, Letter of Intent: LOI)
의향서는 주로 사법적 영역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어 사법상의 양해각서 개념과 특히 자주 혼동되고
있고, 드물게 국제법상 합의문의 형식으로 사용되고도 있는 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법적 영역에서
이용되는 의향서는 중간적 문서로서 대부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사법상의 양해각서와 유사하
며, 국제거래에 관한 정식계약 체결의 이전의 교섭 단계에서 당사자의 의도나 목적, 합의사항 등을 확인하
기 위하여 서면으로 작성되는 일방적 의사표시 또는 당사자간의 임시적, 예비적 합의이다.42)
사법적 영역에서 이용되는 의향서와 양해각서의 개념 및 효력을 비교하자면, 의향서는 양해각서와
비교하여 그 이후에 체결할 최종적인 합의서를 전제하고 그에 대한 예비적 문서라는 성격이 더 강하고,
양해각서는 대부분 쌍방적 합의를 담고 있으나 의향서는 일방적 의사표시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반적
으로 거래계에서는 의향서를 작성한 이후 양해각서를 작성하게 되고 마무리 작업으로서 최종적인 계약이
체결된다.43) 단 의향서와 양해각서를 구별하지 않는 입장도 있는데, 이러한 입장에서는 널리 최종적
합의문 또는 계약의 체결 전 단계의 협의를 담은 문서를 의향서라고 한다.44)

3) 비구속적 합의 (Non-binding Agreement)
비구속적 합의45)를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사이의 명시적 합의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46)으
39) 류병운, “諒解覺書(MOU)의 法的 性格 -비즈니스계약 중심으로-”, 뺷홍익법학뺸, 제8권 제1호(2007), 178쪽.
40) 상게논문, 178, 189쪽.
41) 상술했듯이 제 1설을 따를 경우 규범적 의미의 국제법상의 양해각서는 그 법적 구속력이 일반적으로 부인되나, 제 2설에
의하면 국제법상의 양해각서의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42) 정봉진, “Letter of Intent에 관한 美國法 硏究.”, 뺷통상법률뺸, 제55권(2004), 128-129쪽.
43) 최창렬, “諒解覺書(MOU)의 法的 規律에 대한 小考”, 뺷한국토지법학회뺸, 제33권 제2호(2017), 231쪽.
44) 상게논문, 128-129쪽.
45) 조약과 구별되는 “국가 사이의 명시적 합의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을 지칭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용어 선택에 대한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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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정의한다면, 상술한 바와 같이 제 1설은 규범적 의미의 양해각서를 비구속적 합의를 통칭하는 용어
또는 비구속적 합의 그 자체로서 이해할 것이며, 제 2설은 개별 양해각서의 법적 구속력 유무에 따라
양해각서가 조약이 될 수도, 비구속적 합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해할 것이다.

4) 소프트 로 (연성법, Soft Law)
양해각서와 마찬가지로 소프트 로에 대한 일반적으로 합의된 정의 역시 존재하지 않는 바47) 양자
간의 관계설정 및 구별이 어려울 수 있다. 소프트 로를 조약, 관습과 같이 구속력 있는 법인 ‘하드 로(경성
법, hard law)’의 대칭개념으로서 행위의 준칙이 되고 사회생활의 규범에 해당하지만 직접적인 법적 강제
력을 가지거나 위반시 일정한 제재가 가하여지지는 않는 행위규범 또는 형성중의 법으로서 정의할 시48)
제 1설49), 제 2설 중 어느 견해에 의하든 양해각서는 소프트 로의 일종 또는 구체적인 문서의 형태로서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부분의 양해각서 명칭의 합의문이 양자 간에 체결되고 있으나
소프트 로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자에 대한 적용을 전제하는 개념으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점 등
실무상, 형식상의 차이점은 존재한다.50)

III. 양해각서의 국내적 활용
1. 국내에서의 개념정의
외교부는 양해각서를 이미 합의된 사항 또는 조약본문에 사용된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당사자간 외교교섭의 결과 상호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나, 최근에는 독자적인
전문적, 기술적 내용의 합의에도 많이 사용되는 문서라고 정의하고 있다.51) 또한 외교부는 양해각서와
조약의 구별에 대하여, 조약의 명칭이 조약, 규약, 협정, 협약, 의정서, 양해각서 등으로 다양하며,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국제관행상의 차이로서 이들이 각기 어떠한 경우에 사용되는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이 중 일부는 기관 간 약정의 제목으로도 사용되고 있으므로 명칭만으로 조약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명칭에 관계없이 그 내용상 조약법 협약의 양국간 합의를 구성하는 넓은 범주의 조약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약으로서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본다.52)
위와 같은 외교부의 정의는, 양해각서에는 법적 구속력이 부재한다는 규범성이 내재하지 않고, 양해각
서를 단순한 법적 합의문의 명칭으로서 보아 그 내용적 해석에 따라 법적 구속력 유무가 결정된다는
제 2설의 입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교부는 국가 간 또는 정부 간 명백한 법적 권리, 의무에
논의는 각주 5를 참조. 본 글에서는 ‘비구속적 합의’라는 용어를 선택하였다.
박배근, 전게논문, 4쪽.
이재곤, “國際環境法에 있어서의 소프트로(Soft Law)”, 뺷법학연구뺸, 제8권 제1호(1997), 89-90쪽; A. Aust, op cit., p.49.
이재곤, 상게논문, 89-90쪽
A. Aust는 명시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에서 소프트 로의 성격을 가진 문서는 모두 규범적 의미의
양해각서에 해당한다고 설시하였다. Aust, op cit., p.50.
50) Ibid., p.50.
51) 외교통상부, 전게서, 18쪽.
52) “조약개요- 정의와 유형, 외교부, <http://www.mofa.go.kr/www/wpge/m_3830/contents.do>
46)
47)
48)
49)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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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항을 조약으로 체결코자 하는 경우, 양해각서의 개념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부재로 인한 상대
당사자와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양해각서라는 표현을 회피하도록 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는데53),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 정부 역시 제 1설과 마찬가지로 양해각서와 조약을 법적 구속력 유무에 따라
구별하고 있다는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 듯하다.
예를 들면 환경부에서 발간한 녹색성장 전파를 위한 국가별 환경협력 활성화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관 간 약정에는 ‘양해각서’등의 명칭이 사용되어야 하며,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에
사용되는 ‘조약’등의 명칭은 기관 간 약정에 사용할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기술되어 있다.54) 이러한
표현은 양해각서에는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고, 조약에는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는
입장에서 도출될 수 있는 것으로서, 외교부의 공식적인 양해각서에 대한 견해와는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55)

2. 기관간 약정으로서의 활용
최근 대한민국의 경우 양해각서의 명칭을 가진 합의문을 주로 조약보다는 기관간 약정의 명칭으로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전술한 외교부의 권고에 의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체결코자 하는 경우에는
양해각서라는 표현을 회피한 것의 결과로 보인다.
기관 간 약정이란 정부기관이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정부기관과 우리 국내법상
자신의 소관업무 내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체결하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a호)56)인데, 기관간 약정은 외교부의 검토 외에는
별다른 절차 없이 체결되므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되지 않아 국내법과 같은 법적 효력이 없다. 아울러
기관 간 약정은 체결주체가 정부 내 하부기관이라는 점에서 국가 간의 권리, 의무관계를 창설하지 못해
외교부는 기관 간 약정을 양국 정부 부처간 공동정책추진 선언 성격의 문서로 이해하고 있다.57) 또한
기관간 약정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우선 국가 또는 정부 간에 체결된 모조약(母條約)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성격의 기관간 약정에 대한민국은 주로 ‘arrangement’또는 ‘implementing arrangement’라는 명
칭을 사용하고, 이에 비해 모조약 없이 관계부처의 소관 업무 범위 내에서 기술적 협력사항을 규율하는
기관간 약정이 ‘양해각서’의 명칭으로 대부분 체결되고 있다.58)
기관 간 약정은 법령에 의해 당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므로, 외교부에서는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할 시 법적 구속력을 둘 만한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외교부의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조약에는 ‘treaty’, ‘convention’등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관 간 약정에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rrangement’를 사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는데, 이로 인해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은 기관 간 약정에만, 법적
53) 외교통상부, 전게서, 21쪽.
54) 환경부, 뺷녹색성장 전파를 위한 국가별 환경협력 활성화 방안연구 최종보고서뺸, 2010. 12. 9쪽.
55) 본 사안과 같이 정부 부처간에 양해각서의 개념 및 법적 구속력에 대한 이해에 있어 충돌이 일어날 경우의 조율 기준에
대하여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사견으로는 주로 조약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
고 생각된다.
56) 외교통상부, 전게서, 50쪽.
57) 외교부, 뺷알기쉬운 기관간 약정업무뺸, 2017. 10. 22-25쪽.
58) 상게서, 33쪽.
4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20, Vol.19, No.1 (통권 제56호)

국제법상 양해각서의 효력과 활용 - 국제법상 양해각서의 개념 및 법적 구속력에 대한 견해의 대립을 중심으로 -

구속력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는 오해가 발생한 듯하고, 다른 국가기관에서 양해각서가 마치
기관 간 약정을 대체하는 용어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59) 과거 외교부가 양해각서는 정부가
체결하는 조약에도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가급적이면 기관 간 약정에 ‘arrangement’등의 용어를 사용하도
록 권장하여 조약과 양해각서가 법적 구속력 유무에 따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제 2설과 유사한
입장을 명확히 한 데에 비해서60), 최근 외교부의 가이드라인에서 나타나는 표현들에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해 보인다.

3. 조약으로서의 활용
근래에는 주로 기관간 약정에서 양해각서 명칭이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최근까지도
종종 양해각서라는 명칭의 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체결된 양해각서 명칭의 조약으로는 2019
년 2월 1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양국 국민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
간소화에 대한 양해각서｣(조약 제2408호)가 있으며, 이외에도 2016년 9월 21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정부 간의 외교관 특별, 관용･공무 및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입국사증
요건 면제에 관한 양해각서｣(조약 제2310호), 2011년 1월 1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조약 제2032호)가 2010년대 들어 양해각서의 명칭을 사용하
여 체결된 조약이다. 또한 2010년대 이전에는 이보다 좀더 빈번하게 평균적으로 1년에 약 1-2건 꼴로
양해각서 명칭의 조약이 체결되었음이 확인된다.61) 이외에도 1990년대에는 주로 양해각서 명칭의 조약
이 고시류 조약62)으로서 처리되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그러한 경향이 줄어들어 일반조약으로 체결되
는 양해각서 명칭의 조약과 고시류 조약으로 체결되는 양해각서 명칭의 조약의 비율이 비슷해진 점 역시
눈에 띈다. 이는 외교부가 양해각서 명칭의 조약에 대해 체결 절차상으로도 타 조약과 비교하여 별다른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양해각서 명칭의 조약의 이러한 활용현황은, 외교부가 실무상의 혼선을 막기 위해 조약과 양해각서의
명칭을 구별할 것을 권고하고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양해각서와 조약이 법적 구속력 유무에 따라
구별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 대한 방증으로 볼 수 있다.

IV. 결론
양해각서의 개념 및 법적 구속력에 대한 다양한 견해 중에서도, 대한민국 정부는 양해각서에는 일반적
으로 법적 구속력이 부재하지 않고, 양해각서를 법적 합의문의 명칭으로서 보아 그 해석에 따라 법적
구속력 유무가 결정된다는 제 2설에 따른 입장을 꾸준하게 견지해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무에서의
59)
60)
61)
62)

환경부, 전게서.
외교부, 전게서, 33쪽.
외교부 홈페이지 조약정보(http://www.mofa.go.kr/www/wpge/m_3834/contents.do)에서 ‘양해각서’ 키워드로 검색.
국무회의의 심의와 공포 절차를 생략하여 조약번호 대신 고시번호가 부여되고, 관보에 대통령 명의로 공포되는 대신 외교부장
관 명의로 고시되는 특수한 형태의 조약이다. 절차가 간이하여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일반조약과의 차이는 국내법상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고시류 조약 역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법상 조약에 해당한다. (정인섭, 전게서, 511-512쪽.)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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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성을 목적으로 조약 체결시 양해각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거나, 기관간 약정을
양해각서로서 체결할 것을 권고하는 등의 외교부 방침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의 양해각서에 대한 이해
에 대하여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① 현재 외교부가 정의하고 있는 제 2설에 기반한 양해각서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좀더 자세하게 제시하고 홍보함으로써 양해각서도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더욱더
명확하게 알리거나(제 1안), ② 현 외교부의 견해를 제 1설로 수정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문은
조약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문은 양해각서로 체결하여야 함을 권고 수준이 아닌 법령 등으로
규율하는 방안(제 2안) 중 하나를 선택해, 양해각서의 개념과 법적 구속력에 대한 이론적 일관성을 제고하
고 국제협력에 있어서의 혼동을 방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사견으로는, 제 1설과 같이 양해각서와 조약을 법적 구속력 유무에 따라 구별하고, 양해각서의 명칭을
사용하는 합의문이 규범적 의미에서는 ‘양해각서’가 아닐 수도 있다고 파악하는 것은 개념 정의에 있어서
의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견해는 광의의 조약개념과 협의의 조약개념이 분리되
어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듯한데, 조약의 개념을 광의와 협의로 구별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또다시 양해각서라는 명칭을 지닌 합의문을 통칭하는 ‘광의의 양해각서’와 그중 법적 구속력이
부재한 합의만을 일컫는 ‘협의의 양해각서’를 나누게 된다면 조약의 체계와 조약성 여부(즉, 특정 합의문
의 법적 구속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복잡해지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비구속적 합의에
대한 통칭으로서 개별적 문서의 명칭으로도 이용되는 ‘양해각서’를 사용함에 따라 의미전달이 불분명해
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이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 따라서 제 2설을 지지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과
마찬가지로 제 2설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제 1안에 따라 정부의 입장을 강화하고 오해의 여지가 있는
기존의 권고나 표현 등을 수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제 2설을 유지할 시 개별 양해각서
명칭의 합의문의 법적 구속력 유무를 해석하는 데에 있어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겠으나(특히, 체결
상대국이 제 1설의 입장에 있을 경우), 이는 합의의 체결 과정에서 서신 교환(exchange of letter)등을
통하여 합의문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당사자 의도를 표시하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거나, 분쟁해결 조항
을 합의문에 삽입하거나, 가장 이상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에 대한 사항을 합의문에 명시하는 방식63) 등으
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 1설을 따라 양해각서의 명칭을 가진 합의문과 조약의 명칭을 가진 합의문을 그 법적 구속력에
따라 일반적으로 명확하게 구별한다면 국제협력 실무가 더 직관적이고 간편해질 것이라는 점에서 제
1설-제 2안의 장점 역시 존재하므로 어느 견해를 택하든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63) 그러나 실무적으로 마지막과 같은 방식은 드물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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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4분기 발효된 양자간 조약

I. 2019년도 4/4 분기 신규 발효조약
목록

-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
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

◦ 2019년도 10-12월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양
자조약 중 발효된 조약은 다음과 같음.
-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
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메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타이왕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
정보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
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제도 정부 간의 대외경
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과
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문
화협력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
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 중미경제통합은행 설립협정에 대한 대한민국
의 가입의정서
◦ 고시류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20182023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제도 정부 간의 티나
강 수력발전 개발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
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냉동
탑차 공급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에 관한 약정
-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냉장
창고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에 관한 약정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간의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 간의 유네스코 후원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카
테고리 2)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과 포르투갈공화국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II. 조약별 개관
1.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
한 협정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8년 2월 20일 서울에서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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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발효일: 2019년 10월 1일 (조약 제2430호)

3. 대한민국 정부와 타이왕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
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 관보게재일: 2019년 9월 19일
• 일반사항
• 주요내용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관한 법령과 슬로베니

- 서명일자 및 장소: 2019년 9월 2일 방콕에서
서명

아공화국의 강제 연금･장애 보험을 규율하는

- 발효일: 2019년 10월 10일 (조약 제2433호)

법령 및 사회보험제도에서 강제 가입을 규율

- 관보게재일: 2019년 10월 17일

하는 법령(제2부만 해당함)에 적용됨.
- 사회보장 보험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하기 위하

• 주요내용

여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되어 다

- 군사비밀정보의 통상적인 전달 방법은 정부 대

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파견된 경우 처

정부의 공식 경로 또는 국방무관제도를 통하

음 60개월의 기간 동안에는 그 한쪽 당사자의

며, 당사자는 암호체계가 설치된 정보통신 장

법령만을 적용함.

치를 통해 군사비밀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상
호 합의할 수 있음.

2.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메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
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 접수당사자는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에 제공당
사자가 명시적으로 부여한 보호수준에 상응하
는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며, 제공당사자의 사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9년 10월 19일 예레반에

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공개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지 않음.

서 서명
- 발효일: 2019년 10월 3일 (조약 제2432호)
- 관보게재일: 2019년 10월 2일
• 주요내용
-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
가 자국의 영역에서 투자를 하는 데 유리한 여

4. 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
한 협정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8년 12월 18일 서울에서
서명

건을 장려하고 조성하며, 자국의 법령에 따라

- 발효일: 2019년 11월 1일 (조약 제2434호)

그러한 투자를 허용함.

- 관보게재일: 2019년 10월 21일

-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체
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와 다른 쪽 체약당사

• 주요내용

자의 투자자에 대하여 그 투자의 관리, 유지,

- 이 협정은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법｣에 적

사용, 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유사한 상황

용되고, 크로아티아에서는 강제연금보험제도

에서 자국 또는 제3국 투자자와 자국 또는 제3

를 정한 법과 규정에 적용됨.

국의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
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해서는 아니 됨.

-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되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파견되는 사람에 대해서
는 처음 60개월 동안은 그 고용과 관련하여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이 계속해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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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업무
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7.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 일반사항

• 일반사항

- 각서교환일자 및 장소: 2019년 10월 2일 /
2019년 10월 29일 바르샤바에서 교환

- 서명일자 및 장소: 2007년 2월 16일 로마에서
서명

- 발효일: 2019년 10월 29일 (조약 제2435호)

- 발효일: 2019년 11월 27일 (조약 제2437호)

- 관보게재일: 2019년 11월 12일

- 관보게재일: 2019년 12월 12일

•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체약당사자는 각각의 특정 노선상의 합의된 업

- 기초과학을 비롯한 물리학･화학･보건･에너지･

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항

정보학･통신･생명공학, 마이크로와 나노기술,

공사를 지정하고, 그러한 지정을 철회 또는 변

농업 및 식품공학, 환경･항공우주･교통, 토목

경할 권리를 가짐.

및 전자공학, 유산보존･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

-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지

력을 장려함.

정된 항공사가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통상적으

- 이 협정하의 협력사업 이행을 조정･촉진 및

로 적용되는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지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각국 정부에 건의할

정된 항공사의 운항허가 또는 기술승인을 거

수 있는 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를 설치함.

절, 취소,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음.
6.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제도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
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8.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협
력에 관한 협정
• 일반사항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9년 11월 14일 포트모르
즈비에서 서명
- 발효일: 2019년 11월 14일 (조약 제2436호)

- 서명일자 및 장소: 2005년 10월 21일 로마에서
서명
- 발효일: 2019년 11월 27일 (조약 제2438호)
- 관보게재일: 2019년 12월 12일

- 관보게재일: 2019년 11월 21일
• 주요내용
• 주요내용

- 두 나라 정부는 가용자금의 범위 안에서 상호

- 대한민국 정부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사업의

합의에 따라 상대국의 교육･학술 및 문화 기관

이행을 위해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대외경

이 자국의 영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장려･촉

제협력기금으로 솔로몬제도 정부 또는 그 지

진함.

정기관에 차관을 공여함.

- 두 나라 정부는 가용자금의 범위 안에서 상대

- 솔로몬제도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 차

국 국민의 학생･교사 및 강사들에게 특정 관심

관 및 차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

주제에 대하여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서의 대

는, 그리고/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학과정 및 연구과제를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

재정적 부과금 또는 조세를 면제함.

도록 함.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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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

-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
트워킹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무형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이행에 기여하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9년 10월 11일 파리에서

고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역량을 강화
하며 지역적 및 국제적 협력을 조성함.

서명
- 발효일: 2019년 11월 29일 (조약 제2439호)
- 관보게재일: 2019년 12월 11일
• 주요내용
-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목적은 아시
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의 문화를 증진하기

11. 대한민국과 포르투갈공화국 간의 항공업무에 관
한 협정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8년 5월 25일 서울에서
서명

위해 국제이해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증진하

- 발효일: 2019년 12월 12일 (조약 제2441호)

고 발전시키는 것임.

- 관보게재일: 2019년 12월 11일

-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대한민국 법
령에 따라 법인격을 가지며, 특히 계약 체결,

• 주요내용

동산과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그리고 소송절

-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 특정 노선에서

차의 개시 능력과 교육원의 목적 및 기능 수행

국제항공업무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에 필요한 기능적 자율성을 가짐.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부여함.
- 각 당사자는 특정 노선에서의 합의된 업무를

10.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
네스코) 간의 유네스코 후원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카테고리 2)
에 관한 협정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9년 10월 11일 파리에서
서명
- 발효일: 2019년 12월 3일 (조약 제2440호)
- 관보게재일: 2019년 12월 11일

운영할 목적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
를 서면으로 지정하고,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지정의 통지와 지정항공사의 신청에
따라 적절한 운항허가와 승인을 부여함.
12.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8년 1월 12일 서울에서
서명

• 주요내용
-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

- 발효일: 2019년 12월 20일 (조약 제2442호)
- 관보게재일: 2019년 12월 26일

트워킹센터는 유네스코로부터 독립적인 지위
를 가지며, 정부는 센터가 활동 수행에 필요한
기능적 자율성을 누리고 계약의 체결, 소송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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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를 우리나라의 경우에

차의 개시, 동산과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을

는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

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을 가지도록 보장함.

세로 하고, 체코공화국의 경우에는 개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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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및 법인소득세로 함.

• 주요내용

- 한쪽 체약국의 국민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동

- 중미경제통합은행은 대한민국을 중미경제통

일한 상황에 있는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국민보

합은행의 역외 회원으로 인정하고, 대한민국

다 불리한 조세를 부담하지 아니함.

은 현재 발효 중인 중미경제통합은행 설립협

-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 규정의
이행이나 양 체약국의 조세 관련 국내법의 시
행 또는 집행에 관한 정보를 교환함.

정 가입에 동의함.
- 대한민국은 우선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포함한
중미경제통합은행의 면제 및 특권을 인정함
- 대한민국은 중미경제통합은행의 주식에 사억

13.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
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
피 예방을 위한 협정
• 일반사항

오천만 미합중국 달러를 출자하되, 일억일천
이백오십만 미합중국 달러는 4년 동안 매년 균
등분할하여 납입하고, 나머지는 요구불 자본
으로 함.

- 서명일자 및 장소: 2019년 5월 13일 싱가포르
에서 서명
- 발효일: 2019년 12월 31일 (조약 제2443호)
- 관보게재일: 2019년 12월 27일

III. 고시류 조약
1.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20182023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 주요내용
-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를 우리나라의 경우에
는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
세로 하고,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소득세로 함.
- 한쪽 체약국 국민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동일

- 서명일자 및 장소: 2019년 10월 23일 나이로비
에서 서명
- 발효일: 2019년 10월 23일 (고시 제925호)
- 관보게재일: 2019년 10월 30일

한 상황에 있는 다른 쪽 체약국 국민보다 불리
하게 조세를 부담하지 아니함.
-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 규정의
이행과 관련이 있거나 양 체약국의 조세에 관

2.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제도 정부 간의 티나 강 수
력발전 개발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한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에 관한 정보를 교
환함.

- 서명일자 및 장소: 2019년 11월 15일 포트모르
즈비에서 서명

14. 중미경제통합은행 설립협정에 대한 대한민국의
가입의정서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8년 12월 28일 세종에서
서명
- 발효일: 2019년 12월 31일 (조약 제2450호)
- 관보게재일: 2020년 2월 12일

- 발효일: 2019년 11월 15일 (고시 제926호)
- 관보게재일: 2019년 11월 21일
3.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냉동탑
차 공급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
한 약정
- 서명일자 및 장소: 2019년 12월 30일 다카르에
www.mofa.go.kr

55

▶▶▶ 조약체결 및 국제회의 동향

서 서명
- 발효일: 2019년 12월 30일 (고시 제927호)

- 발효일: 2019년 12월 30일 (고시 제928호)
- 관보게재일: 2020년 1월 8일

- 관보게재일: 2020년 1월 8일
4.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냉장창
고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
한 약정

5.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 각서교환일자 및 장소: 2019년 12월 5일/2019
년 12월 26일 워싱턴에서 교환

- 서명일자 및 장소: 2019년 12월 30일 다카르에
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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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효일: 2019년 12월 26일 (고시 제929호)
- 관보게재일: 2020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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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4/4분기 신규 가입 다자조약 개관

I. 2019년도 4/4분기 신규 가입
다자조약 목록

립하고, 이 위원회가 수립한 기준에 따라, 역외
가공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을
결정하도록 함.

◦ 2019년도 4/4분기 대한민국 정부가 신규로 가

-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입한 다자조약은 다음과 같다.

철폐의 결과로 상대 당사국 원산지 상품의 수

-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

- 제3다자투자기금 개설협정

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

- 제3다자투자기금의 관리를 위한 협정

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음.
-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회원국이
아닌 중미 공화국들의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

II. 협약 개관
1.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Central America)

고,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에 준
하는 절차적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반영함.
- 각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 투
자와 투자자에게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를 각각 부여하는 한편, 각 당사국과 상대 당사
국 투자자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투자자의 청

• 우리나라 관련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8년 02월 21일 (서울)
- 발효일: 2019년 10월 01일
- 관보게재일: 2019년 10월 01일

구에 따라 해당 분쟁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절차 등에 회부될 수 있음.
-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
여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등에 대한 보호를
확보하고 권리자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유효

• 주요내용

한 구제장치를 마련함.

- 당사국들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 산업･상업, 농업･어업, 과학･기술 및 문화 등

일반협정｣ 제24조 및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각 당사국

반협정｣ 제5조에 합치되게 자유무역지대를 창

대표로 구성된 협력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설함.

협의하며, 부속서를 통해 중소기업 협력, 보건

- 각 당사국은 부속서 2-나에 규정된 자국 양허

산업 협력, 시청각 공동제작 및 서비스 협력,

표에 따라 상대 당사국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

기업환경 개선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

국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함.

기로 함.

- 각 당사국은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설

- 당사국들은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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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증진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한민
국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중미 공화국 통상
장관 또는 이들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되
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함.
2. “제3다자투자기금 개설협정” 발효(AGREEMENT
ESTABLISHING THE MULTILATERAL INVESTMENT
FUND III)

3. “제3다자투자기금의 관리를 위한 협정” 발효
(AGREEMENT FOR THE ADMINISTRATION OF
THE MULTILATERAL INVESTMENT FUND III)
• 일반사항
- 채택일자 및 장소: 2017년 04월 02일 (아순시
온에서 채택)
- 발효일: 2019년 03월 12일
- 기탁처: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 일반사항
- 채택일자 및 장소: 2017년 04월 02일 (아순시
온에서 채택)

• 우리나라 관련사항
- 수락서 기탁일: 2019년 12월 27일

- 발효일: 2019년 03월 12일

- 발효일: 2019년 12월 27일

- 기탁처: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 관보게재일: 2020년 01월 16일

• 우리나라 관련사항
- 수락서 기탁일: 2019년 12월 27일

• 주요내용
- 미주개발은행은 중남미 지역의 경제발전을 지

- 발효일: 2019년 12월 27일

원하기 위한 제2다자투자기금을 확충하여 설

- 관보게재일: 2020년 01월 16일

립한 제3다자투자기금을 관리함.
- 미주개발은행은 제3다자투자기금으로 지원할

• 주요내용
- 중남미 지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2

- 미주개발은행은 제3다자투자기금으로 그 은행

다자투자기금을 확충하여 제3다자투자기금을

이 시행한 사업을 평가하며, 제3다자투자기금

개설함.

의 공여국으로 구성된 공여국위원회에 매년

- 대한민국은 9백만 달러의 출연금을 제3다자투
자기금에 3년 동안 분할하여 납입함.
- 제3다자투자기금의 사업 프로그램 내 무상지
원 수준은 공여국위원회가 결정함.
- 공여국은 기금사업을 최종 승인하는 공여국위
원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출연금에 상응하는
투표권을 가짐.
- ｢제3다자투자기금 개설협정｣은 신규 출연금
총액 중 60퍼센트를 차지하는 장래 공여국이
출연증서를 기탁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제2
다자투자기금의 모든 자산과 채무는 제3다자
투자기금이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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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고서를 제출함.
- 미주개발은행은 제3다자투자기금 사업 종료
시, 제3다자투자기금의 모든 관련 채무가 변
제되거나 청산된 후 공여국위원회가 지시하는
대로 잔여자산을 할당 또는 배분함.
- 미주개발은행과 공여국위원회 간의 분쟁은 협
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중재를 통해 해
결함.

논문 및 연구보고서

파리협정 이행준수 체계 확립을 위한 미국 로드아
일랜드 복원법
김 두 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

I. 머리말

감대가 비교적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으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초기의 고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2015년 12월 12일 채택되고 2016년 11월 4일
발효되어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될

인해 현실적으로는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낮
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파리협정(Paris Agreement)1)은 기후변화에 대한

그러나 이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국제적 대응의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다. 기후변화

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거버넌스는 기후변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

있다. 첫째, 교토의정서의 참가국이 주요 선진 27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라고 하는 이슈의

개국이었던 데 비해, 파리협정은 195개국이 당사

성격상 그 변화가 매우 완만하게 체감되고, 기후

국으로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후변화에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는 온실가스 관련 탄

대한 전지구적 차원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둘

소 배출국과 그 피해국이 상이한 데서 기인하는

째, 교토의정서가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이해관계의 불균형성이 존재하여 그 해결이 쉽지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

않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기후변화에

원칙을 명분으로 선진국들이 감축 의무와 개도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공

대한 지원이라는 이중 부담을 하도록 함으로써 주
요 선진국들의 반발에 직면한 바가 있는 반면, 파리

1)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
서’를 대체할 신기후체제로,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
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예정된 종료시한을 하루 넘긴 2015년 12월 12일
세계 195개 참가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 파리협정
은 195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
기로 한 최초의 세계적 기후합의이다. 1997년의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는 EU 등 37개 선진국에게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했었고, 선진국 중에서도 온실가스 대량 배출국
인 미국은 비준을 거부하고, 일본･캐나다･러시아･뉴질랜드
등이 잇따라 탈퇴하거나 기간 연장에 불참하였다. 반면, 이
파리협정은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가운데, 모든
국가들이 전지구적 기후변화대응에 참여한다는 선언을 하였
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 1위와 2위인 중국과 미국(현재는 파
리협정의 탈퇴를 선언한 상황)은 물론 전 세계 국가들의 실질
적 참여를 이끌어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최종 협정문에
장기 목표, 감축, 이행점검, 재원 등의 내용이 수록되었다.

협정은 비록 자발적인 것으로 구속력이 없기는 하
지만 모든 당사국들이 자국의 사정에 맞추어 제출
한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채택하여 각국이 이를 이행하도록 촉구
하는 신축성 있는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의 갈등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완화하였다.
셋째,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와 달리 지구 평균기
온의 상승폭을 1.5-2°C로 제한할 것을 명문화함으
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목표를 수치화하였다
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러한 파리협정의 발효에 맞추어 미국 로드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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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 주(The State of Rhode Island and Providence

도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나

Plantations)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변화·발

국내적으로나 ‘중추적인’ 조직적 활동체가 필요한

전하는 국제적 추세에 적극 참여하여 파리협정 이

데, 이는 조직된 해당 활동 기관이 제대로 책임을

행준수 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파리

지고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정은 선진국과 개도국 등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

이와 같은 차원에서 로드아앨린드는 주 행정부

는 신기후변화체제로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내에 기후변화 노력에 대한 평가, 통합 및 조정과

지지 속에 채택되었으나, 이후 자국 산업 이익을

관련한 책임과 감독을 행하는 주정부 기관 관계자

먼저 고려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들로 구성된 ‘로드아일랜드 행정부 기후변화조정

협정 탈퇴 선언으로 국제사회에서 파리협정이 위

협의회’(Climate Change Coordinating Council)를

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

설립하였다. 그리고 이 기후변화조정협의회는 환

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12개 주는 이와 무관하게

경관리부서의 책임자, 연안자원관리위원회의 사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협정을 해당 주 내에서 그

무총장, 행정부의 책임자, 운송부의 책임자, 보건

이행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미국

부의 책임자, 긴급재난처장, 에너지자원 국장, 기

하와이 주, 캘리포니아 주, 뉴욕 주, 워싱턴 주, 코

획부의 책임자, 로드아일랜드 상공회의소의 회장

네티컷 주, 델라웨어 주, 매사추세츠 주, 미네소타

(CEO)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나 반드시 이에 국

주, 오리건 주, 로드아일랜드 주, 버몬트 주, 버지

한되지는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3) 민간전문가

니아 주 등이 이에

해당된다.2)

이러한 미국기후동맹의 한 주인 로드아일랜드

의 자문을 통한 추가적인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4)

주는 ‘로드아일랜드 복원법’(Resilient Rhode Island
Act)에서 기후변화 대응체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2. 기후변화조정협의회의 역할과 기능

있는 ‘기후변화조정협의회’(Climate Change Coordination Council)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으로서

기후변화조정협의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동

2017년 이래 실질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게 되

협의회의 목적으로 그 직무상 역할과 기능이라고

었다. 이에 아래에서는 파리협정에 대한 이행체계

할 수 있는데, 동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확립을 위한 미국 로드아일랜드 복원법의 내용을

수행한다.

분석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주 정부의 기후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통합 및 조정

II. 로드아일랜드 복원법의 분석
1. 기후변화조정협의회의 설립 및 구성원

기후변화조정협의회는 주 정부에서 ‘취약성 평
가’를 조정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하며,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고, 지역사회

오늘날 기후변화에 대한 실질적으로 적절하고
2) 미국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을 미국기후동맹(United States
Climate Alliance)이라고 하며, 이 동맹은 미국 도널드 트럼
프 대통령이 2017년 6월 1일에 파리협정에서 미국이 탈퇴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당일에 결성되었다. 이 미국기후동
맹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 기후
변화에 대해 파리협정을 역내에서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비슷한 생각과 의지를 가진 주지사들이 결성한 것이다.
6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20, Vol.19, No.1 (통권 제56호)

3) Resilient Rhode Island Act, § 42-6.2-1.
4) 이와 유사하게 영국의 기후변화법 2008(Climate Change Act
2008(c.27)) 제56조와 제57조는 기후변화위원회를 통하여
영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와이 주 기후변화법(Hawaii Senate Bill 559) 제5
조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위원회의 구성원에 민간 전문
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객관적･합리적인 기후변화 대
응 및 적응 정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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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복원력을 강화하며,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특히 주 그리고/또는 다양한 주의 탄소가격 책정

주 정부 기관들의 기후변화 노력을 평가, 통합 및

프로그램이 기관 및 산업에 탄소배출을 줄이게 하

조정한다.5)

이를 보면 결국 동 협의회가 로드아일

는 ‘동기부여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포함해야 한

랜드 주의 기후변화로 인한 전반적인 취약성 평가

다. 이 연구는 목표가 된 효율성 측정을 위해 기관

와 대응 및 주 정부 기관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총

및 산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탄소가격

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여

책정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수익을 배분하는 효과

기에서 주목할 내용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부분이

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예상 배출감소, 기업에 대

무엇인지 살피고 평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다

한 경제적 영향, 로드아일랜드의 모든 경제적 이

루고 있고,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주 정부 차원

익, 프로그램이 시행시 주의 경제적 경쟁력에 미

의 노력을 실질적으로 평가하여 현실에 반영하고

치는 영향을 포함해야 한다.7)8)

자 하고 있다는 점이다.

(2) 주지사와 주의회에의 온실가스배출감축
계획서 제출

(3)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주의
이해관계의 발전
기후변화조정협의회는 어린이 보건(children’s

①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health)에 관한 탄소오염의 영향을 포함하여, 해

먼저, 기후변화조정협의회에게 2017년 12월 31

수면 상승, 해안 및 해안선 변화, 심한 기상 현상

일까지 주지사와 주 의회에 다음과 같이 온실가스배

(이상 기후), 중요한 기반시설 취약성, 생태계, 경

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프로그램 및 행

제 및 건강 영향을 포함한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

동을 포함하는 계획서(plan)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한 주의 이해를 발전시킨다.9) 약자이자 미래세대

- 2020년까지 1990년 수준보다 10%

인 어린이 보건에 대한 세심한 고려는 매우 인상

- 2035년까지 1990년 수준보다 45%

적인 부분으로, 이러한 미래세대를 위한 직무적

- 2050년까지 1990년 수준의 80%
그리고 이 계획서(plan)에는 또한 이러한 목표
를 달성하고 비용효율적인 조치를 통해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필
요한 경과(진전)를 매 5년마다 주기적으로 측정하
는 절차 및 측정기준이 포함되도록 하였다.6)
② 계획서에 포함될 내용
그리고 기후변화조정협의회의 계획서(plan)에는
5) Resilient Rhode Island Act, § 42-6.2-2, (a)(1)의 원문은 다음
과 같다.
(a) The council shall have the following duties:
(1) Assess, integrate, and coordinate climate change efforts
throughout state agencies to reduce emissions, strengthen
the resilience of communities, and prepare for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oordinating
vulnerability assessments throughout state government.
6) Resilient Rhode Island Act, § 42-6.2-2, (a)(2)(i).

7) Resilient Rhode Island Act, § 42-6.2-2, (a)(2)(ii).
8) 영국은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08(c.27)) 제62조
(1)-(3)에서 기후변화 대응 또는 적응 계획과 관련하여, 내
무장관이 국가보고서에 수록될 내용에 기후변화 영향 평가,
기후변화 적응 목표, 제안 및 정책 외에 이와 관련된 시간계
획 및 이행경과 평가내용도 수록되도록 보고기관들에게 지
침을 내리며,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보고기관들이 공동보
고서(합동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특정 지리
적 영역을 포함시키도록 지시할 수 있다. 한편 하와이 주
기후변화법(Hawaii Senate Bill 559) 제5조 (k)항에서 기후변
화 완화 및 적응 노력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연례보고
서를 소집 20일 전에 주지사 및 입법부(주의회)에 제출하도
록 하고 있으며, 동조 (n)항에 의거하여 이 보고서는 재평가
되고 갱신된다.
9) Resilient Rhode Island Act, § 42-6.2-2, (a)(3)의 원문은 다음
과 같다.
(3) Advance the state's understanding of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ea level rise, coastal
and shoreline changes, severe weather events, critical
infrastructure vulnerability, and ecosystem, economic, and
health impacts, including the effects of carbon pollution
on children’s health.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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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며

(공동체)의 발전을 지원한다.14) 로드아일랜드의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도 필요하다고

기후 완화 및 적응을 위한 기후변화조정협의회는

할 것이다.

주의 주관 책임기관으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되,
결국 실질적인 이해관계자인 지자체와 협력을 통

(4)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산업 장려 전략의 확인
기후변화조정협의회는 이러한 효과 발생을 준
비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기업, 기관 및 산업10)
을 장려하는 전략을 포함하여11) 로드아일랜드 주
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전략을 확인한다.12) 그런데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산업계를 장려하는 전략을

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지속
가능하고 복원력이 있기 위한 방식에 있어 생각해
볼 중요한 내용은 ‘천연자원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이용’이라고 할 수 있다.

(6) 여러 기금제공 기회의 활용 시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방법론적 접근이 관건이라고

기후변화조정협의회는 로드아일랜드의 배출감

할 수 있다. 이미 알려진 대로 기후변화의 대표적

축 및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작업을 위한 연방,

요인은 지표면 상태의 변화와 온실기체의 증가 즉

주 및 사설 기금제공의 기회를 확인하고 활용한

지구온난화이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고도로 산

다.15) 문제는 기후변화조정협의회가 어떠한 계획

업화되고 경제성장을 이룬 인류가 지구 기후환경

프로그램을 갖고 예산 확보를 위해 연방이나 주

의 보호를 위하여 경제성장의 측면을 양보할 가능

및 사설 기금을 제공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인센티브 등의 지원시

이를 위해 기후변화조정협의회는 합리적인 기후

책이 산업계에 얼마나 효과적인 방법으로 작용할

변화 완화 및 적응 계획프로그램을 작성하여 기금

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럼에도

제공 주체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여야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산업계를 적극 장

할 것이다.

려하고 지원하는 전략은 국제사회가 반드시 관심
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5)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지원

(7)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한 리더로서의 역할
수행
기후변화조정협의회는 기후변화에 대한 주관 책
임기관으로서, 로드아일랜드가 기후변화 문제를

기후변화조정협의회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속가능한 발전13)이 가능한 복원력 있는 지역사회

데 있어서 계속해서 국가리더(a national leader)가
되도록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 주지사, 주의회 및

10) 산업발전과 관련하여 논의 중인 인류세(Anthropocene)는
지구의 육지와 해양의 생물다양성을 급격하게 감소시켰
다. 인류세란 지구의 역사에서 인류가 지구 환경에 큰 영
향을 주었던 시기를 구분한 지질시대의 이름으로 아직 공
식적인 지질시대는 아니다.
11) 기후변화에 대한 산업장려상 기후변화취약계층에 관한 법
적･사전적 차원에서 정의된 개념은 찾기 어렵다. 다만 기
후변화라는 맥락에서 취약계층의 의미는 취약계층에 대
한 일반 개념과 정의와는 다르게 취급할 수도 있을 것이
다. 최경호, “기후변화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정책적 과
제”, ｢법학논집｣ 제22권 제3호(2018.3), p.229 참조.
12) Resilient Rhode Island Act, § 42-6.2-2, (a)(4).
13) 환경과 통상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견해 차가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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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에게 조언한다.16) 관건은 국제사회에서 저
마다의 실체들은 명칭은 상이하더라도 소위 기
후변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얼
마나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인 기후변
WTO협정 전문에서 WTO의 목적상 ‘지속가능한 발전’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WTO
Agreement, Preamble 참조.
14) Resilient Rhode Island Act, § 42-6.2-2, (a)(5).
15) Resilient Rhode Island Act, § 42-6.2-2, (a)(6).
16) Resilient Rhode Island Act, § 42-6.2-2, (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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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완화 및 적응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이유는 이러한 문제들이 아직까지도 인류가 당

것이다.

면한 급박한 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있는 데에 있
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들은 현실적 경제측면

(8) 다른 주와의 협력 추진
기후변화조정협의회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상호관심(mutual interest) 분야를 탐구하기 위
해 다른 뉴잉글랜드 주(other New England states)
와 협력을 주진한다.17)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하나의 도시나 하나의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
들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전지구적인 과
제이다. 따라서 넓게 보면 이러한 기후변화문제는

을 넘어 미래 시대를 대비한 당면 과제임을 직시
해야 할 내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일반 대중들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는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시책의 마련
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20)

(10) 대학의 전문지식의 활용 장려

미국만의 문제도 아니며 국제적 협력과 공조 속에

기후변화조정협의회는 특히 기후변화를 완화

서 해결해야 할 인류의 당면 과제로 보아야 한다.

하고 적응시키기 위한 주정부의 노력이 본 조 (a)

따라서 미국이 파리협정의 탈퇴를 선언한 가운데,

항에 설명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로드아일랜드

로드아일랜드가 파리협정의 준수를 선언하고 국

대학 및 전문대학의 전문지식(expertise)을 활용하

내적으로도 다른 주와 공조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도록 장려한다. 특히 대학 및 전문대학이 최고로

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는 EU가 환경정책의 목

활용될 수 있는 과학적 및 기술적 정보를 그리고

적들 중 하나로 ‘지역적･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을

분석, 모델링(표준화), 지도 작성, 현장에서의 상

위한 국제적 차원의 협력과 기여’를 조약상 규정

황에 대한 응용, 기술 지원, 지역사회 봉사 및 공공

하고 있다는 점18)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보
장해야 하며, 이는 협의회의 임무 수행에 최상의

(9) 대중에 대한 교육의 촉진
기후변화조정협의회는 기후변화를 다루기 위
한 주 정부기관 및 지자체의 기후변화 및 그 노력
에 관해 대중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확인하고
촉진시킨다.19)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은 환경분야의 중
요한 국제조약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강
력하게 적용하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국제환경법이 전통적으로 연성법적인 성질을 갖
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기후변화의 문
제는 초국경적 문제로서 생물다양성 보전의 문제
와 같이 규제 강화에 많은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17) Resilient Rhode Island Act, § 42-6.2-2, (a)(8).
18) EU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 TFEU) 제191조 1항.
19) Resilient Rhode Island Act, § 42-6.2-2, (a)(9).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21)
20) 멕시코의 기후변화일반법(General Law on Climate Change)
은 제2조(목적) ④에서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
한 국민과 생태계의 취약성을 저감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국가 역량을 배양･강화”라고 규정하고, 제7조(연
방정부의 권한) ⑪에서 “모든 교육 단계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 문화 확산을 촉진하며,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
해 교육 및 정보 제공 목적의 캠페인 추진”이라고 규정하
여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명확하게 적시하여 대응하
고 있다. 한편 하와이 주 기후변화법(Hawaii Senate Bill
559) 제5조 (o)항은 ‘대중의 의견’을 수렵하고 ‘관심을 유
인’하는 내용을 연례보고서에서 다루도록 함으로서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21) Resilient Rhode Island Act, § 42-6.2-2, (b)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b) The council is encouraged to utilize the expertise of Rhode
Island universities and colleges in carrying out the duties
described in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specifically
to ensure that the state’s efforts to mitigate and adapt to
climate change are based on the best available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and to optimize the contribution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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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변화조정협의회를 위한 지원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⑩ 기후변화와 관련
된 건강영향평가의 범위를 문서화하고, 가장 취약

동 협의회가 제대로 실질적인 책무를 이행하기

한 주민을 확인하는 기후 및 건강 프로파일 보고

위해서는 ‘주 차원’에서 관련 기관들의 지원이 없

서를 개발한다. 또한 ⑪ 지자체가 기후변화 적응

다면 책무 이행에는 여러 한계가 따르게 되기 마

을 지역위험 완화계획에 통합 할 수 있도록 하고,

련이다. 이에 동법은 주 정부 기관들로 하여금 동

가능한 경우 위험 완화 프로젝트에 적용하도록 장

협의회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려하며, ⑫ 정부기관과 프로그램 간의 일관된 조

이에 주 정부 기관들(state agencies)은 기후변

정을 통하여 중복 업무를 피하고, 피하기 위한 긍

화조정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① 동 협의

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주 재원을 가장 비용효율

회가 이 장(Chapter 42-6.2)의 규정을 이행하도록

적으로 사용하도록 재원을 모으고 가장 효과적인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② 단기 및 장기 온실가스

서비스를 제공한다.22)

배출감축 전략을 개발하고 이러한 전략의 진행 상
황을 추적하며, ③ 가능한 한 온실가스 배출 총량

4. 자문위원회

을 최소화하는 대체 연료,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
동차를 구매하고, 공무원의 차량운행을 줄이고 대

로드아일랜드 기후변화조정협의회는 직무수행

중교통 시스템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운송대안을

을 위해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제공받을 필요가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리

있다.

고 ④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에 대한 지출을
줄이며, 경제 및 직업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주
및 지방 건물에서 에너지절약을 달성하기 위한 프
로그램을 실행하고, ⑤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
율의 주 내 배치를 확대한다. 또한 ⑥ 로드아일랜
드의 녹색경제를 확대하고 녹색인프라를 개발하
려는 노력을 지원하고, ⑦ 도로, 교량, 댐 및 폐수
및 음용수 처리시설을 포함한 인프라의 취약성을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비해 평가하고 이러한 자산
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권고한다. 나아가 ⑧ 관
련 학술기관 및 연방기관과 협조하여 해수면 상
승, 침식 및 폭풍해일의 위협을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 및 위협과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
를 주 정부 기관 및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통지
한다. 그리고 ⑨ 최신 과학을 바탕으로 계획, 정책
및 해결책을 개발하여 주 정부가 중요한 인프라
보호를 포함하여 활발한 연안 경제를 지속적으로
by the universities and colleges of their expertise and
experience in research, analysis, modeling, mapping,
applications to on-the-ground situations, technical assistance,
community outreach, and public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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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문위원회의 구성원
이에 로드아일랜드 기후변화조정협의회 자문위
원회(climate change coordinating council advisory
board)가 설립된다. 본 자문위원회는 총 13명의 자
문위원으로 구성된다. 즉 첫째, 5명은 주지사가 임
명하며, 이 중 4명은 시 또는 군 정부의 대표로 임
명되고 적어도 1명은 5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출신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중 1명은 50,000
명 이하의 인구를 가진 마을이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저소득 그리고/또는 소수민족공동체를 대
표하거나 봉사하는 기관의 출신이어야 한다. 둘
째, 4명의 자문위원은 주 의회 상원의장이 임명하
며, 이때 경제정책 그리고/또는 인력개발분야, 자
연 및 문화 자원 관리의 보호, 에너지 계획 및 개
발, 엔지니어링 및 디자인 등의 전문지식을 보유
한 자를 임명하도록 고려해야 한다. 셋째, 4명의
자문위원은 하원의장이 임명하며, 이때 교육 전문
성, 공중보건 및 안전, 주택, 또는 청소년이나 노인
22) Resilient Rhode Island Act, § 42-6.2-3, (1)-(12).

파리협정 이행준수 체계 확립을 위한 미국 로드아일랜드 복원법

을 대표하거나 이들을 봉사하는 기관을 고려하여
임명한다.23)

(5) 자문위원회의 목적 및 의무
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의무를 수
행한다. ①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과 관련된 계획,

(2) 자문위원의 임기 및 보수

프로그램 및 전략에 관한 평가 및 권고를 포함하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은 3년 임기로 임명된다.

여 기후변화조정협의회의 임무와 권한에 관한 모

단, 최초 임명에 관해서는 4명의 위원이 1년 임기

든 사항에 대해 협의회에 조언한다. ② 기후변화,

로 임명된다. 그리고 4명의 위원은 2년 임기로 임

완화, 적응 등에 관한 가장 유용한 과학적, 기술적

명된다. 마지막 5인의 위원은 3년 임기로 임명된

및 기타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 및 이해도를

다. 자문위원은 재임명 될 수 있으며, 그들의 선임

개선하여 대중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 내고 지역

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된다. 도시 또는

사회의 복원력 개시를 위해 기후변화조정협의회

마을을 ‘대표하는 자’가 자문위원인 경우 해당 자

를 지원한다. ③ 지역사회 차원에서 기후변화조정

문위원의 임기는 자신이 대표하는 도시 또는 마을

협의회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협의회의 정

에서 선출직 또는 지명직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

보를 지역사회와 유권자(선거구)에 전달할 수 있

을 때 자문위원의 임기도 종료된다. 임기 만료 이

는 통로 역할을 한다. ④ 기후변화조정협의회 회

외의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원래 임용방식으로 채

의 시에 협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의무를 다할 수

워지며, 만기되지 않은 부분의 임기 동안을 위해

있도록 보조한다. ⑤ 기후변화조정협의회 매 정례

보충된다.24) 그리고 자문위원은 보수를 받지 아니

회의 시에 협의회에 보고한다. ⑥ 기후변화조정협

하는 무보수직 자문위원에 해당된다.25)

의회 연차보고서에 포함될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를 준비하되, 이를 위해 지역사회 관점에서 완화,

(3) 주지사의 임명 권한

적응 및 공공정보 프로그램의 효율성의 증진을 위

주지사는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
총장을 임명하며, 이들은 매년 자문위원회 구성원
들에 의해 선출된다. 자문위원회의 모든 임원은
후계자가 정식으로 임명되거나 선출될 때까지 직
무(봉사)를 수행한다.26)

(4) 자문위원회 회의의 소집
자문위원회는 적어도 분기마다(quarterly) 또는
기후변화조정협의회 의장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
된다. 기후변화조정협의회 의장 또는 그의 지명자
는 모든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27)

23)
24)
25)
26)
27)

Resilient
Resilient
Resilient
Resilient
Resilient

Rhode
Rhode
Rhode
Rhode
Rhode

Island
Island
Island
Island
Island

Act,
Act,
Act,
Act,
Act,

§
§
§
§
§

42-6.2-4,
42-6.2-4,
42-6.2-4,
42-6.2-4,
42-6.2-4,

(a).
(b).
(c).
(d).
(e).

하여, 효과적인 기관 간 업무협조 조정 및 공공-민
간 파트너십을 포함한 협의회의 목표 및 목적 달
성을 위한 능력의 증진을 위하여, 그리고 협의회
와 이 법률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행동들을 준비한다.28)
28) Resilient Rhode Island Act, § 42-6.2-4, (f)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f) The advisory board shall have the following purposes
and duties:
(1) Advise the council on all matters pertaining to the duties
and powers of the council, including evaluating and
making recommendations regarding plans, programs, and
strategies relating to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2) Assist the council in improving public access to, and
understanding of, the best available scientific, technical,
and other information about climate change, mitigation,
adaptation, etc., so as to build public support for, and
participation in, initiatives to make communities more
resilient;
(3) Serve as a conduit for communicating information from
the council to communities and constituencies, as well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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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채워지며, 만기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만 임무를
수행한다.31) 그리고 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1) 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원

은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무보수직의 자문위원에

로드아일랜드 기후변화조정협의회는 일반 자

해당된다.32)

문위원회 이외에 별도의 자문위원회의 지원을 받
는데, ‘과학기술자문위원회’(science and technical

(3) 주지사의 임명 권한

advisory board)가 설치되어 운영된다.29) 과학기

주지사는 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부위

술자문위원회는 상원의 조언과 동의하에 주지사

원장, 사무총장을 임명하며, 이들은 매년 자문위

가 임명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4명의 위원

원회에 의하여 선출된다. 자문위원회의 모든 임원

은 주정부의 고등교육기관에 소속해야 하고, 2명

은 후계자가 정식으로 임명되거나 선출 될 때까지

은 주에 위치한 연구기관 출신이어야 하고, 3명은

봉사한다.33)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책
임을 지고 있는 주 기관 소속이어야 한다.30)

(2) 자문위원의 임기 및 보수
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은 3년 임기로 임명

(4) 과학기술자문위원회 회의의 소집
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적어도 분기마다(quarterly)
또는 기후변화조정협의회 의장의 요청에 따라 소
집된다.34)

된다. 단, 최초 임명에 관해서는 1년 임기로 3명의
위원이 임명되어야 한다. 3명의 위원은 2년 임기
로 임명된다. 3명의 위원은 3년 임기로 임명된다.
자문위원은 연속적으로 3회 이상 봉사할 수 없으
며, 그들의 임명은 후임자가 임명 될 때까지 계속
된다. 임기만료 이외의 공석은 원래 임용방식으로

(5) 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목적 및 의무
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의무를 수행한다. ① 기후변화 및 복원력에 관한
과학적 및 기술적 정보의 중요한 발전에 뒤처지지
않도록 기후변화조정협의회를 유지시킨다. ② 기
후변화와 복원력 문제에 관한 학술연구를 조정함

as vice versa, for input from the community level to the
council;
(4) Assist the council in meeting its own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bligations;
(5) Report to the council at each regular council meeting;
and
(6) Prepare an annual report, to be included in the annual
report of the council, that specifically addresses the state
of public awareness and engagement; the effectiveness
of mitigation, adaptation and public information programs
from the community perspective; the ability of the council
to attain its goals and objectives, including effective
interagency coordination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actions that would further the purposes of the council
and this legislation.
29)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론자들의 과학과 기술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에 관한 상세는 황계영, “환경법의 과학 관
련 규정에 대한 소고”, ｢환경법연구｣ 제41권 제1호(2019.4),
p.338 참조.
30) Resilient Rhode Island Act, § 42-6.2-5,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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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주요 정책 및 관리 결정에 대한 기후변화
조정협의회를 적시에 지원하여 조언한다. ③ 공공
및 민간 부문 주체가 수행하는 과학기술 업무를
목록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을 절약하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업무를 조정 또
는 통합하기 위한 방안을 평가한다. ④ 연구의 필
요와 우선순위, 재원배분 및 기금조달 기회제공과
관련하여 기후변화조정협의회에 권고하거나 정책
자문을 제공한다. ⑤ 주요 이용자그룹 및 일반대
중에게 과학기술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기후변화
31)
32)
33)
34)

Resilient
Resilient
Resilient
Resilient

Rhode
Rhode
Rhode
Rhode

Island
Island
Island
Island

Act,
Act,
Act,
Act,

§
§
§
§

42-6.2-5,
42-6.2-5,
42-6.2-5,
42-6.2-5,

(b).
(c).
(d).
(e).

파리협정 이행준수 체계 확립을 위한 미국 로드아일랜드 복원법

조정협의회를 지원한다. ⑥ 기후변화 완화 및 적

7. 보고서의 발행

응을 목표로 하는 주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이 최
상의 과학기술 정보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지를 평

로드아일랜드는 매년 기후변화조정협의회에게

가하여 기후변화조정협의회의 연례보고서에 포함

기후변화조정협의회의 운영상의 목적 달성에 관

될 연례보고서를 작성 준비한다.35)

한 조사결과, 권고 및 경과에 관한 보고서(a report)
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37) 이러한 연례보고서의

6. 정부의 정보 공개 요건

발행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로드아일랜드의 기
후변화 대응 정책의 수립과 이행의 실질적인 발전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계획은 공개적으로 투명

과 성과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하게 진행되어야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산업계를 고려한 경제정책으로 인하

8. 주 당국의 권한 및 의무-현 당국의 이행

여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대한 신뢰도가 국내외적
으로 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운데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고려는 준정부기관을

로드아일랜드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주 정

포함한 모든 주 부처, 기관, 위원회(commissions),

부 차원에서 관련 정보의 알반 대중에의 공개를

협의회(councils) 및 기구의 권한 및 의무 내에 있

추구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36)

는 것으로 간주되며, 각각은 그 목적을 달성하고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기후변화가 임무, 의
무, 책임,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
는 한, 본 기후변화조정협의회 관련 내용은 기존

35) Resilient Rhode Island Act, § 42-6.2-5, (f)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f) The advisory board shall have the following purposes
and duties:
(1) Keep the executive climate change council abreast of
important developments in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relating to climate change and resiliency;
(2) Explore and advise the council regarding opportunities
to provide timely support for key policy and management
decisions by aligning academic research around issues
of climate change and resiliency;
(3) Inventory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work being done
by public-and private-sector entities, and evaluate options
to coordinate or integrate/consolidate such work in order
to achieve greater efficiency, save resources, and provide
better services;
(4) Make recommendations and provide policy advice to the
council regarding research needs and priorities, resource
allocation, and funding opportunities;
(5) Assist the council in communicating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to key user groups and the general
public; and
(6) Prepare an annual report, to be included in the annual
report of the council, evaluating to what extent the state's
policies and programs aimed at mitigating and adapting
to climate change are supported by the best available
science and technical information.
36) Resilient Rhode Island Act, § 42-6.2-6.

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기후변화의 완화, 적응
및 복원력에 관한 목적들을 포함한다.38)

III. 맺음말
파리협정의 발효에 따른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입법 활동의 추세를 볼 때, 미국 로드
아일랜드 주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복원법은 미
국이 파리협정39)의 탈퇴를 선언한 상황에서 그리

37) Resilient Rhode Island Act, § 42-6.2-7.
38) Resilient Rhode Island Act, § 42-6.2-8.
39) 파리협정은 프랑스 파리에서 2015년 12월 12일 개최된 기
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를 통해 신기후변
화체제를 확립하였으며 사실상 교토의정서를 대체하였다.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 체제하의 기존 선진국 37개국만
이 아니라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포함된 총 195개국이
참여하고, 참여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전세계 배
출량의 약 90%에 이른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체제라는 평
가를 받을 만하다. 김홍균, “신기후변화체제(파리협정)의
평가와 그 대응”, ｢환경법연구｣ 제39권 제2호(2017.8) p.197.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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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관련 법제 마련이 필요

변화의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현 세대에서 해결해

한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야 할 급박한 문제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로드아일랜드가 산업계의 이해를 고려하

있다.
로드아일랜드 복원법상 파리협정의 이행과 관

면서,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지역사회의 발전

련된 주된 책임이 부여된 기후변화조정협의회의

을 도모하고, 여러 기금제공의 기회를 활용하면서

구성원의 면모를 보면 환경관리부서의 책임자, 연

미국 내에서 실효적이며 실질적인 기후변화 완화

안자원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 행정부의 책임자,

및 적응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고자 하고, 다

운송부의 책임자, 보건부의 책임자, 긴급재난처장,

른 주와의 공동대응하고자 협력하고자 하는 점은

에너지자원 국장, 기획부의 책임자, 로드아일랜드

국제사회에서도 기후변화문제의 공동해결의 측면

상공회의소장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지만 반드

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

시 이에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 민간 전문가들의

조정협의회는 기후변화 및 그 노력에 관해 대중을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동 협의회를 지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확인하고 촉진시키는 역할

원하는 자문위원회와 과학기술자문위원회를 두어

을 수행하는데, 이는 기후변화의 문제가 인류의

자문 역할을 통한 보조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있

당면한 급박한 과제임을 대중에게 인식시키고 문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학 등의 최고의 전문적

제해결에 적극 동참시켜 실질적인 결과 도출로 이

지식이 동 협의회의 업무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여

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자문 역할을 매우 광범위하게 수용하고 있음을 알

할 수 있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로드아일랜드 기후변화조정협의회

그리고 기후변화조정협의회의 역할 가운데 약

는 직무수행을 위해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제공받

자이자 미래세인 ‘어린이 보건’에 대하여 직접 규

으며, 특히 기후변화조정협의회는 일반 자문위원

정하여 기후변화 대응 계획의 준비에 있어서 세심

회 이외에 별도의 자문기관인 과학기술자문위원

한 고려를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인상적

회의 자문을 제공받는데, 이를 통해 보다 세부적

인 부분으로, 이는 국제사회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인 부문까지 전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

기후변화대응시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항이

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결국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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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계획정에서 Three-Stage Approach
이론의 법적 지위와 적용
양 희 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 소장)

I. 서론

건대,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상 과정에서 중국이
제시하는 원칙, 방법, 기술 등이 단순히 경계선 획

한중 해양경계획정 문제가 2015년을 기점으로

정의 방법론에 제한적이지 않고, 최종 결과에 영

공식 회담으로 전환되면서, 양국간 해양관할권 확

향을 미치는 협상전략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정을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다1). 중국은 지난 베트

는 것은 분명하다.

남과의 2000년 통킹만(Tonkin Gulf) 일부 수역의

한･중 해양경계획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

영해(Territorial Sea),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리나라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해양경계의 부재와

Economic Zone, EEZ)과 대륙붕(Continental Shelf)

관할권 행사 범위의 모호성은 해양자원 관리(이용

있으나2),

과 개발, 관리)의 한계 상황과 주변국과의 상시적

우리나라는 1974년 일본과 북부대륙붕경계획정

갈등 환경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현대적 의미의

을 체결한 것 외에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 경계

해양이 자원 외의 “공간” 그 자체의 가치에 주목

선을 동시에 체결한 사례는 없다. 따라서 통킹만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양경계확정은 지역해 패권

경계획정 사례는 중국의 해양경계 협상을 위한 접

과 해양력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관리범위를 안정

근원칙과 방법, 기술적 접근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화시키는 전제가 된다. 또한 해양경계획정은 유엔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통킹만 사례는 황해의 지

해양법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리적 특징과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나, 본

Sea, UNCLOS)이 광역 관할권을 연안국에게 부여

논문의 중심 의제는 아니다. 다만, 해당사례에서

한 이후 나타난 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해결책으

중국의 경계획정에 대한 ‘원칙’ 주장과 접근 방법,

로 제시한 가장 중요한 과제의 이행이기도 하다.

최종 도출된 협상 결과에 대한 해석 등을 통해 보

본 논문은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에 대한 해양경계획정을 완료한 경험이

1) 한국과 중국은 2014년 양국 정상간 합의를 통해 2015년부
터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공식 진행한다는 데 합의하
였고, 한중은 2015년 제1차 차관급 회담을 시작으로, 2020
년 3월 현재까지 2차례의 차관급 회담, 6차례의 국장급 실
무회담 등을 진행한 바 있다.
2)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 andVienam Initial Agreements on Delimitation of Beibu
Bay/Fishery Cooperation”, 25 December 2000, www.fmprc.
gov.cn/mfa_eng/wjdt_665385/2649_665393/t15782.shtml(202
0.02.15)

고려요소를 다루지는 않는다. 다만, 국제재판소가
해양경계획정 심의 과정에서 실무적 수단으로 채
택하고 있는 3단계 접근방법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상의 투명성과 결과론
적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3단계 접근방법’에
대한 국제판례의 해석과 그 법적 지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국제판례를

www.mofa.go.kr

69

논문 및 연구보고서

통해 형성된 3단계 접근방법은 해양경계획정 절

한다는 입장이었다. 1981년 제10회기 의장을 맡

차의 전체 과정을 지배하고, 최종 결과의 손익 범

게 된 Tommy T.B.Koh(싱가포르)는 이들 두 그룹

위가 일방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감소시키는데 중

을 대표하는 국가와 직접교섭을 통해 최종적으로

요한 토대를 형성한다. 나아가 그러한 접근은 단

“국제법에 기초한 합의”의 경계획정과 “공평한 해

순히 협상을 위한 실무작업의 용이성 확보가 아

결에 이르기 위하여”라는 절충된 협약안을 제출

닌, 국제재판소가 현재까지 협약이 부여하고 있는

하였다. 이 제안은 경계획정에 사용되는 방법론과

‘공평한 해결(equitable solution)’을 위한 가장 객

경합을 벌이는 질문 보다는 경계획정 과정의 목표

관적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objective)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사실상 두 그룹
의 제안을 받아들인 절충안이었다. 이 조문은 현
재 UNCLOS 제74조와 제83조로 명문화되었으며,5)

II. 해양경계획정의 제도적 발전과 3단계
접근법의 형성

국제관습법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UNCLOS
를 비준하지 않는 국가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제74조와 제83조의 절충적 자구는 중재재판소

1. 해양경계획정의 제도적 발전

가 Barbados v. Trinidad Case에서 ‘명백하게 단
순하지만 부정확한 공식(apparently simple and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법적 체계는 1969년 North

imprecise formula)’6)이라고 묘사한 바와 같이 고

Sea Continental Shelf Cases를 통해 형성되었다

의적으로 EEZ와 대륙붕 경계의 경계획정에 사용

고 평가된다.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할 방법론에 대한 모든 논의를 생략하고 있다. 그

of Justice, ICJ)는 이 사례를 통해 1958년 대륙붕

결과 ‘공평한 해결(equitable solution)’이라는 목

협약 제6조가 규정하는 등거리방법은 당사국간

표의 추구 하에 적용되는 방법론에 관하여 요구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관습법적

되는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실행(조약/협정),

지위를

부정하였다3).

ICJ는 또한 모든 상황에 강

학자들, 그리고 상당히 중요성을 갖게 된 국제재

제력을 갖는 단일의 경계획정 방법은 없으며 모

판소의 법리에 맡겨지게 되었다. 실제로 제3차

든 관련상황을 고려한 후 형평의 원칙(equitable

UNCLOS 회의 폐회시 의도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principle)에 따라 합의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고

않았던 방법론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은 경계획정

판시하였다4). 이후 형평의 원칙은 ICJ가 경계획

법리를 통해 다루어지고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정 문제를 처리하는 관습법적 근거로 활용되었다.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그러나 1973년부터 시작된 제3차 유엔해양법

ITLOS)가 Bangladesh/Myanmar case에서 언급한

회의에서 EEZ와 대륙붕에 대한 경계획정 방법과

바와 같이, 국제재판에서는 “해양경계획정에 대

원칙을 둘러싸고 그룹 간 논쟁이 시작되었다. 약

한 판례법의 요체를 발전시켜왔으며, 이는 해양

20개 국가로 구성된 그룹에서는 EEZ와 대륙붕 경

경계의 결정과 그 목표를 위해 사용되는 방법의

계획정이 “중간선 혹은 등거리”에 기초하여야 한

선택에 있어서 주관주의(subjectivity)와 불확실성

다고 주장하였고, 약 27개 국가로 구성된 그룹은

(uncertainty) 요소를 축소”시켜왔다7). 그리고 국

“형평의 원칙”에 부응한 경계획정이 도입되어야

제재판소가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사례를 심의하

3)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ICJ Reports(1969), para.
101(A).
4)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ICJ Reports(1969), para.
101(B), (C).

5) The Virginia Commentaries, paras. 74.10 and 83.17.
6) Barbados v. Trinidad award, 11 April 2006, para.222.
7) Bangladesh v. Myanmar Case, ICJ Report(2012), para.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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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주관주의와 불확실성 요소를 축소시키기 위

해안의 지리적 형태를 반영하도록 하는 유연성의

해 도입하거나 언급한 실무적 방법론이 이른바 3

지속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계획정 방법론

단계 접근방법이었다.

은 현재까지 해양법 전반에 수용되어 있다. 이는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국제판례 경향을 보면, 형

2002년 Comeroon v. Nigeria case(ICJ)에서 ICJ

평의 원칙은 해양경계획정의 구체적 방법은 아니

가 적시한 바와 같이, 재판소가 재량적으로 조정

며, 단지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닌, 이미 주어진 조건(The

서 지향해야 할 하나의 목표일 뿐이라는 태도를

geographical configuration of the maritime areas

분명히 하고 있다8). 즉,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법

that the Court is called upon to delimit is a given)12)

리는 1969년 North Sea case가 중요한 출발을 제

으로 고려하여야 할 지리적 특징이기 때문이다.

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법리, 경
계획정 실무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의미 있

2. 3단계 접근법의 형성

는 절차의 도입은 근래에 들어서 시작되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1969년 ICJ의 판결은 이러한 면에

해양경계획정 과정을 절차화한 법리는 특히 EEZ

서 “합의” 혹은 “형평”이라는 일반 원칙 만을 제

와 대륙붕의 단일경계선 획정 사례를 통해 형성되

시했을 뿐, 등거리/특별한사정의 관습법적 성질을

었는데, 국제판례에서는 “특별한 사정”, “관련상

부인함으로써 실무적 해양경계획정 방법론에 관

황”, “단계적 접근”, “2단계 접근”, “3단계 접근”

한 규칙 형성의 공백을 야기하였다는 비판은 있을

등으로 수용되어 왔다. 해양경계획정의 단계적 과

수 있다. 그러나 본 판례는 오히려 ICJ가 “중간선

정을 의미하는 이러한 명칭은 사실 경계획정의 절

방법이 의무적이지 않다(the use of the equidistance

차적 투명성을 강화시켰다는 점에서는 매우 의미

method of delimitation not being obligatory as

가 있으나, 개념적 근원은 거의 같다고 보여진다.

between the Parties)”9), 그리고 “모든 관련상황을 고

1969년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를 포

려(taking account of all the relevant circumstances)”10)

함하더라도, 모든 관련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하여야 한다는 등을 강조함으로써 경계획정에서

접근의 유연성 또한 단계적 절차규칙이 배제되었

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
다. 1969년 ICJ가 언급한 “육지가 바다를 지배(The
land dominates the

sea)”11)한다는

태도 또한 관련

8)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ICJ Reports(2002).
9)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ICJ Reports(1969), para.
101(A).
10)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ICJ Reports(1969), para.
101(C)(1).
11)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ICJ Reports(1969), para.
96. 물론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는 원칙은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은 아니다.
역사적으로는 Grotius가 연안국에 인접한 해역에 대하여
소유권(dominium)을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한 개념의
출발에 해당한다. Hugo Grotius, De Jure Belli ac Pacis
(1625), lib. II, cap. III, s. xiii, 2, cited in: Phillip C. Jessup,
The Law of Territorial Waters and Maritime Jurisdiction
(New York: G.A.Jennings, 1927), p.5.; 중재재판소(Arbitral
Tribunal)가 1910년 North Atlantic Coast Fisheries Arbitration

(영국 v.미국)사례에서 “The marginal strip of territorial waters
based originally on the cannon-shot, was founded on the
necessity of the riparian State to protect itself from outward
attack, by providing something in the nature of an insulating
zone, which very reasonably should be extended with the
accrued possibility of offense due to the wider range of
modern ordnance.“한 또한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는 원
칙을 반영하고 있다. North Atlantic Coast Fisheries Case
(Great Britain, United States), Arbitral Award of 7 September
1910,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RIAA) XI,
167, 205.; 상술한 사례는 대부분 착탄거리설, 혹은 3해리설
등 비교적 좁은 해역에 대한 연안국 육지영토의 부속 개념
이었다. 반면, 1967년을 정점으로 각국의 해양에 대한 다목
적 활용성은 3해리 이상의 넓은 해양에 대한 주장으로 확대
되었다. H. Shirley Amerasinghe, 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in: Myron Nordquist/Satya
N. Nandan/Shabtai Rosenne (ed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A Commentary, vol. I (1985),
pp.1~4.
12) Cameroon v. Nigeria Case, ICJ Reports(2002), para.292.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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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뿐, 경계획정 과정의 점진적 단계화는 예상할

근방법”의 이론적 시작은 “절차적 형평”을 제기한

수 있는 것이었다.

1977년 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Arbitration

그러나 중요한 변화는 국제재판소가 이러한 절

Case(UK v. France)이었다16). 이어 1985년 ICJ의

차적 단계를 하나의 준수하여야 할 접근방법으로

Libya v. Malta Case에서 처음 “단계적(proced by

수용하였다는 사실이다. 1958년과 1982년의 협약

stage)” 경계획정 개념을 도입하였으며17), 1993년

이 모두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모호한 규정을 두고

Jan Mayen Case(Denmark v. Norway)에서 “단계

있으며, 실무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데는 공통적으

적” 경계획정 방법에 대하여 재차 언급하였는데,

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술한 바와 같다.

특히 본 사례는 “중간선을 임시 경계선으로 설정한

그런데 과거와 달리 UNCLOS 발효 이후 경계획

후에 해당 중간선을 조정 혹은 수정할 만한 특별

정 절차에서 뚜렷하게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방

한 사정이 있는지를 분석(in accord with precedents

법론이 지속적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계기는 어디

to begin with the median line as a provisional line

에서 찾을 것인가. 판단컨대, 이러한 변화를 이끈

and then to ask whether “special circumstances”

가장 중요한 동기는 국제재판소가 UNCLOS 제74

require any adjustment or shifting of that line)”하여

조와 제83조가 규정하는 경계획정 방법론에 대한

야 한다고 보았다18). 이어서 ICJ는 2001년 Maritime

적극적 해석과 재판소의 기능적 역할을 모색하려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Case(Qatar

는 노력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 특히, 중재재

v. Bahrain)를 통해 “가장 논리적이고 광범위하게

판소는 Bangladesh v. Myanmar case에서 해양경

수용되고 있는 방법은 먼저 임시 중간선을 획선하

계획정 방법론이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 제

고 이후 중간선을 조정 혹은 수정할 특별한 사정

1항 (d)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법의 연원으로서

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19).

재판상 판결(acquis judiciare)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 판례 이후, 2007년 중재재판소는 Guyana v.

협정 제74조와 제83조에 따라 읽혀야 한다”고 판

Suriname case를 통해 “해양경계획정 절차는 2단

시한 바 있다13). 본 사례에서 Wolfrum 재판관 또

계로 구분되는데, 먼저 임시 중간선을 확정하고

한 UNCLOS가 해양경계획정 방법에 대하여 모호

이후 해당 중간선에 대하여 특수한 혹은 관련상황

하게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국제재판소의 경계획

을 반영하는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20).

정에 대한 판결은 “입법기능(law-making function)”
을 가져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14).

2007년 중재재판소의 2단계 접근방법의 제기

재판상의 판

는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3단계 접근방법에 대한

결과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정확

이론과 실행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2009년 ICJ는

한 법적 또는 방법론적 기초가 결여된 주관적 발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Romania

견에 대항하여 경계획정에서 예측가능하고 객관

v. Ukraine)에서, 처음 3단계 접근방법을 언급하면

적 기준을 찾아야 한다(The search for predictable,

서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 (1) 첫 번째 단계는

objectively determined criteria for delimitation, as

‘기하학적으로 객관적인(geometrically objective)’

opposed to subjective findings lacking precise legal

방법을 사용해서 잠정적 경계선을 확정한다. (2)

or methodological bases)”는 것이었다15).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국제판례에서 “3단계 접
13) Bangladesh v. India Arbitration Case(2014), para.339.
14) Bangladesh v. Myanmar Case(2012), Declaration of Wolfrum,
p.136.
15) Barbados v. Trinidad and Tobago Case(2006), para.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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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Arbitration Case(UK v.
France, 1977), para.60.
17) Libya v. Malta Continental Shelf Case(ICJ, 1985), para.60.
18) Jan Mayen Case(Denmark v. Norway)(ICJ, 1993), para.51.
19) Qatar v. Bahrain Case(ICJ, 2001), para.176, 230.
20) Guyana v. Suriname Arbitration Case(2007), para.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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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국제판례와 3단계 접근방법의 법리적 발전
사례

단계적 접근

비고

절차적 형평
(등거리/특별한사정)

1958년 대륙붕협약 제6조를 인용하면서 등거리선과 특별
한 사정 규칙의 결합을 인용 → 등거리선에 대한 수정/조
정 방식을 통한 국가간 경계획정 사례와 동일한 접근법을
확보하도록 인용 → 경계획정에서 등거리선에 대한 조정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

단계적 접근

형평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관련상황을 고려한 단계적 경
계획정으로 접근 (In applying the equitable principles ……,
and in the light of the relevant circumstances, the Court
intends to proceed by stages)

1993년
Jan Mayen Case(ICJ)23)

단계적 접근
(중간선을 임시경계)

중간선을 임시 경계선으로 설정한 후에 해당 중간선을 조
정 혹은 수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분석

199년
Eritrea v. Yemen
Arbitration case24)

단계적 접근
(중간선을 임시경계)

중간선을 임시 경계선으로 설정

1977년
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Arbitration Case21)
1985년
Libya v. Malta Case(ICJ)22)

2001년
Qatar v. Bahrain Case
(ICJ)25)

단계적 접근
(임시중간선→특별한사정)

해양경계획정은 임시 중간선을 획선하고 이후 중간선을
조정 혹은 수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분석

2002년
Cameroon v. Nigeria Case
(ICJ)26)

단계적 접근
(임시중간선→특별한사정)

중간선을 임시 경계선으로 설정

2006년
Barbados v. Trinidad and
Tobago Arbitration Case27)

단계적 접근
(임시중간선→특별한사정)

중간선을 임시 경계선으로 설정

2007년
Guyana v. Suriname
Arbitration Case28)

2단계 접근
(임시중간선→특별한사정/
관련상황)

해양경계획정은 임시 중간선을 확정 → 중간선에 대하여
특수한 혹은 관련상황을 반영하여 접근

2009년
Romania v. Ukraine Case
(ICJ)29)

3단계 접근
(임시중간선→특별한사정/
관련상황→비례성)

잠정중간경계선 → 관련상황/특별한사정(조정-수정) →
비례성테스트

2012년
Nicaragua v. Colombia
Case(ICJ)30)

3단계 접근

3단계 접근방법은 해양경계획정의 표준방법(standard method)

2012년
Bangladesh v. Myanmar
Case(ITLOS)31)

3단계 접근

임시중간선(*이등분선 방법도 수용적 태도) → 관련상황
→ 비례성테스트

2014년
Bangladesh v. India
Arbitration Case32)

3단계 접근

잠정중간선 → 관련상황(조정-수정) → 비례성테스트

두 번째 단계는 형평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잠
정적 등거리선 또는 중간선을 조정하거나 이동시
켜야 할 필요 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다. 이러한 요인들은 일반적으로 ‘관련상황(relevant
21) 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Arbitration Case(UK/France,
1977), para.60.
22) Libya v. Malta Continental Shelf Case(ICJ, 1985), para.60.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Jan Mayen Case(Denmark v. Norway)(ICJ, 1993), para.51.
Eritrea v. Yemen Arbitration Case, Phase Ⅱ(1999), para.131.
Qatar v. Bahrain Case(ICJ, 2001), para.176, 230.
Cameroon v. Nigeria Case(ICJ, 2002), para.290.
Barbados v. Trinidad and Tobago Arbitration Case(2006),
para.306.
Guyana v. Suriname Arbitration Case(2007), para.335.
Romania v. Ukraine Case(ICJ, 2009), paras.115-122.
Nicaragua v. Colombia Case(ICJ, 2012), para.190, 199.
Bangladesh v. Myanmar Case(ITLOS, 2012), paras.236~239.
Bangladesh v. India Arbitration Case(2014), para.336-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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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mstances)’으로 불린다(그리고 UNCLOS 제

고 해양경계획정의 “표준방법(standard method)”

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해 경계획정에서 잠정

라고 적시38)하면서 비교적 완정(完整)된 이론을

적 등거리선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정’

형성시키고 있다.

과도 넓은 의미에서 동일하다). (3) 세 번째 단계
는 앞의 두 단계들을 통해 도달된 경계획정 선이
‘경계획정 선에 대해서 각 국가의 관련 해양 영역
사이의 비율과 각 해안길이의 비율 사이에 뚜렷하

III. 국제판례에서 3단계 접근방법에
대한 해석과 법적 지위

게 존재하는 모든 불비례에 대해서 형평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단계이다33).
2009년 사례에서 ICJ가 적용한 임시중간선은 Libya
v. Malta Case 이후 약 10여년 동안 기하학적으로
객관적이고 지리적 적당한 방법을 활용한 임시경
계선의 형성과 동일한 것이며34), 이때 임시경계선
으로 적용된 ‘중간선’ 혹은 ‘등거리선’은 국제재판
에서 형평한 경계획정을 도출하는 표준방법으로
중요한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Pål Jakob
Aasen은 ICJ의 접근을 “과거 채용하였던 유사한
해양경계획정 과정에 새롭고 보다 많은 정보의 표
식을 추가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35).
이후, 2012년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in the Bay of Bengal(Bangladesh v. Myanmar)에
서 ITLOS는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고정적 규칙의
부재로 경계획정 과정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
고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최신 국제판례에 따라 3
단계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36). 이후 2012년
ICJ의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
v. Colombia), 2014년 Bay of Bengal Maritime
Boundary Arbitration(Bangladesh v. India)37)에
서도 3단계 접근방법은 그대로 수용되었다. 특히
ICJ는 Nicaragua/Colombia case를 통해 3단계 접
근방법이 단순한 방법으로 해석하는데 그치지 않
33) Romania v. Ukraine Case(ICJ, 2009), paras.115-122.
34) Case Concerning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alck Sea
(Romania v. Ukraine), ICJ Reports(2009), para.116.
35) Pål Jakob Aasen, The Law of Maritime Delimitation and the
Russian-Norwegian Maritime Boundary Dispute(Lysaker:
Fridtjof Nansen Institute, 2010), p.57.
36) Bangladesh v. Myanmar Case(ITLOS, 2012), para.228, 240.
37) Bangladesh v. India Arbitration Case(2014), para.336-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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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판례에서 3단계 접근방법의 해석과
태도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절차적 법리가 비교적 근
래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이후 국제사회의 해양경계획정에 대
한 절차적 규칙 형성 노력은 산발적이나마 지속적
으로 시도되었다. 물론 그러한 시도가 반드시 의
도적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실제 “협상”이라는
절차적 실무를 다루어야 하는 국가간 협정과 국제
재판의 심리 과정에서 해양경계선의 도출을 위한
단계적 접근은 의도하지 않아도 협의라는 ‘절차’
가 수용적 혹은 시범적으로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국가실행과 국
제판례가 “결과의 형평”에서 “과정의 절차화”로
점진적 이동을 한 것은 어쩌면 국가간 협정의 특
징, 혹은 국제재판이 가지는 ‘선례’가 누적되는 한
점진적 수용 추세였는지 모른다. 예컨대, 전자의
경우, 해양경계획정 관련국인 A국과 B국은 기술
적/법적 협의 과정에서 상호 주장하는 초안(1단
계)을 둘러싸고 관련상황의 지속적인 평가와 수정
안(2단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가간 판례에서는 사실상 제2단계에서
모든 협의와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3
단계가 생략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국제판
38) Nicaragua v. Colombia Case(ICJ, 2012), para.190, 199. 본
사례에서 ICJ는 3단계 접근방법에 대한 표준방법으로서의
명확한 태도를 적시하고 있다(Accordingly, the Court will
proceed in the present case, in accordance with its standard
method, in three stages, beginning with the construction of
a provisional median line).

해양경계획정에서 Three-Stage Approach 이론의 법적 지위와 적용

례에서도 재판을 부탁한 협정 당사국이 각각 주장

법(angle-bisector method)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

하는 초안(1단계)에 대하여 국제재판소는 초안 도

장하였다. 방글라데시는 벵갈만 북부의 오목한 해

출에 활용된 모든 관련상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안 구조를 근거로 등거리/특별한 사정 규칙은 형

수정안(2단계)를 도출, 최종안을 도출하는 방식이

평한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많은 선

누적적으로 활용된다.

례에서 활용된 바 있는 이등분선 방법이 적용되어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3단계 접근법은 분명 해

야 한다고 하였다40). ITLOS는 등거리/관련상황의

양경계를 획정하는데 있어서 주관성과 불안정성

접근방법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ICJ와 중

을 감소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다만, 생각건대

재재판소가 이등분선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

국제판례가 절차적 규칙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언

효과에서도 매우 근접하였다는 것에 주목하였다41).

급하고 있는 2단계(two stages) 혹은 3단계(three

다만, ITLOS는 방글라데시가 주장하는 이등분선

stage methodology) 접근법에 대한 실무적 구분

방법을 검토한 후, 해당 방법이 적절치 않다고 판

실익은 그리 많지 않은 듯 하다. 2단계 접근법에서

단하였고 본 사례에서는 3단계 접근방법, 등거리/

도 해안선에 따른 비례성의 고려를 ‘잠정 중간선/

관련상황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등거리선 - 특별한 사정 혹은 관련상황’에 대한 접

하였다42). 이는 ITLOS의 3단계 접근방법에 대한

근으로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사실

태도가 ICJ와 비교할 때, 그 경직성(태도)이 상당

3단계 접근법에서 말하는 2단계와 3단계가 혼용

히 경감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ITLOS는 어떠한

된 방식으로 해석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

해양경계획정 방법도 강제적이지 않다는 것을 전

안선 길이를 고려한 비례성 평가를 최종 단계에

제로 ICJ와 중재재판소는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두는 것은 바다에 대한 권리가 ‘해안선’에서 출발

판례법, 즉 등거리/관련상황 방법으로 발전시켜 왔

한다는 개념, 그리고 경계획정 과정의 방법론으로

으며, 다수의 사례를 통해 적용함으로써 해양경계

고려되는 관련상황/특별한 사정과 사실상의 권리

획정 결정 과정과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주관성과

근거로 인정되는 ‘해안선’이 다른 가치를 갖는다

불확실한 요소를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단계를 개념적으로 분

하고 있다43). 한편 ITLOS는 본 사례의 두 번째

리하는 것이 오히려 경계획정의 실무적 측면을 강

조정 단계에서, 해안구조의 오목한 특징으로 인해

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된다39).

임시등거리선에 차단효과가 발생할 경우, 이 오목

한편 국제판례에서 3단계 접근방법의 적용은

한 특징은 임시중간선을 조정하기 위한 특별한 상

재판소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특징

황을 구성하며, 본안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부합한

이다. 예컨대, ITLOS의 3단계 접근방법에 대한

다고 하였다. 이에, ITLOS는 215도 방위각의 측

논증은 ICJ와 거의 유사하나, ICJ와 중재재판소의

지선을 조정선으로 선택하였으나, 조정의 이유에

선례에 따라 이등분선 방법이 적당한 경우 등거리

대하여는 설득력 있는 명확한 답안을 제시하지 않

방법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고 있다. 이에 대하여, 중국의 고지국(Gao) 재판관

ITLOS는 2012년 Bangladesh/Myanmar의 Bengal
Bay의 EEZ와 200해리 이내 대륙붕에 대한 경계

은 조정선은 사실상 이등분선 방법을 채택한 것과
차이가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44).

획정 문제를 심의하였는데, 미얀마는 등거리/특별
한 사정에 의한 경계획정을 주장하였고, 방글라데
시는 많은 선례에서 활용된 바 있는 이등분선 방
39) 양희철, “ITLOS의 방글라데시-미얀마 경계획정 사례의 의
미와 시사점,” 독도저널, Winter, Vol 20(2012), pp.28~34.

40)
41)
42)
43)

Bangladesh v. Myanmar Case(ITLOS, 2012), para.213.
Bangladesh v. Myanmar Case(ITLOS, 2012), para.234.
Bangladesh v. Myanmar Case(ITLOS, 2012), paras.236~239.
Bangladesh v. Myanmar Case(ITLOS, 2012), paras.226~227,
229, 231~232.
44) Bangladesh v. Myanmar Case(ITLOS, 2012), (Separate Opinion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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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단계 접근방법의 법적 지위

관점을 수용하면서, 대륙붕협약 제6조(등거리/특
별한 사정)는 사실상 형평원칙에 따라 경계획정을

형평의 원칙이라는 주관적이고 불확정성이 지

하도록 하는 관습법의 구체적 기술이며, 효과에서

배하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법리적 접근은 국제

양자는 실질적 차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48).

판례를 통해 형평원칙의 구체적 해석이라는 3단

또한 ICJ는 “1958년 대륙붕협약 제6조가 아닌, 이

계 경계획정 방법, 즉 객관성과 확정성, 예측가능

미 판례를 통해 적용되고 발전되어 온 대륙붕에

성을 제고하려는 단계로 뚜렷하게 전환되고 있다.

관련된 관습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중간선을 임

ICJ와 중재재판소, ITLOS 등 다수 안건에서도 3

시 경계선으로 시작한 후에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

단계 접근방법 혹은 2단계 접근방법(비례성 검토)

여 해당 선을 조정 혹은 이동할 것인가를 판단하

을 부단히 인용함으로써 그 절차적 당위성을 입

는 것 또한 선례에 부합한다”고 강조하고 있다49).

증하고 있다45). 그러나 국제판례의 3단계 접근방

다만 ICJ는 Maine Gulf Case와 Libya v. Malta

법이 관습법적 지위를 확보할 만큼 충분한 법적

Case에서 임시등거리선을 시작으로 경계획정을 한

지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추가적 논의가 필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회고하면서도, 임시등거리선

요하다. 관습법은 그 근원이 각국의 실행을 통해

이 모든 안건에서 반드시 혹은 의무적으로 진행되

진행되는데,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여전히 관습법

어야 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수용하고 있다.

의 형성 요건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ICJ도 Black Sea Case 이후, “관습법”이라는 표

주된 관점은 관습법의 형성 요건 두 가지로, 국가

현을 사용한 적은 없으며, 단지 선례를 확정하는

실행이라는 객관적 요소와 법적 확신이라는 주관

방법으로 사용하였고, 또한 이를 ICJ의 표준방법

적 요건이며, 이는 국제 재판소 등의 판례를 통해

으로 칭하였을 뿐이다. 종합하건대, 3단계 접근방

확인된다46). 먼저, 국제판례는 UNCLOS 제15조

법(혹은 원래의 표현과 같은 2단계 접근방법)은

가 영해 경계획정에 관한 관습법임을 명확하게 하

ICJ에서 대륙붕 경계획정을 위한 관습법으로 인

고 있다. EEZ와 대륙붕 경계획정 혹은 단일선 경

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표현이 충분히 논증

계획정과 관련하여, UNCLOS 제74조와 제83조

된 것은 아니고, 최근 ICJ와 중재재판 판례에서도

제1항의 형평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원칙 또한

연속적이지도 않다는 점에서 그 법적 지위를 확정

논쟁이 없는 관습법에

속한다47).

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실제

국제판례에서는, 덴마크가 Jan Mayen Case에

Nicaragua v. Honduras Case와 같은 사안에서는

서 임시중간선을 첫 번째 단계로 접근하는 것에

3단계 접근방법을 위배하는 접근법에 대한 반대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ICJ는 중재재판소

의견(Torres Bernárdez 재판관)에 직면하기도 하

의 1977년 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Case
of Judge Gao, p.33).
45) Jan Mayen Case(Denmark v. Norway)(ICJ, 1993),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Case(Qatar v. Bahrain)
(ICJ, 2001), Eritrea v. Yemen Arbitration Case(1993), Boundary
Cameroon v. Nigeria(ICJ, 2002), Barbados v. Trinidad and
Tobago Arbitration Case(2006), Guyana v. Suriname Arbitration
Case(2007), Bangladesh v. Myanmar Case(ITLOS, 2012) 등.
46) Peter Malanczuk, Akehurst’s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7th revised ed.(London: Routledge, 1997), p.39.
47) David Anderson ed., Modern Law of the Sea: Selected Essays
(Leide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8), p.408; Nicaragua
v. Columbia Case(ICJ, 2012), para.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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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다만, 국제판례에서는 장기적 실천을 통해
형성된 3단계 접근법이라는 비교적 안정적 방법
을 위배하지 않도록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모든 관련상황에도 불구하고 먼저 임시등거
리선을 형성한 후, 형평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2단계의 수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판단컨대, 3단계 접근방법은 국제판례에서 강제
48) Jan Mayen Case(Denmark v. Norway)(ICJ, 1993), para.46.
49) Jan Mayen Case(Denmark v. Norway)(ICJ, 1993), para.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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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있는 법적 규칙은 아니나, 점차적으로 “준강제

리선(부분 경계선 사용도 포함)을 채용하고 있다

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해양

고 하고, 약 36개 사례가 조정된 등거리선을 사용

경계획정 추진 과정에서 3단계 방법을 사용하지

하고 있다고 보아, 2단계 접근방법을 사용하는 비

않을 만큼 충분한 이유가 발견되기는 쉽지 않다.

율은 약 74.3%에 해당한다고 제시하고 있다51).

3단계 접근방법의 법적 지위를 판단하는 데 있

2000년 이후의 국가간 조약을 통계로 분석하면,

어 특히 등거리/특별한 사정 규칙(혹은 전단계의

등거리/중간선 방법을 채택한 사례는 약 50%에

2단계 방법)에 대한 국가실행을 검토하는 것 또한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52). 2010년 노르웨이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는 세 번째 접근방법인 비

러시아는 EEZ와 대륙붕 및 그 이원 대륙붕한계에

례성 검토가 중립적 판단이라는 색채를 띠고 있기

대한 단일 해양경계획정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러

때문에 다수의 국제재판에서 보다 많이 수용되고

시아가 주장하는 이등분석과 노르웨이가 주장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ICJ와 ITLOS는 스스로 행

는 중간선을 상호 조정하여 최종 합의를 도출하였

한 경계획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다. 본 사례에서 노르웨이는 장기간 견지해온 등

경향이 있는 반면, 국가들이 경계획정 조약을 체

거리/중간선 입장을 포기하였다는 것을 승인하는

결할 때에는 이러한 태도가 매우 적게 나타난다.

것을 거절하였는데, 중간선은 단지 하나의 구분점

즉, ICJ의 3단계 접근방법 판결은 논리적 과정을

으로 하였을 뿐, 훨씬 긴 러시아의 해안선 길이에

보여주고 있으나, 국가조약의 실천은 종종 경계획

따라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들 사례는 모

정 결과만을 체현할 뿐이며, 3단계 접근법에 대하

두 최근 2단계 접근방법에 대한 국가 실천의 전형

는 직관적으로 충분히 표현되고 있지 않는다. 이

적 사례이다.

는 전 단계의 2단계 접근방법에 따라 도출한 해양

상기 내용으로 보건대, 2단계 접근방법은 국가

경계획정 결과가 비례성 검토에 부합할 경우, 소

실행에서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위 세 번째 단계의 검증은 2단계 결과를 그대로

평가가 가능하다. 한편 국가실행의 일치성 문제와

유지, 즉 이전 결과를 묵인하어 유지하는 것이기

관련하여, 일부 국가는 여전히 일반적 형평원칙

때문이다. 국가가 국경조약을 수립할 때 비례성을

(중국을 포함)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정 국

검토하는 경우에도, 그 협상의 내용과 과정은 사

가가 다른 국가가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국가

실상 알기 어렵고 학술적 연구가 어려운 것 또한

에 따라 불일치한 태도가 보이기도 한다. 이는 2단

그 이유이기도 하다.

계 접근방법에 대한 국가실행과 ICJ가 North Sea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대다수 국가실행에서는

Continental Shelf case을 판단했을 때를 동일하게

등거리 방법이 경계획정 분석의 기초로 고려되며,

볼 수는 없다. 다만, 이미 관습법으로 확립된 형평

모종의 형식 혹은 그 변형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는 원칙은 일치된 국가관

주도적이고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50). 중국

행이 있다고 확신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

고건군(Gao, JianJun) 교수는 2002년 6월 현재까

단된다. 결국 국가실행을 통해 3단계 접근방법은

지 약 171건의 해양경계획정 조약(주로 양자간)을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으나 불일치 사례 또한 나

분석하고, 이중 약 91개 사례가 직접적으로 등거
50) Don R. Rothwell and Tim Stephens,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Oxford: Hart, 2010), p. 402; Legault and Hankey,
Method, Oppositeness and Adjacency, and Proportionality, in
Charney and Alexander eds., International Maritime Boundaries,
Vol. I, p.205.

51) 高健军, 国际海洋划界论:有关等距离/特殊情况规则的
研究(北京：北京大学出版社, 2005). pp.189-202.
52) 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Office
of Legal Affairs, Law of the Sea Bulletin, No. 55, pp. 32~35,
40~46; Law of the Sea Bulletin, No. 65, pp. 33~35; Law
of the Sea Bulletin, No. 67, pp. 39~41.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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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고 있으며, 법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관습법으

경계획정은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국제사

로의 전환을 위한 확신으로 증명하기에는 한계가

법재판소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이론적 측면에서, 3단계 접

하는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

근방법이 국제판례를 통해 경계획정의 유력한 절

다. 이러한 UNCLOS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국

차로 수용되고 있으나 아직 관습법적 지위를 확보

제재판소들은 개별 안건에 대한 재판소의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통해 형평원칙이 의미하는 구체적 방법을 해석하
고 이를 통해 3단계 방법을 형성하였다. ICJ의 실
제 판결로 보건대, 3단계 접근법을 경계획정 방법

IV. 결론 : 시사점

으로 선택하고 확정한 것은 EEZ와 대륙붕 경계획
정이라는 배경 하에서 채용된 것이며, 최근 ICJ의

1. 국제판례에서 3단계 접근방법의 견고성과
지속성
해양경계획정 과정의 절차적 과정으로 3단계
접근방법을 언급한 Black Sea Case에서는 3단계
방법의 적용범위가 EEZ와 대륙붕의 경계획정, 혹
은 단일 경계획정을 포함한다고 적시하고 영해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53). 현행 국제법에 비추어 볼
때, UNCLOS 제15조는 이미 영해 해양경계획정
의 구체적 방법에 대하여는 1958년 영해 및 접속
수역협약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며, 해안을 대향
하거나 혹은 인접하는 국가간에는 “달리 합의하
지 않는 한 양국 각각의 영해 기선상의 가장 가까
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
한 중간선 밖으로 영해를 확장시킬 수 없다”고 규
정하고 있다. 다만, 상기 규정은 역사적 권원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와 다른 방법으
로 양국의 영해 경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제15조 단서). ICJ는 2001
년 Qatar v. Bahrain Case에서 제15조의 관습법
적 성질을 인정하였고, 이는 UNCLOS 비당사국
에 대하여도 적용된다54).
반대로 UNCLOS 제74조와 제83조는 EEZ와 대
륙붕의 경계획정에 대하여 단지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한 연안을 가진 국가간의 EEZ/대륙붕

53) Romania v. Ukraine Case(ICJ, 2009), paras.115-122.
54) Qatar v. Bahrain Case(ICJ, 2001), para.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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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누적에 따라 논리적 구조 또한 일목요연해지
고 있다. 다만, 영해 해양경계획정 중에도 3단계
접근법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ICJ의
영해 경계획정에서 임시 등거리선과 특별한 사정
에 따라 조정하는 것은 가장 논리적이고 광범위하
게 실천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본문을 통해 적시한 바와 같이, 3단계 접근방법
이 아직 관습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되
지는 않는다. 다만 국제재판에서는 그 지위는 여
전히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은 분명하
다. ICJ 규정 제59조는 “재판소의 결정은 당사국
간 및 그 특정 사건에 관한 외에는 구속력이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38조는 “재판상의 판
결”은 중요한 보조수단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선결 판례가 여전히 후속하는 판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선행 판결은 자주
후속하는 판례에 의해 인용되거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기도 하다. Lauterpacht는 그 원인을 선행
판결 등은 사안을 다루는데 준수할 수 있는 좋은
“법적 경험의 누적”이며, 법의 체현이자 법치질서
의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따라서 재판관
은 특정한 이유가 없을 경우 스스로를 부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본능적 속성이라고 평가하고 있
다55). ICJ가 3단계 접근방법이 유일하거나 모든
사안에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강제적 규칙이
55) H. Lauterpacht,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by
the International Court,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8,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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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점을 승인하지는 않으나, 구체적 해양경계획

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가장 난해한 문제로

정 사례에서 그 선례를 옹호하고 있다는 점도 이

제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를 반영하고 있다. 다만, 국제판례가 형성하고 있

중국의 고민은 분명하다. 국제판례의 3단계 접

는 해석과 태도는 여전히 현행 해양경계획정 사례

근법은 최종 경계획정이라는 결과물을 도출하기

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확정성을 갖

전에 ‘임시적’ 혹은 ‘가상적’ 설정의 ‘선’을 도출

는다. 즉, 3단계 접근방법이 해양경계획정을 심의

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중국으로서는 상당

하는 국제재판 과정에서 표준적 지위로 부여받고

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재판소의 이러한 태도는

도는 중국이 의미하는 ‘형평’이라는 것이 ‘결과’

상술한 재판과 법적 판단에서 나타나는 속성과 무

이전에 자국이 주장하는 ‘이해요소’가 모두 가치

관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평가되어 ‘경계선’에 “정량적으로 투영”되어야 한
다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

2. 한중 해양경계획정에의 적용

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제판례를 경계획정 협상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국제판례의 3단계 접근방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3단계 접근방법 혹은 중간

법은 한･중 간 해양경계획정 협상에 시사하는 바

선-등거리선/관련상황의 적용에 의하면, 한중간에

가 크다. 다수의 국제판례에서 해양경계획정에서

는 기점을 확정하거나 등거리선을 획정하는 데 있

의 3단계 접근 방식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

어서 기술적 어려움이 없다는 점에서 임시등거리

관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론으로 재차 확인되

선이 경계획정의 첫 번째 단계로 적용될 것이다.

고 있으며, 이는 한중 협상 과정에서 상호 불확정

두 번째 단계에서, 중국의 지리적 우세는 관련 해

성을 줄이고 객관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

안선 길이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나, 판례는 해안

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국가실행과 법적

선 길이가 명백하게 차이가 날 경우 두 번째 단계

확신이라는 측면에서 3단계 접근방법에 수용적

에서 고려된다고 접근하고 있는 것도 고민하여야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중국의 국내법적 선

한다. 즉, 임시중간선을 한국측으로 조정 혹은 이

언, 학자들의 이론 혹은 베트남과의 2000년 통킹

동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나, 중국이 의도하는 정

만 경계획정 사례 등에서 “형평의 원칙”을 시종일

도로 이동될 지는 의문이다. 한중 협상과정에서

관 해양경계획정의 접근 원칙으로 주장하고 있다.

임시중간선의 형성은 최소한 관할권 주장이 중첩

그러나 국제재판의 태도로 보건대, 해양경계획정

되는 해역에 있어서 양국의 ‘가상 중간선’이 양국

의 법적 해석은 절차적 과정의 투명성에 집중되고

의 관할해역 확정 혹은 그 이상의 행위에 대한 일

있으며, 한중간 문제를 국제재판소의 해석 틀을

차적, 혹은 개념적 영역이라는 것으로도 의미 부

통해 접근한다면 3단계 접근법이 표준방법으로

여를 할 수 있다는 효과도 있다. 단, 이러한 판례의

사용될 것은 분명하다. ‘형평의 원칙’으로 대표되

해석과 접근이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상으로 획정

는 중국 또한 그 협상 대응을 위한 실무과정에서

되는 해역의 귀속 면적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

경계선 획정을 위한 관련 상황 외에 ‘절차적’ 방법

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지하여야 한다.

의 틀을 ‘잠정 중간선’으로 형성하기 위한 유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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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요 결의

Law Fellowship Programme), 국제법 현지 강의
(United Nations regional courses in international

제74차 유엔총회 회기 중 2019년 12월부터 2020

law), 유엔 국제법 시청각도서관 등의 활동에 필요

년 2월 사이에 채택된 국제법 관련 주요 결의는

한 자금을 정규예산에서 조달하는 것을 승인했다.

다음과 같다.
- 국제법의 교육･연구･보급 및 더 나은 이해를
위한 유엔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결의
- 제71차 국제법위원회 보고서에 관한 결의
- 인도에 반하는 죄에 관한 결의
- 국내적 및 국제적 차원의 법의 지배에 관한
결의
- 초국경 대수층에 관한 법에 관한 결의

2. 제71차 국제법위원회 보고서에 관한 결의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work of its
seventy-first session,
A/RES/74/186)
2019년 12월 18일, 유엔 총회는 “제71차 국제법
위원회 보고서” 결의를 투표없이 채택했다. 본 결
의에서 총회는 국제법위원회(ILC)가 현재 업무 프
로그램에 주제를 포함시킬 때 위원회의 업무량 뿐

II. 주요 내용
1. 국제법의 교육･연구･보급 및 더 나은
이해를 위한 유엔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결의(United Nations Programme
of Assistance in the Teaching,
Study, Dissemination and Wider
Appreciation of International
Law, A/RES/74/185)

만 아니라 회원국의 역량과 견해를 구체적으로 고
려하도록 권장하였다. 총회는 또한 국제법위원회,
특히 특별보고관과 제6위원회 사이의 대화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국
제법위원회와 제6위원회 간 비공식 협의를 연중
내내 지속할 것을 장려했다.

3. 인도에 반하는 죄에 관한 결의(Crimes
against Humanity, A/RES/74/187)

2019년 12월 18일, 유엔 총회는 “국제법의 교육･

2019년 12월 18일, 유엔 총회는 제71차 국제법

연구･보급 및 더 나은 이해를 위한 유엔 지원 프로

위원회 보고서 중 일부에 해당하는 “인도에 반하는

그램”에 관한 결의를 투표없이 채택했다. 총회는 본

죄”에 관해 투표없이 결의로 채택했다. 총회는 국

결의를 통해 국제법 연구자 프로그램(International

제법위원회가 국제법의 성문화와 지속적 발전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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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본 결의에는 “인도
에 반하는 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조항 초안”(the
draft articles on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crimes against humanity)이 포함되어 있다. 이 초
안은 국제법위원회가 제71차 회기에서 “인도에 반
하는 죄” 주제하에 채택(2회독)한 것으로 전문 초
안, 15개 조항 초안, 부속서 초안 및 주석으로 구성
되어 있다.

4. 국내적 및 국제적 차원의 법의 지배에 관한
결의(The rule of law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A/RES/74/191)

5. 초국경 대수층에 관한 법에 관한 결의(the
law of transboundary aquifers,
A/RES/74/193)
2019년 12월 18일, 유엔 총회는 “초국경 대수층
에 관한 법”(A/74/431, 제6위원회 보고서) 결의를
투표없이 채택했다. 본 결의에서, 총회는 양국간
또는 지역간 협정을 위한 지침으로 그리고 초국경
대수층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협정을 위한 지침으
로 이 규정초안에 정부가 관심을 가질 것을 권장하
였다. 총회는 또한 유네스코 국제수문학프로그램
(International Hydrological Programme: IHP)이
수원국의 동의하에 그리고 위임 범위 내에서 추가
적인 과학적･기술적 지원을 수원국에 제공함으로

2019년 12월 18일, 유엔 총회는 “국내적 및 국

써 지속적인 기여를 하도록 독려하였다.

제적 차원의 법의 지배” 결의를 투표없이 채택했
다. 본 결의에서, 총회는 국가 차원의 법규 준수의
중요성과 각 국가의 국제적 의무의 국내 이행에
있어 회원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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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요 결의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 사이에 안전보장이
사회가 채택한 국제법 관련 주요 결의는 다음과 같다.
- 테러리스트 행위에 의한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 관련 결의
- 리비아 사태 관련 결의
- 예멘 사태 관련 결의

2. 리비아 사태 관련 결의(The situation in
Libya, S/RES/2510 (2020))
2020년 2월 12일, 안보리는 리비아 사태 관련
결의를 채택하여 리비아 사태의 해결을 평화적 해
결을 위해 2020년 1월 19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회
의를 환영하고, 분쟁 종식을 위해 정치적 해결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안보리는 동 결의를 통해 냉전
의 종식을 위한 로드맵이 담긴 베를린 회의 결론
(The Berlin Conference on Libya; S/2020/63, Annex
I)을 승인하였다. 안보리는 동 결론이 리비아 사태

II. 주요 내용
1. 테러리스트 행위에 의한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 관련 결의(Threat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caused by terrorist acts,
S/RES/2501(2019))
2019년 12월 16일, 안보리는 테러리스트 행위
에 의한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 관련 결의를 채
택하고, 탈레반 및 탈레반과 관련된 개인, 집단, 사
업 등에 대한 자금 동결과 여행 제한 등 제재 조치
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제재위원회의 임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분석 지원 및 제재
모니터링 팀’이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결정했다. 아울러 본 결의에 요약된 조치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는 것을 고려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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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한 중요 요소를 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안보리는 또한 사무총장에게 베를
린 회의 결론에 포함된 것 중 유엔리비아지원단
(UNSMIL)의 임무와 관련된 것을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도록 요청했다.

3. 예멘 사태 관련 결의(The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S/RES/2511 (2020))
2020년 2월 25일, 안보리는 예멘 사태 관련 결
의를 채택하고, 유엔헌장 제7장에 근거하여 예멘
에 대한 경제 제재와 여행금지 제재를 2021년 2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
라 모든 회원국들은 자국내 예멘의 모든 자금과 부
동산, 경제적인 자원 동결을 지속해야 한다. 2014
년 2월 26일 첫 제재 결의(S/RES/2140 (2014))의
채택과 함께 구성된 제재위원회 예멘에 대한 제재
의 이행을 감독하고, 이행을 위한 정보와 지침을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UN 사무총장 보고서

I. 국제법 관련 보고서

도전 과제와 새로운 구상과 제안을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독립 전문가위원회가 검토하

이번호에서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 사

고 제출한 보고서들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인

이에 발표된 국제법 관련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를

권조약의 비준 국가수, 국가보고서의 제출, 회의

소개한다.

시간의 할당, 조약기구와 당사국 간의 대화에서 당
사국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와 제안 등 인권

- 인권조약기구 체제 현황에 관한 보고서

조약 기구의 여러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 유엔 글로벌 대테러 전략 이행에 있어 유엔
체계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
- 2011년 3월 이후 시리아에서 벌어진 국제법
상 심각한 중대 범죄 가해자의 조사 및 기소
를 돕기 위한 국제 공정 독립 메커니즘에 관
한 보고서

II. 주요 내용
1. 인권조약기구 체제 현황에 관한 보고서
(Status of the human rights
treaty body system, A/74/643,
유엔 총회에 제출, 2020년 1월 10일
배포)

2. 유엔 글로벌 대테러 전략 이행에 있어 유엔
체계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Activitie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in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Global Counter-Terrorism
Strategy, A/74/677, 유엔 총회에
제출, 2020년 2월 7일 배포)
사무총장은 유엔 총회 결의 72/284에 따라 2020
년 2월까지 유엔 글로벌 대테러 전략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받았다. 본 보고서는 유엔
글로벌 대테러조정협약(the United Nations Global
Counter-Terrorism Coordination Compact)이 포괄
하는 유엔의 기관들이 글로벌 테러 전략의 네 가지
기둥을 모두 고려한 대응 조치를 개발하고 이행할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총회 결의 68/268에 따라

수 있도록 회원국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설명한다.

2년마다 인권조약기구 체제 현황에 관한 종합 보

본 보고서에서 설명하는 글로벌 테러 전략의 네

고서를 총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다. 이 보고서

가지 기둥은 (가) 테러 확산을 유도하는 상황을 다

는 이러한 요청에 따라 제출한 세 번째 보고서이

루기 위한 조치, (나) 테러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다. 이 보고서는 OHCHR 웹사이트에서 이용가능

위한 조치, (다) 테러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국가의

한 통계 자료 등 보충자료와 함께 인권조약기구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와 관련한 유엔의 역할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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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조치, (라) 테러와의 싸움의 기초로서

Impartial and Independent Mechanism to Assist

모든 사람의 인권과 법의 지배를 존중하고 보장하

in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Persons

기 위한 조치 등이다.

Responsible for the Most Serious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Committed in the Syrian Arab

3. 2011년 3월 이후 시리아에서 벌어진
국제법상 심각한 중대 범죄 가해자의 조사
및 기소를 돕기 위한 국제 공정 독립
메커니즘에 관한 보고서(International,
Impartial and Independent
Mechanism to Assist in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Persons Responsible for the Most
Serious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Committed in the Syrian Arab
Republic since March 2011,
A/74/699, 유엔 총회에 제출, 2020년
2월 13일 배포)
이 보고서는 2011년 3월 이후 시리아에서 벌어진
국제법상 심각한 중대범죄 가해자의 조사 및 기소를
돕기 위한 국제 공정 독립 메커니즘(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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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 since March 2011: IIIM, 시리아 조사 메
커니즘)이 준비한 다섯 번째 보고서이다. 시리아 조
사 메커니즘은 활동을 함에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 보고서는 이 중 공정성
원칙의 현실 적용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본 메커
니즘은 정보 및 증거의 중앙 저장소를 추가로 개발
하고, 증거 처리 과정에서 단기 및 장기 사법 조치를
촉진함으로써 공정성 원칙을 적용하려고 노력한다.
이 보고서는 또한 시리아 조사 메커니즘의 제도적
발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본 메커니즘은 조
사 및 분석 역량의 발전에 있어, 젠더 기반 폭력과
광범위한 성 문제를 다루기 위한 효과적인 접근법을
통합하기 위해 전략을 세분화하고 이를 구현하는 노
력을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유의미한 피해자 및 생
존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UN 국제법위원회 문서

○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제72차 회기

3. Provisional application of treaties. (조약의
잠정적용)
4. Protection of the atmosphere. (대기의 보호)

국제법위원회는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2020년
4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그리고 7월 6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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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7일까지(총 11주) 국제법위원회 제72차 회기

6. General principles of law. (법의 일반원칙)

를 개최한다.

7. Sea level rise in relation to international law.
(해수면 상승과 국제법)

제72차 회기에서 다뤄질 주제는 다음과 같다.

8. Programme, procedures and working methods

1. Organization of the work of the session.

9. Date and place of the seventy-third session.

of the Commission and its documentation.
2. Immunity of State officials from foreign
criminal jurisdiction. (외국형사재판관할권

10. Cooperation with other bodies.
11. Other business.

으로부터 국가공무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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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국제사법재판소)
- ICJ, 국제민간항공협약 제84조하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관할권에 관한 제소(바레인, 이집트, 사우디아라
비아, 아랍에미리트 v. 카타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 종결 및 심의 시작
2019년 12월 6일, 국제민간항공협약 제84조 하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관할권에 관한 제소(바
레인,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v. 카타르) 사건에 대한 공개심리가 종결되었다. 재판소는
이제 심의를 시작한다.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면, 2017년 10월 30일 카타르는 바레인,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
트 4개국이 카타르에 등록된 항공기의 운항을 금지한 조치(영공통과금지 포함)를 취한 것은 국제민간항
공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4개국을 ICAO에 제소하였
다. 바레인 등 4개국은 2018년 3월 19일 카타르의 위 제소사건에 대해 ICAO가 관할권이 없다는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였으나, ICAO 이사회는 2018년 6월 29일 이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2018
년 7월 5일, 바레인 등 4개국은 공동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의 2018년 6월 29일자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ICJ에 제기하였다.
ICJ는 2019년 3월 27일자 명령을 통해 국제민간항공협약 제84조하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관할권에 관한 제소(바레인,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v. 카타르) 사건에 대해 원고인 바레
인 등 4개국에 항변서의 제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카타르에 재항변서 제출을 지시하였다. 재판소는 이들
추가 서면소송서류의 제출 기한을 각각 2019년 5월 27일과 2019년 7월 29일로 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소송 당사국들의 입장을 고려하였다.

< 관련보도자료 >

No. 2019/52
6 Decem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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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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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 ICJ, 국제민간항공협약 제84조하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관할권에 관한 제소(바레인,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v. 카타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 종결 및 심의 시작

Conclusion of the public hearings
The Court to begin its deliberation
THE HAGUE, 6 December 2019. The public hearings in the case concern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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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concluded today. The Court will now
begin its deliberation.
During the hearings, which opened on Monday 2 December 2019 at the Peace Palace, the seat of the
Court, the delegation of Bahrain was led by H.E. Sheikh Fawaz bin Mohammed Al Khalifa, Ambassador of
the Kingdom of Bahrain to the United Kingdom, accredited to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as Agent; the
delegation of Egypt was led by H.E. Mr. Amgad Abdel Ghaffar, Ambassador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to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as Agent; the delegation of Saudi Arabia was led by Mr. Abdulaziz bin
Abdullah bin Abdulaziz Abohaimed, Ambassador of the Kingdom of Saudi Arabia to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as Agent; the delegation of the United Arab Emirates was led by H.E. Ms Hissa Abdullah
Ahmed Al-Otaiba, Ambassador of the United Arab Emirates to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as Agent;
and the delegation of Qatar was led by Mr. Mohammed Abdulaziz Al-Khulaifi, Legal Adviser to H.E. the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of the State of Qatar, Dean of the College of Law,
Qatar University, as Agent.
The Court’s Judgment will be delivered at public sitting, the date of which will be announced in due
course.
Submissions of the Parties
At the end of the hearings, the Agents of the Parties made the following submissions to the Court:
For the Applican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0, paragraph 2, of the Rules of Court, and for the reasons set out
during the written and oral phase of the pleadings, the Kingdom of Bahrain, the Arab Republic of
Egypt, the Kingdom of Saudi Arabia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hereby request the Court to
uphold their Appeal against the Decision rendered by the Council of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dated 29 June 2018, in proceedings commenced by Qatar’s Application (A)
dated 30 October 2017 against the four States pursuant to Article 84 of the Chicago Convention.
In particular, the Court is respectfully requested to adjudge and declare, rejecting all
submissions to the contrary,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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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Decision of the ICAO Council dated 29 June 2018 reflects a manifest failure to act judicially
on the part of the ICAO Council, and a manifest lack of due process in the procedure adopted by
the ICAO Council; and
(2) the ICAO Council is not competent to adjudicate upon the disagreement between the State of
Qatar and the Appellants submitted by Qatar to the ICAO Council by Qatar’s Application (A)
dated 30 October 2017; and
(3) the Decision of the ICAO Council dated 29 June 2018 in respect of Application (A) is null and
void and without effect.”
For Qatar:
“In accordance with Article 60 of the Rules of Court, for the reasons explained during these
hearings, Qatar respectfully requests the Court to reject Joint Appellants’ appeal and affirm the
ICAO Council’s Decisions of 29 June 2018 dismissing Joint Appellants’ preliminary objection to
the Council’s jurisdiction and competence to adjudicate Qatar’s claims before the Council.”
___________
History of the proceedings
For a complete history of the proceedings, see paragraphs 236-245 of the Annual Report of the Court
for 2018-2019, which is available on the Court’s website (www.icj-cij.org).
___________
Note: The Court’s press releases are prepared by its Registry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do not
constitute official documents. The complete verbatim records of the hearings held from 2 to 6 December 2019
are published on the website of the Court (www.icj-cij.org).
___________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It w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June 1945 and began its activities in April 1946.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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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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 ICJ, 국제민간항공협약 제84조하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관할권에 관한 제소(바레인,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v. 카타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 종결 및 심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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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 제2조 제2절하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관할권에 관한 제소(바레인, 이집트, 아
랍에미리트 v. 카타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 종결 및 심의 시작
2019년 12월 6일,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 제2조 제2절하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관할권에 관
한 제소(바레인,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v. 카타르) 사건에 대한 공개심리가 종결되었다. 재판소는 이제
심의를 시작한다.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면, 카타르는 바레인,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3개국이 카타르에 등록된 항공기의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영공통과금지 포함)를 취한 것은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IASTA)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2017년 10월 30일, 바레인 등 3개국을 ICAO에 제소하였다. 바레인 등 3개국은 2018년
3월 19일 카타르의 제소에 대해 ICAO가 관할권이 없다는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였으나, 2018년 6월
29일에 ICAO 이사회는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2018년 7월 5일, 바레인 등 3개국은 공동으
로 ICAO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ICJ에 제소하였다.
ICJ는 2019년 3월 27일자 명령을 통해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 제2조 제2절 하의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의 관할권에 관한 제소(바레인,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v. 카타르) 사건에 대해 원고인 바레인
등 3국에 항변서의 제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카타르에 재항변서 제출을 지시하였다. 재판소는 이들 추가
서면소송서류의 제출 기한을 각각 2019년 5월 27일과 2019년 7월 29일로 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소송 당사국들의 입장을 고려하였다.

< 관련보도자료 >

No. 2019/53
6 Decem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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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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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 ICJ,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 제2조 제2절하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관할권에 관한 제소(바레인,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v. 카타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 종결 및 심의 시작

Conclusion of the public hearings
The Court to begin its deliberation
THE HAGUE, 6 December 2019. The public hearings in the case concern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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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concluded today. The Court will now
begin its deliberation.
During the hearings, which opened on Monday 2 December 2019 at the Peace Palace, the seat of the
Court, the delegation of Bahrain was led by H.E. Sheikh Fawaz bin Mohammed Al Khalifa, Ambassador of
the Kingdom of Bahrain to the United Kingdom, accredited to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as Agent; the
delegation of Egypt was led by H.E. Mr. Amgad Abdel Ghaffar, Ambassador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to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as Agent; the delegation of the United Arab Emirates was led by H.E. Ms
Hissa Abdullah Ahmed Al-Otaiba, Ambassador of the United Arab Emirates to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as Agent; and the delegation of Qatar was led by Mr. Mohammed Abdulaziz Al-Khulaifi, Legal
Adviser to H.E. the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of the State of Qatar, Dean of the
College of Law, Qatar University, as Agent.
The Court’s Judgment will be delivered at public sitting, the date of which will be announced in due
course.
Submissions of the Parties
At the end of the hearings, the Agents of the Parties made the following submissions to the Court:
For the Applican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0, paragraph 2, of the Rules of Court, and for the reasons set out
during the written and oral phase of the pleadings, the Kingdom of Bahrain, the Arab Republic of
Egypt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hereby request the Court to uphold their Appeal against the
Decision rendered by the Council of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dated 29 June
2018, in proceedings commenced by Qatar’s Application (B) dated 30 October 2017 against the
three States pursuant to Article II, Section 2 of the IASTA.
In particular, the Court is respectfully requested to adjudge and declare, rejecting all
submissions to the contrary, that:
(1) the Decision of the ICAO Council dated 29 June 2018 reflects a manifest failure to act judicially
on the part of the ICAO Council, and a manifest lack of due process in the procedure adopt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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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CAO Council; and
(2) the ICAO Council is not competent to adjudicate upon the disagreement between the State of
Qatar and the Appellants submitted by Qatar to the ICAO Council by Qatar’s Application (B)
dated 30 October 2017; and
(3) the Decision of the ICAO Council dated 29 June 2018 in respect of Application (B) is null and
void and without effect.”
For Qatar:
“In accordance with Article 60 of the Rules of Court, for the reasons explained during these
hearings, Qatar respectfully requests the Court to reject Joint Appellants’ appeal and affirm the
ICAO Council’s Decisions of 29 June 2018 dismissing Joint Appellants’ preliminary objection to
the Council’s jurisdiction and competence to adjudicate Qatar’s claims before the Council.”
___________
History of the proceedings
For a complete history of the proceedings, see paragraphs 246-255 of the Annual Report of the Court
for 2018-2019, which is available on the Court’s website (www.icj-cij.org).
___________
Note: The Court’s press releases are prepared by its Registry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do not
constitute official documents. The complete verbatim records of the hearings held from 2 to 6 December 2019
are published on the website of the Court (www.icj-cij.org).
___________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It w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June 1945 and began its activities in April 1946.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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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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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
Information Department:
Mr. Andrey Poskakukhin, First Secretary of the Court, Head of Department (+31 (0)70 302 2336)
Ms Joanne Moor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37)
Mr. Avo Sevag Garabet, Associat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94)
Ms Genoveva Madurga, Administrative Assistant (+31 (0)70 302 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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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 ICJ, 집단살해방지협약 적용(감비아 v. 미얀마) 사건 관련 잠정조치 명령
2020년 1월 23일, ICJ는 집단살해방지협약 적용(감비아 v. 미얀마) 사건 관련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를 명령하였다. 이 사건은 2019년 11월 11일, 감비아는 미얀마 정부 및 군부가 로힝자족에
대해 행한 일련의 행위가 뺷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뺸(집단살해방지협약)의 위반임을 주장
하며 미얀마정부를 상대로 ICJ에 제소함에 따라 시작되었다. 감비아는 본 신청에서 미얀마 정부가 로힝
자족에 대해 행하는 일련의 불법행위를 중지 및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명령을 ICJ에 요청하였다.
ICJ가 이번 사건에 대해 내린 잠정조치는 다음과 같다.
(1) 미얀마는 집단살해협약상의 의무에 따라 그 영토 내 로힝자족에 대하여 (a) 그 구성원의 살해,
(b) 심각한 신체적 및 정신적 상해, (c)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로힝자족의 물리적으로 파괴
하기 위한 고의적인 생활조건 침해, (d) 로힝자족 내에서의 출산 제한 조치 등 동 협약 제2조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행위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2) 미얀마는 그 영토 내 로힝자족에 대하여 미얀마군, 미얀마의 지시 또는 지원을 받는 비정규군,
미얀마의 통제･지시･영향 하에 있는 기구 및 개인이 (1)항 기재 행위 또는 집단살해 음모･선동･시
도･공모 등을 범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
(3) 미얀마는 동 협약 제2조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 혐의와 관련하여 증거 보존 및 훼손방지를 위한
효과적 조치를 취할 것
(4) 미얀마는 잠정조치 명령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최종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6개월마다, 동 명령의 이행을 위해 취한 모든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ICJ에 제출할 것

< 관련보도자료 >

No. 2020/3
23 January 2020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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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ambia v. Myanmar)
The Court indicates provisional measures in order to preserve certain rights claimed by
The Gambia for the protection of the Rohingya in Myanmar
THE HAGUE, 23 January 2020.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today delivered its Order on the Request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submitted by the Republic of The Gambia in the case concerning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The Gambia v. Myanmar).
History of the proceedings
On 11 November 2019, the Republic of The Gambia (“The Gambia”) filed in the Registry of the Court
an Application instituting proceedings against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Myanmar”)
concerning alleged violations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Genocide Convention” or “Convention”). In its Application, The Gambia argues in particular that
Myanmar has committed and continues to commit genocidal acts against members of the Rohingya group,
which it describes as a “distinct ethnic, racial and religious group that resides primarily in Myanmar’s
Rakhine State”. The Application contained a Request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seeking to
preserve, pending the Court’s final decision in the case, the rights of the Rohingya group in Myanmar, of its
members and of The Gambia under the Genocide Convention.
Conditions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It should be recalled that the Court may indicate provisional measures only if the provisions relied on
by the Applicant appear, prima facie, to afford a basis on which its jurisdiction could be founded. The Court
must also satisfy itself that the rights whose protection is sought are at least plausible and that there is a link
between those rights and the measures requested. Further, the power of the Court to indicate provisional
measures will be exercised only if there is a real and imminent risk that irreparable prejudice will be caused
to the rights in dispute before the Court gives its final decision.
I. PRIMA FACIE JURISDICTION (PARAS. 16-38)
The Court notes that The Gambia seeks to found its jurisdiction on Article IX of the Genocide
Convention1). It observes in this regard that this provision makes its jurisdiction conditional on the existence
1) Article IX of the Genocide Convention reads:
“Disputes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application or fulfilment of the present Convention,
including those relating to the responsibility of a State for genocide or for any of the other acts enumerated in article III, shall
be submitted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t the request of any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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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 dispute between the Parties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application or fulfilment of the Convention.
At the outset, the Court rejects Myanmar’s contention that there was no dispute between the Parties
since The Gambia acted as a “proxy” for the Organisation of Islamic Cooperation (“OIC”). The Court notes
that the Applicant instituted proceedings in its own name, and that it maintains that it has a dispute with
Myanmar regarding its own rights under the Genocide Convention. The Court adds that the fact that The
Gambia may have sought and obtained the support of other Stat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its
endeavour to seise the Court does not preclude the existence between the Parties of a dispute relating to the
Convention.
Turning to the question whether, at the time of the filing of the Application, there appeared to exist a
dispute between the Parties, the Court notes that, on 8 August 2019, the Independent International
Fact-Finding Mission on Myanmar established by the Human Rights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Fact-Finding Mission”) published a report affirming “that Myanmar incurs State responsibility under the
prohibition against genocide” and welcoming the efforts of The Gambia, Bangladesh and the OIC to pursue
a case against Myanmar befor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under the Genocide Convention. The Court
is of the view that the statements made by the Parties in September 2019 before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further to the publication of this report, suggest the existence of a divergence of views
concerning the events which allegedly took place in Rakhine State in relation to the Rohingya.
As to whether the acts complained of by the Applicant are capable of falling within the provisions of
the Genocide Convention, the Court recalls that The Gambia contends that Myanmar’s military and security
forces and persons or entities acting on its instructions or under its direction and control have been
responsible, inter alia, for killings, rape and other forms of sexual violence, torture, beatings, cruel treatment,
and for the destruction or denial of access to food, shelter and other essentials of life, all with the intent to
destroy the Rohingya group, in whole or in part. The Court notes that Myanmar, for its part, denied that it has
committed any of the violations of the Genocide Convention alleged by The Gambia, arguing in particular the
absence of any genocidal intent. In the Court’s view, at least some of the acts alleged by The Gambia are
capable of falling within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The Court finds therefore that the above-mentioned elements are sufficient at this stage to establish
prima facie the existence of a dispute between the Parties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application or
fulfilment of the Genocide Convention.
The Court also rejects Myanmar’s argument that its reservation to Article VIII of the Genocide
Convention prevented The Gambia from seising the Court pursuant to Article IX of the Genocide
Convention.
Therefore, the Court concludes that, prima facie, it has jurisdiction pursuant to Article IX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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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ocide Convention to deal with the case.
II. QUESTION OF THE STANDING OF THE GAMBIA (PARAS. 39-42)
The Court then examines Myanmar’s contention that The Gambia did not have prima facie standing
to bring a case before it in relation to Myanmar’s alleged breaches of the Genocide Convention because The
Gambia was not specially affected by such alleged violations. The Court recalls that all the States parties to
the Genocide Convention have a common interest to ensure that acts of genocide are prevented and that, if
they occur, their authors do not enjoy impunity; that common interest implies that the relevant obligations
under the Genocide Convention are owed by any State party to all the other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obligations erga omnes partes). It follows that any State party to the Genocide Convention may invoke the
responsibility of another State party with a view to ascertaining the alleged failure to comply with its
obligations erga omnes partes, and to bring that failure to an end. The Court thus concludes that The Gambia
has prima facie standing to submit to it the dispute with Myanmar on the basis of alleged violations of
obligations under the Genocide Convention.
III. THE RIGHTS WHOSE PROTECTION IS SOUGHT AND THE LINK BETWEEN SUCH RIGHTS
AND THE MEASURES REQUESTED (PARAS. 43-63)
Addressing the question whether the rights claimed by The Gambia on the merits, and for which it is
seeking protection, are plausible, the Court observes that the provisions of the Genocide Convention are
intended to protect the members of a national, ethnical, racial or religious group from acts of genocide or any
other punishable acts enumerated in Article III. In the Court’s view, the Rohingya in Myanmar appear to
constitute a protected group within the meaning of the Genocide Convention.
The Court then recalls that, at the hearings, Myanmar stated that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may have occurred during what it characterizes as “clearance operations” carried out in
Rakhine State in 2017. The Court further refers to resolution 73/264 adopted on 22 December 2018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in which the latter condemned the widespread and systematic
crimes committed by Myanmar forces against the Rohingya in Rakhine State, as well as to the reports of the
Fact-Finding Mission affirming that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conclude to the commission of genocide
against the Rohingya. In the Court’s view, these facts and circumstances are sufficient to find that the rights
claimed by The Gambia and for which it is seeking protection ― namely the right of the Rohingya group in
Myanmar and of its members to be protected from acts of genocide and related prohibited acts mentioned in
Article III, and the right of The Gambia to seek compliance by Myanmar with its obligations not to commit,
and to prevent and punish genocide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 are plausible.
Turning to the issue of the link between the rights claimed and the provisional measures requested, the
Court finds that some of the provisional measures sought by The Gambia are aimed at preserving the rights
www.mofa.go.kr

97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claimed in the present case, and that therefore the requisite link has been established.
IV. RISK OF IRREPARABLE PREJUDICE AND URGENCY (PARAS. 64-75)
In view of the fundamental values sought to be protected by the Genocide Convention, the Court
considers that the rights in question in these proceedings, in particular the right of the Rohingya group in
Myanmar and of its members to be protected from killings and other acts threatening their existence as a
group, are of such a nature that prejudice to them could cause irreparable harm.
The Court notes that the reports of the Fact-Finding Mission have indicated that, since October 2016,
the Rohingya in Myanmar have been subjected to acts which are capable of affecting their right of existence
as a protected group under the Genocide Convention, such as mass killings, widespread rape and other forms
of sexual violence, as well as beatings, the destruction of villages and homes, denial of access to food, shelter
and other essentials of life. The Court is of the opinion that the Rohingya in Myanmar remain extremely
vulnerable, observing in particular that the Fact-Finding Mission concluded in September 2019 that the
Rohingya people remained at serious risk of genocide.
The Court takes note of the statement of Myanmar during the oral proceedings that it is currently
engaged in repatriation initiatives to facilitate the return of Rohingya refugees present in Bangladesh and that
it intends to promote ethnic reconciliation, peace and stability in Rakhine State, and to make its military
accountable for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law. In the view of the Court,
however, these steps do not appear sufficient in themselves to remove the possibility that acts causing
irreparable prejudice to the rights invoked by The Gambia for the protection of the Rohingya in Myanmar
could occur.
In light of these considerations, the Court finds that there is a real and imminent risk of irreparable
prejudice to the rights invoked by The Gambia.
V. CONCLUSION (PARAS. 76-85)
From all of the above, the Court concludes that the conditions required by its Statute for it to indicate
provisional measures are met.
OPERATIVE CLAUSE (PARA. 86)
The Court indicates the following provisional measures:
“(1) Unanimously,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shall, in accordance with its obligations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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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in relation to the
members of the Rohingya group in its territory, take all measures within its power to prevent
the commission of all acts within the scope of Article II of this Convention, in particular:
(a) killing members of the group;
(b) causing serious bodily or mental harm to the members of the group;
(c) deliberately inflicting on the group conditions of life calculated to bring about its physical
destruction in whole or in part; and
(d) imposing measures intended to prevent births within the group;
(2) Unanimously,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shall, in relation to the members of the
Rohingya group in its territory, ensure that its military, as well as any irregular armed units
which may be directed or supported by it and any organizations and persons which may be
subject to its control, direction or influence, do not commit any acts described in point (1)
above, or of conspiracy to commit genocide, of direct and public incitement to commit
genocide, of attempt to commit genocide, or of complicity in genocide;
(3) Unanimously,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shall take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the
destruction and ensure the preservation of evidence related to allegations of acts within the
scope of Article II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4) Unanimously,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shall submit a report to the Court on all
measures taken to give effect to this Order within four months, as from the date of this Order,
and thereafter every six months, until a final decision on the case is rendered by the Court.”
Composition of the Court
The Court was composed as follows: President Yusuf; Vice-President Xue; Judges Tomka, Abraham,
Bennouna, Cançado Trindade, Donoghue, Gaja, Sebutinde, Bhandari, Robinson, Crawford, Gevorgian,
Salam, Iwasawa; Judges ad hoc Pillay, Kress; Registrar Gau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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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ce-President XUE appends a separate opinion to the Order of the Court; Judge CANÇADO
TRINDADE appends a separate opinion to the Order of the Court; Judge ad hoc KRESS appends a
declaration to the Order of the Court.
___________
A summary of the Order appears in the document entitled “Summary 2020/1”, to which summaries of
the opinions and the declaration are annexed. This press release, the summary and the full text of the Order
are available on the Court’s website (www.icj-cij.org), under the heading “Cases”.
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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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9년 10월 3일 중재판정(가이아나 v. 베네수엘라) 사건에 대한 공개심리 개최
2020년 2월 6일자 ICJ 보도에 따르면, ICJ는 1899년 10월 3일 중재판정(가이아나 v. 베네수엘라)
사건에 대해 2020년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공개심리를 개최한다.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면, 2018년 3월 29일 가이아나는 영국령 기이나(British Guiana: 가이아나의
옛 이름)와 베네수엘라 사이의 국경을 결정한 1899년 10월 3일 중재판정(the Award Regarding the
Boundary between the Colony of British Guiana and the United States of Venezuela, of 3 October
1899: 1899년 중재판정)의 법적 타당성과 구속력에 대해 ICJ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며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ICJ에 제소하였다.
가이아나는 신청에서 영국령 기이나와 베네수엘라 사이의 국경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1899년
중재판정은 “완전하고 완벽하며 최종적인 합의”라고 주장했다. 가이아나의 주장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는 1962년에야 처음으로 1899년 중재판정에 대해 “임의적”이고 “무효”하다고 주장했으며, 이 때문에
1966년 2월 17일 “베네수엘라와 영국령 기이나 사이의 국경 외 베네수엘라와 영국 간 분쟁 해결을
위한 협정”(1966년 제네바협정)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2018년 1월 30일 구테헤스 당시 유엔사무총장의 주선을 통해 이 두 국가간의 국경 분쟁의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후 사무총장은 “1966년 제네바협정”의 제4조 제2항에 따라
이 분쟁을 ICJ에 부탁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결정을 전달했다. 가이아나는 사건의 신청에서 “사무총장의
결정에 따라 신청을 제출한다”고 명시했다. ICJ는 2018년 6월 19일자 명령을 통해 가이아나의 준비서면
과 베네수엘라의 답변서 제출 기한을 각각 2018년 11월 19일과 2019년 4월 18일로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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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018/31
2 July 2018

Arbitral Award of 3 October 1899 (Guyana v. Venezuela)
Fixing of time-limits for the filing of written plea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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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question of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THE HAGUE, 2 July 2018.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has decided that the written pleadings in the case concerning the Arbitral Award of 3 October
1899 (Guyana v. Venezuela) must first address the question of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and fixed the
time-limits for the filing of these pleadings.
By an Order dated 19 June 2018, the Court fixed 19 November 2018 and 18 April 2019 as the
respective time-limits for the filing of a Memorial by the Co-operative Republic of Guyana and a
Counter-Memorial by the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The Court issued this decision following a meeting held, pursuant to Article 31 of the Rules of Court,
by its President, Judge Abdulqawi Ahmed Yusuf, with representatives of the Parties, on 18 June 2018.
At this meeting, Mr. Carl B. Greenidge, the Agent of Guyana, indicated that his Government wished
to have at its disposal a period of nine months for the preparation of its Memorial.
Ms Delcy Rodríguez Gómez, Vice-President of Venezuela, stated that her Government “consider[ed]
that the Court manifestly lack[ed] jurisdiction and that it ha[d] decided not to take part in the proceedings”.
She handed to the President of the Court a letter, dated 18 June 2018, from Mr. Nicolás Maduro Moros,
President of Venezuela, in which he pointed out, in particular, that “there [was] no basis for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and that Venezuela “[would] not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In response to the statement of the Vice-President of Venezuela, the representatives of Guyana
reiterated that their Government wished to proceed with the case.
In its Order, the Court pointed out that, in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it must first resolve the
question of its jurisdiction and that “this question should accordingly be separately determined before any
proceedings on the merits”.
The Order notes that “the possibility for Venezuela of availing itself of its procedural rights as a Party
to the case is preserved”.
The subsequent procedure has been reserved for further decision.
___________
History of the proceedings
The history of the proceedings can be found in Press Release No. 2018/17, available on the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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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site.
___________
The full text of the Order made on 19 June 2018 will soon be available on the Court’s website.
___________
Note: The Court’s press releases do not constitute official documents.
___________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It w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June 1945 and began its activities in April 1946. The seat of the
Court is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Netherlands). Of the six principal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it is the only one not located in New York. The Court has a twofold role: first, to settl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legal disputes submitted to it by States (its judgments have binding force and are without
appeal for the parties concerned); and, second, to give advisory opinions on legal questions referred to it by
duly authorized United Nations organs and agencies of the system. The Court is composed of 15 judges
elected for a nine-year term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Independent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it is assisted by a Registry, its own international secretariat,
whose activities are both judicial and diplomatic, as well as administrative.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Court are French and English. Also known as the “World Court”, it is the only court of a universal character
with general jurisdiction.
The ICJ, a court open only to States for contentious proceedings, and to certain organs and institution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for advisory proceedings, should not be confused with the other ― mostly
criminal ― judicial institutions based in The Hague and adjacent areas, such as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he only perman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hich was established by treaty and does not
belong to the United Nations system), 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STL, an international judicial body
with an independent legal personality,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pon the request
of the Lebanese Government and composed of Lebanese and international judges), the Mechanism for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MICT, mandated to take over residual functions from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and from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the
Kosovo Specialist Chambers and Specialist Prosecutor’s Office (an ad hoc judicial institution which has its
seat in The Hague), or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an independent institution which assists in
the establishment of arbitral tribunals and facilitates their work, in accordance with the Hague Convention of
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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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
Information Department:
Mr. Andrey Poskakukhin, First Secretary of the Court, Head of Department (+31 (0)70 302 2336) Ms Joanne
Moor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37)
Mr. Avo Sevag Garabet, Associat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94)
Ms Genoveva Madurga, Administrative Assistant (+31 (0)70 302 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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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 ICJ, 면제 및 형사절차(적도기니 v. 프랑스) 사건에 관한 공개심리 종결 및 심의 시작
2020년 2월 21일 면제 및 형사절차(적도기니 v. 프랑스) 사건에 대한 공개심리가 종결되었다. 재판소
는 이제 심의를 시작한다.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면, 2016년 6월 13일, 적도기니는 프랑스 법원이 자국의 제2 부통령(Teodoro
Nguema Obiang Mangue)에 대한 형사소송절차를 개시하고, 적도기니의 재산이자 외교공관인 건물(파
리 42 Avenue Foch 소재)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린 것이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팔레르모
협약),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비엔나협약), 일반 국제법 등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ICJ에 그 위법
성 확인 및 배상 명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6년 9월 29일, 적도기니는 프랑스가 적도기니
부통령에 대한 모든 형사소송절차를 중단할 것, 가압류된 건물에 대해 외교공관으로서의 대우‧보호를
부여할 것 등을 요구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했으며, ICJ는 2016년 12월 7일자 명령을 통해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기까지 프랑스가 적도기니 외교공관 건물(파리 42 Avenue Foch)에 대해 비엔나협약
제22조 상의 대우‧보호를 부여해야 한다는 잠정조치를 지시하였다. 그러나 적도기니가 요청한 형사소송
중지는 필요한 잠정조치가 아니라고 보았다.
2017년 3월 31일, 프랑스는 ICJ의 관할권에 대해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였고 ICJ 규칙 제79조 제5항에
따라 본안 절차는 중지되었다. 2018년 6월 6일, 재판소는 프랑스의 선결적 항변에 대해 이 사건이 적도
기니 외교공관 건물(파리 42 Avenue Foch)의 지위와 관련이 있는 한 적도기니의 신청에 따라 비엔나협
약 선택의정서에 근거하여 ICJ가 관할권을 갖는다고 결정하고 적도기니 신청의 일부를 인정하였다.

< 관련보도자료 >

No. 2020/6
21 February 2020
Immunities and Criminal Proceedings (Equatorial Guinea v. France)
Conclusion of the public hea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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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rt to begin its deliberation
THE HAGUE, 21 February 2020. The public hearings in the case concerning Immunities and
Criminal Proceedings (Equatorial Guinea v. France) were concluded today. The Court will now begin its
deliberation.
During the hearings, which opened on Monday 17 February 2020 at the Peace Palace, the seat of the
Court, the delegation of Equatorial Guinea was led by H.E. Mr. Carmelo Nvono Nca,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Equatorial Guinea to the Kingdoms of Belgium and the Netherlands, as Agent; and the delegation
of France was led by Mr. François Alabrune, Director of Legal Affairs, Ministry of Europe and Foreign
Affairs, as Agent.
The Court’s Judgment will be delivered at a public sitting, the date of which will be announced in due
course.
Submissions of the Parties
At the end of the hearings, the Agents of the Parties made the following submissions to the Court:
For Equatorial Guinea:
“The Republic of Equatorial Guinea respectfully requests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o
adjudge and declare that:
(i) the French Republic, by entering the building located at 42 avenue Foch in Paris, which
is used for the purposes of the diplomatic mission of the Republic of Equatorial Guinea in
Paris, by searching, attaching and confiscating the said building, its furnishings and other
property therein, has acted in violation of its obligations under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ii) the French Republic must recognize the status of the building located at 42 avenue Foch
in Paris as the premises of the diplomatic mission of the Republic of Equatorial Guinea,
and, accordingly, ensure its protection as required by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iii) the responsibility of the French Republic is engaged on account of the violations of its
obligations under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iv) the French Republic has an obligation to make reparation for the harm suffered by the
Republic of Equatorial Guinea, the amount of which will be determined at a later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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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France:
“For the reasons set out in its Counter-Memorial, its Rejoinder and the oral argument of its
counsel during the hearings in the case concerning Immunities and Criminal Proceedings between
Equatorial Guinea and France, the French Republic respectfully requests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o reject all the claims made by the Republic of Equatorial Guinea.”
___________
History of the proceedings
For a complete history of the proceedings, see paragraphs 152-165 of the Annual Report of the Court
for 2018-2019, which is available on the Court’s website (www.icj-cij.org).
___________
Note: The Court’s press releases are prepared by its Registry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do not
constitute official documents. The complete verbatim records of the hearings held from 17 to 21 February
2020 are published on the website of the Court (www.icj-cij.org).
___________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It w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June 1945 and began its activities in April 1946.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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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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현재 ICJ에 계류 중인 사건 목록 (2020. 3. 12. 기준)
○ 심리 또는 심의 중에 있는 사건 목록
1. Immunities and Criminal Proceedings (Equatorial Guinea v. Franc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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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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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위스, 나이지리아, M/T “SAN PADRE PIO” 관련 분쟁을 ITLOS에 회부하기로 합의
2019년 12월 17일, 스위스와 나이지리아는 특별협정을 체결하여 M/T “San Padre Pio”와 선원 및
화물의 나포 및 억류 관련 스위스와 나이지리아 간의 분쟁을 회부하기로 합의하고, 이 특별협정을
ITLOS에 송부 및 통고하였다. 스위스 국적 선박인 M/T “San Padre Pio”는 나이지리아 배타적경제수역
에서 당국의 승인과 허가 절차 없이 선박간 경유공급 작업을 한 혐의로 나이지리아 해군에 의해 나포되
어 억류 중이다.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면, 2019년 5월 6일, 스위스는 나포 및 억류된 M/T “San Padre Pio”, 선원(선장
과 선원 3명) 및 화물 관련 양국간의 분쟁을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중재재판)에 따라 중재절차를
시작하였다. 2019년 5월 21일, 스위스는 M/T San Padre Pio 선박, 선원 및 화물과 관련된 스위스와
나이지리아 간의 분쟁에 대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제290조 제5항에 따라 ITLOS에 잠정조치 명령을 요청
하였다. 2019년 7월 6일, ITLOS는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 따라 ITLOS가 ‘일견’(prima facie)
관할권이 있으며, 중재재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스위스의 권리가 회복 불가능한 실질적이고 긴급한
위험에 놓여 있다고 보고 일련의 잠정조치를 명령하였다.

< 관련보도자료 >

THE SWISS CONFEDERATION AND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TRANSFER THEIR DISPUTE
CONCERNING THE M/T “SAN PADRE PIO” TO THE TRIBUNAL
On 17 December 2019, the Swiss Confederation and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transmitted a
special agreement and notification to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the Tribunal”) to
submit to the Tribunal their dispute concerning the arrest and detention of the M/T “San Padre Pio”,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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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w and cargo. The M/T “San Padre Pio” is a motor tanker flying the flag of Switzerland, which was
arrested by Nigerian authorities while it was allegedly engaged in ship-to-ship transfers of gasoil in
Nigeria’s exclusive economic zone.
Arbitral proceedings under Annex VII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
Convention”) were instituted by Switzerland against Nigeria on 6 May 2019. Pending the constitu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a request for the prescription of provisional measures under article 290, paragraph 5,
of the Convention was submitted to the Tribunal by Switzerland on 21 May 2019. The Tribunal prescribed
provisional measures by Order of 6 July 2019.
During consultations with President Paik, held at the Tribunal on 2 and 3 December 2019, the Parties
agreed to transfer the dispute to the Tribunal. The case has been entered in the List of cases as Case no.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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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LOS
- 몰디브, 모리셔스와 몰디브 간 인도양 해양경계 분쟁 사건(모리셔스/몰디브)에 대해 선결적 항변 제출
2019년 12월 18일, 몰디브는 모리셔스와 몰디브 간 인도양 해양경계 분쟁 사건(모리셔스/몰디브)에
대해 특별재판부의 재판관할권과 수리가능성(admissibility)에 대해 선결적 항변을 제출하였다. 본 사건
은 2019년 9월 24일 모리셔스와 몰디브가 인도양 해양경계획정 분쟁을 ITLOS 특별재판부에 부탁하는
특별협정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ITLOS는 2019년 9월 27일자 명령을 통해 백진현 ITLOS 소장
외 6명의 재판관과 양국이 선출한 2명의 임시재판관 등, 총 9명으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관련보도자료 >

DISPUTE CONCERNING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MAURITIUS AND MALDIVES IN THE INDIAN OCEAN
(MAURITIUS/MALDIVES)
PRELIMINARY OBJECTIONS SUBMITTED BY THE REPUBLIC OF MALDIVES
On 18 December 2019, the Republic of Maldives filed preliminary objections to the jurisdiction of the
Special Chamber of the Tribunal and to the admissibility of the claims submitted by the Republic of Mauritius
in the Dispute concerning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Mauritius and Maldives in the
Indian Ocean. Proceedings in the case were instituted by a Special Agreement concluded between the Parties
on 24 Septem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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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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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Nicolaas Schrijver has been chosen as judge ad hoc by Mauritius and Mr Bernard Oxman has been chosen
as judge ad hoc by Maldives. President Paik serves as President of the Special Chamber.
By Order of today’s date, President Paik fixed 17 February 2020 for the filing by Mauritius of written
observations and submissions on the preliminary objections filed by the Maldives, and 17 April 2020 for
Maldives to present its written observations and submissions in reply, pursuant to article 97, paragraph 3, of
the Rules. The subsequent procedure has been reserved for further decis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97 of the Rules of the Tribunal, proceedings on the merits have been
susp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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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상설중재재판소)
- PCA, 우크라이나 군함 및 승조원 억류에 관한 분쟁(우크라이나 v. 러시아) 사건에 대한 절차회의 개최
2019년 12월 2일자 보도에 따르면, 2019년 11월 21일, 우크라이나 군함 및 승조원 억류에 관한 분쟁
(우크라이나 v. 러시아) ((PCA Case No. 2019-28)의 중재재판절차 회부에 따라 설치된 중재재판소에서
절차회의(Procedural Hearing)가 열렸다. 2019년 4월 1일, 우크라이나는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
따라 러시아에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이 분쟁을 중재재판절차에 회부한 바 있다. PCA는 이 사건의
사무국을 담당한다. 이 사건은 2018년 11월 25일, 러시아가 당시 흑해상에서 port of Odesa으로 향하고
있던 세 척의 우크라이나 군함과 승조원을 나포 및 억류하면서 시작됐다.

< 관련보도자료 >

PRESS RELEASE

DISPUTE CONCERNING THE DETENTION OF UKRAINIAN NAVAL VESSELS AND SERVICEMEN
(UKRAINE V. THE RUSSIAN FEDERATION)
THE HAGUE, 2 DECEMBER 2019
Procedural Hearing in Arbitration under Law of the Sea Convention
On 21 November 2019, the Arbitral Tribunal in an arbitration instituted by Ukraine against the Russian
Federation in respect of a dispute concerning the detention of Ukrainian naval vessels and servicemen (PCA
Case No. 2019-28) held a procedural hearing. The meeting took place at the Peace Palace, The Hague, at the
premises of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which acts as Registry for the proceedings.
During the meeting, the Arbitral Tribunal consulted the Parties in respect of the procedural framework for the
arbitration, including the calendar for written and oral pleadings. The delegation of Ukraine was led by H.E.
Ms. Olena Zerkal, Deputy Foreign Minister of Ukraine, as Agent. The delega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was led by H.E. Mr. Dmitry Lobach, Ambassador-at-larg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as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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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22 November 2019, the Arbitral Tribunal adopted Procedural Order No. 1, including the Rules of
Procedure for the arbitration, following the discussions held at the procedural meeting. The Arbitral
Tribunal’s procedural documents of the meeting are available for download on the PCA website.
The arbitral proceedings were instituted on 1 April 2019 when Ukraine served on the Russian Federation a
Notification and Statement of Claim1) under Annex VII to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The Notification and Statement of Claim refers to a dispute concerning the detention
of Ukrainian naval vessels and servicemen.
The five-member Arbitral Tribunal is chaired by Professor Donald McRae as President (a national of Canada
and New Zealand). The other members are Judge Gudmundur Eiriksson (Iceland), Judge Rüdiger Wolfrum
(Germany), Judge Vladimir Vladimirovich Golitsyn (Russian Federation) and Sir Christopher Greenwood
(United Kingdom).
Further information about the proceedings is available on the PCA website at https://pca-cpa.org/en/cases/229/.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Procedure, the PCA, after consultation with the Parties, will from time to time
issue press releases,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proceedings. Moreover, procedural orders of the Arbitral
Tribunal will be made publicly available on the website of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seven days
after they have been notified to the Parties. Further, any award of the Arbitral Tribunal will be made public
unless both Parties agree otherwise.
***
Background on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is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established by the 1899 Hague
Convention on the Pacific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The PCA has 122 Contracting Parties.
Headquartered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the Netherlands, the PCA facilitates arbitration,
conciliation, fact-finding, and other dispute resolution proceedings among various combinations of States,
State entities,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private parties. The PCA’s International Bureau is
currently administering 4 interstate arbitrations, 104 investor-State arbitrations, and 53 cases arising under
contracts involving a State or other public entity, and 2 other disputes. More information about the PCA can
be found at www.pca-cpa.org.
Contact: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E-mail: bureau@pca-cpa.org

1) The full title of the document is “Notification under Article 287 and Annex VII, Article 1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Statement of the Claim and Grounds on which it is 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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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A
- PCA, 흑해, 아조프해 및 케르치 해협에서의 연안국 권리에 관한 분쟁(우크라이나 v. 러시아) 사건에 관한 러시
아의 선결적 항변에 대해 판정
2010년 2월 21일, 흑해, 아조프해 및 케르치 해협에서의 연안국 권리에 관한 분쟁(우크라이나 v.
러시아) 사건 중재재판소는 본 사건에 관한 러시아의 선결적 항변에 대해 판정을 내렸다. 본 판정은
절차명령2번(Procedural Order No.2)에 따라 판정의 어떤 부분이 “기밀 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
를 포함하는 것으로 지정되어야 하는지를 분쟁 당사국이 검토할 기회를 가진 후 적당한 시기에 PCA
사건보관소(Case Repository)에 공개될 예정이다.
본 사건은 2016년 9월 15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 따라 중재재
판절차에 회부하면서 시작됐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 흑해, 아조프해 및
케르치 해협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권리를 강탈하고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러시아는 2018년 5월
21일, 우크라이나의 주장이 유엔해양법협약 제288조 제1항에 규정된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크림반도에 대한 주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재판소가 이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며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였다.

< 관련보도자료 >

PRESS RELEASE

DISPUTE CONCERNING COASTAL STATE RIGHTS IN THE BLACK SEA, SEA OF AZOV,
AND KERCH STRAIT (UKRAINE V. THE RUSSIAN FEDERATION)
THE HAGUE, 21 FEBRUARY 2020
Issuance of Award Concerning Preliminary Objections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an arbitration under Annex VII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in
respect of coastal State rights in the Black Sea, Sea of Azov, and Kerch Strait, the Arbitral Tribunal has issued
an award concerning the preliminary objections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Permanent Cour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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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bitration (“PCA”) acts as registry for the proceedings.
The arbitration was instituted on 16 September 2016, when Ukraine served on the Russian Federation a
Notification and Statement of Claim1) under Annex VII to UNCLOS. The Notification and Statement of
Claim refers to a “dispute concerning coastal state rights in the Black Sea, Sea of Azov, and Kerch
Strait.”
Following the filing of a Memorial by Ukraine, the Russian Federation raised preliminary objections to
jurisdiction. The Arbitral Tribunal decided, in Procedural Order No. 3, that these preliminary objections
should be addressed in a preliminary phase of the proceedings. The Parties accordingly filed written pleadings
concerning the preliminary objections. The Arbitral Tribunal also held a hearing concerning the preliminary
objections from 10 to 14 June 2019 at the Peace Palace, The Hague. The Parties’ written pleadings and the
opening statements presented by the Agents of the Parties at the hearing are publicly available on the PCA
Case Repository (https://pca-cpa.org/en/cases/149/).
On 21 February 2020, the Arbitral Tribunal issued an award concerning the preliminary objections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accordance with Procedural Order No. 2, the award will be published on the PCA Case
Repository in due course, after the Parties have had an opportunity to consider whether any part of the award
should be designated as containing “confidential information.”
The five-member Tribunal is chaired by Judge Jin-Hyun Paik as President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other members are Judge Boualem Bouguetaia (Algeria), Judge Alonso Gómez-Robledo
(Mexico), Judge Vladimir Vladimirovich Golitsyn (Russian Federation), and Professor Vaughan Lowe QC
(United Kingdom). Professor Lowe was appointed by Ukraine. Judge Golitsyn was appointed by the Russian
Federation. Judges Paik, Bouguetaia, and Gómez-Robledo were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set out in Article 3, paragraph 2, of Annex VII to UNCLOS.
***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is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established by the 1899 Hague
Convention on the Pacific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The PCA has 122 Contracting Parties.
Headquartered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the Netherlands, the PCA facilitates arbitration,
conciliation, fact-finding, and other dispute resolution proceedings among various combinations of States,
State entities,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private parties. The PCA’s International Bureau is
currently administering four inter-state disputes, 104 investor-State arbitrations, and 53 cases arising under
contracts involving a State or other public entity and two other disputes. More information about the PCA can
1) The full title of the document is “Notification under Article 287 and Annex VII, Article 1 of UNCLOS and Statement of the
Claim and Grounds on which it is 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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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found at www.pca-cpa.org.
The PCA has acted as Registry in numerous arbitrations and conciliations between States, including in 15
proceedings under UNCLOS.
Contact: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E-mail: bureau@pca-c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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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형사재판소)
- ICC 당사국 총회 개최
2020년 12월 2일부터 6일까지 제18차 ICC 당사국총회(Assembly of States Parties)가 네덜란드 헤이
그에서 개최됐다. 이 기간에 로마규정 당사국, 옵서버 국가, 초대국, 국제 및 지역 단체 및 시민 사회의
대표단은 ICC가 당면한 주요 과제들에 관해 논의하였다.

< 관련 보도자료 >

Assembly of States Parties concludes its eighteenth session
ICC-CPI-20191206-PR1505

The Assembly of States Parties to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Assembly”) held
its eighteenth session from 2 to 6 December 2019 at the World Forum Convention Center in The Hague. The
Assembly was attended by States Parties, observer States, invited States,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and representatives of civil society.
The session was chaired by the President of the Assembly, H.E. Mr. O-Gon Kwon.
The Assembly elected six members of the Committee on Budget and Finance for a three-year term and a
member to fill a vacancy. The Assembly also elected a member of the Advisory Committee on nominations
of judges.
The Assembly held its general debate, which was enriched by the presence of some minister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representatives of civil society. The Assembly held two thematic plenary sessions on
cooperation and the review of the Court. Numerous side events, including many organized by civil society,
were also held during the session.
The Assembly adopted seven resolutions by consensus on: amendments to article 8 of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cooperation, the nomination and election of judges, the proposed programme
budget for 2020, the remuneration of judges, review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the Rome Statute
system, and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the Assembly of States Parties.
The Assembly also adopted the 2020 programme budget of the Court totalling €149,205.6 and a staffing level
of 973.
The nineteenth session of the Assembly will be held from 7 to 17 December 2020 in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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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 Yekatom과 Ngaïssona 사건: ICC 전심재판부II,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의 혐의 일부를 확인하고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
2019년 12월 11일, ICC 전심재판부II는 The Prosecutor v. Alfred Yekatom and Patrice-Edouard
Ngaïssona 사건에서 Yekatom과 Ngaïssona에 대한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의 혐의 일부를 확인하
고 만장일치로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피해자와 증인의 보호를 위해 기밀로 하며,
민감한 정보를 삭제한 후 적당한 시기에 수정된 결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Alfred Yekatom은 2013년 12월 5일부터 2014년 8월까지 중앙아프리카공화
국에서 범해진 수개의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혐의로 체포되어 2018년 11월 17일에
ICC로 인도되었다. Patrice-Edouard Ngaïssona는 2013년 12월 5일부터 2014년 12월 사이에 중앙아프리
카공화국에서 범해진 수개의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혐의로 체포되어 2018년 1월 23일
ICC로 인도되었다. 2019년 2월 20일, 전심재판부II는 The Prosecutor v. Alfred Yekatom 사건과 The
Prosecutor v. Patrice-Edouard Ngaïssona 사건을 병합하였다. 2019년 10월 11일, ICC 전심재판부Ⅱ는
이 사건에 관한 공소사실 확인 심리를 마쳤다.

< 관련 보도자료 >
Press Release : 11 December 2019

Yekatom and Ngaïssona case: ICC Pre-Trial Chamber II confirms part of the
charges of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nd commits suspects to trial
ICC-CPI-20191211-PR1506

Today, 11 December 2019, Pre-Trial Chamber II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or “Court”)
issued a unanimous decision partially confirming the charges of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brought by the Prosecutor against Alfred Yekatom and Patrice-Edouard Ngaïssona and committed them to
trial before a Trial Chamber. In view of ensuring protection of victims and witnesses, the decision is
confidential and a redacted version of it will be published in due course.
Pre-Trial Chamber II, composed of Judge Antoine Kesia-Mbe Mindua (Presiding Judge), Judge Tomoko
Akane and Judge Rosario Salvatore Aitala, based its decision on the evidence presented by the Prosecutor and
the Defence during the hearing held from 19 to 25 September and on 11 October 2019 as well as their oral and
written submissions.
The Chamber found that there are substantial grounds to believe that, between September 2013 and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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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an armed conflict not of an international character was ongoing in the territory of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between the Seleka and the Anti-Balaka, both constituting organised armed groups at that time; and
that the Anti-Balaka carried out a widespread attack against the Muslim civilian population, perceived – on
the basis of their religious or ethnic affiliation – as complicit with, or supportive of the Seleka and therefore
collectively responsible for the crimes allegedly committed by them.
With regard to M. Yekatom, the Chamber concluded that there are substantial grounds to believe that he is
responsible for: (i) the war crimes of murder, cruel treatment, torture, directing attacks against the civilian
population, directing attacks against a building dedicated to religion, conscription, enlistment and use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15 years to participate actively in hostilities, and displacement; and (ii) the crimes
against humanity of murder, deportation, forcible transfer of population, imprisonment and other forms of
severe deprivation of physical liberty, torture, persecution and other inhumane acts. The alleged crimes were
committed in various locations in the CAR (Bangui, including Cattin; Boeing; Yamwara School and the
PK9-Mbaïki Axis). The Chamber found that there are substantial grounds to believe that M. Yekatom has
committed the above-mentioned crimes jointly with others or through other persons or, in the alternative, has
ordered the commission of these crimes.
With regard to M. Ngaïssona, the Chamber concluded that there are substantial grounds to believe that he is
responsible for: (i) the war crimes of directing attacks against the civilian population, murder, torture, cruel
treatment, rape, directing attacks against buildings dedicated to religion, displacement of the civilian
population, destroying the property of an adversary, pillaging; and (ii) the crimes against humanity of murder,
deportation, forcible transfer of population, imprisonment and other forms of severe deprivation of physical
liberty, torture, rape, persecution and other inhumane acts. The alleged crimes were committed in various
locations in the CAR (Bangui, including Cattin; Boeing; Yamwara School; Bossangoa and the PK9-Mbaïki
Axis). The Chamber found that there are substantial grounds to believe that M. Ngaïssona aided, abetted or
otherwise assisted in the commission of the above-mentioned crimes or, in the alternative, has contributed in
any other way to their commission by a group of persons acting with a common purpose.
The Chamber declined to confirm the remaining charges that were not supported by the evidence presented
by the Prosecutor.
The decision on the confirmation of the charges only serves to determine whether the Prosecutor’s case
should proceed to trial. It does not establish the guilt of the two accused persons who are presumed innocent
until proved guilty beyond reasonable doubt before the Court.
The Defence and the Prosecutor cannot directly appeal the decision confirming the charges. However they
can request authorisation from Pre-Trial Chamber II to appeal it. The deadline for such a request will start
running after the decision’s translation into French is notified.

12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20, Vol.19, No.1 (통권 제56호)

국제사법기구 최신 동향
ICC
- ICC 소추부, 팔레스타인 사태에 대해 수사 개시 발표
2019년 12월 20일, ICC 소추부는 팔레스타인 사태에 대한 예비 조사(preliminary examination) 결과
를 바탕으로 수사 개시를 발표하였다. 소추부는 로마규정 제53조 제1항에 따라 (i) 동예루살렘과 가자지
구를 포함한 서안 지구에서 전쟁 범죄가 발생했거나 진행되고 있으며, (ii) 본 사건이 로마규정 제17조에
따른 재판적격성이 있다고 보이며, (iii) 수사가 정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팔레스타인 사태에 대해 수사를 결정하였다.
소추부는 같은 날, ICC 전심재판부Ⅰ에 로마규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본 사태에 대한 ICC의 영토
관할권(territorial jurisdiction)을 결정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ICC 로마규정에 따르면, 소추부가 제15조
에 따라 ICC 관할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경우(제13조 관할권의 행사)에는 범죄 행위 발생지국이
나 또는 그 범죄 혐의자의 국적국 중 1개국 이상의 국가가 ICC 당사국이거나 또는 제12조 제3항에
따라 ICC 관할권을 수락한 경우에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12조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 제2항)

< 관련 보도자료 >
Statement : 20 December 2019

Statement of ICC Prosecutor, Fatou Bensouda, on the conclusion of the preliminary
examination of the Situation in Palestine, and seeking a ruling on the scope of the
Court’s territorial jurisdiction
Today, I announce that following a thorough, independent and objective assessment of all reliable
information available to my Office, the preliminary examination into the Situation in Palestine has concluded
with the determination that all the statutory criteria under the Rome Statute for the opening of an investigation
have been met.
Audio and video
◾ You Tube (for viewing)
◾ Vidéo (MPEG-4) for download
◾ Audio (MPEG-3) for download
I am satisfied that there is a reasonable basis to proceed with an investigation into the situation in Palestine,
pursuant to article 53(1) of the Statute. In brief, I am satisfied that (i) war crimes have been or are being
committed in the West Bank, including East Jerusalem, and the Gaza Strip (“Gaza”) (for specifics, see paras.
94-96); (ii) potential cases arising from the situation would be admissible; and (iii) there are no substa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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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s to believe that an investigation would not serve the interests of justice.
As there has been a referral from the State of Palestine, there is no requirement to seek Pre-Trial Chamber’s
authorisation before proceeding to open an investigation, and I do not seek to do so.
However, given the unique and highly contested legal and factual issues attaching to this situation, namely,
the territory within which the investigation may be conducted, I deemed it necessary to rely on article 19(3)
of the Statute to resolve this specific issue.
Earlier today, I therefore requested from Pre-Trial Chamber I a jurisdictional ruling on the scope of the
territorial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or the “Court”) under article 12(2)(a) of the
Rome Statute in Palestine.
Specifically, I have sought confirmation that the “territory” over which the Court may exercise its jurisdiction,
and which I may subject to investigation, comprises the West Bank, including East Jerusalem, and Gaza. Such
determination is made strictly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the Court’s ability to exercise its jurisdiction
and the scope of such jurisdiction under the Statute.
As I have observed in my submissions before the Chamber, determining where I can investigate in the unique
circumstances of this situation should be resolved before I commence an investigation, and not settled only
later by judges after my investigations are completed. This foundational question should be decided now, and
as swiftly as possible in the interests of victims and affected communities; potential witnesses and their
related protection needs and obligations as well as the conduct of the investigations and the efficiency of the
judicial proceedings, not to mention providing clarity for the States concerned. As such, as a prosecuting
office, we believe this is the responsible step to take in the circumstances of this situation.
By seeking this ruling, I have invited the Chamber to rule expeditiously, while also permitting victims,
relevant States, and others to participate in these proceedings, as appropriate. By engaging in an open and
transparent manner in obtaining a ruling on this important issue, I hope that the process would not only assist
the Chamber in its determination, but also endow its decision, and my ensuing investigation, with greater
clarity and reinforced legitimacy.
It is necessary for this specific matter before the Chamber to be resolved without undue delay so that my
Office can take the appropriate next steps accordingly.
Background
The Office of the Prosecutor of the ICC conducts independent and impartial preliminary examinations,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s of the crime of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war crimes and the crime
of aggression. Since 2003, the Office has been conducting investigations in multiple situations with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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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s jurisdiction, namely in Uganda;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arfur, Sudan;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two distinct situations); Kenya; Libya; Côte d’Ivoire; Mali; Georgia; Burundi; and in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The Office is also currently conducting
preliminary examinations relating to the situations in Colombia; Guinea; Iraq/UK; the Philippines; Nigeria;
Ukraine; and Venezuela.
Contact: OTPNewsDesk@icc-cpi.int
Source : Office of the Prosecu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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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 ICC 사무국, Ntaganda 사건의 배상절차로서 피해자 배상을 위한 전문가 요청 개시
2019년 12월 20일자 ICC 보도에 따르면, ICC 사무국은 ICC 절차 및 증거규칙(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제97조 제2항과 사무국규칙 제110조 제2항에 근거하여, The Prosecutor v. Bosco
Ntaganda 사건에 대한 법원의 배상 문제에 대해 법원을 조력할 전문가 요청을 개시하였다. 이 요청은
ICC 1심재판부VI의 2019년 12월 5일자 명령에 따른 것이다.
2019년 7월 8일 1심재판부VI은 Ntaganda가 2002-2003년에 콩고민주공화국 이투리(Ituri)에서 범한
18건의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고, 2019년 11월 7일, 에 대해 ICC가
부과할 수 있는 유기징역 최대치인 30년을 선고했다. 이 기간에서 2013년 3월 22일부터 2019년 11월
7일까지 Ntaganda가 ICC에 구속된 기간은 제외된다. 사건의 특성상 징역 외에 벌금과 몰수는 선고하지
않았다.

< 관련 보도자료 >
Information : 20 December 2019

Call by the Registry of the ICC for experts on reparations for victims within the
framework of reparations proceedings in the case of The Prosecutor v. Bosco
Ntaganda
1. Pursuant to rule 97(2) of the 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and regulation 110(2) of the Regulations of
the Registry, the Registry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hereby launches a call for experts to assist the
Court with reparations in the case of TheProsecutor v. Bosco Ntaganda (“Case”), in compliance with the
order issued by Trial Chamber VI (“Chamber”) on 5 December 2019 (“Order”). In the Order, the Chamber
set a timeline in relation to reparations and ordered the Registry to identify three or more experts with
expertise in the matters listed under paragraph 3 below.
2. The Registry notes that the Chamber may appoint competent experts to be included on the list of experts
that the Registry maintains pursuant to regulation 44 of the Regulations of the Court. The Chamber may do
so if their expertise is deemed necessary to assist it in determining the extent of any damage, loss and injury
to or in respect of victims and to suggest various options concerning the appropriate types and modalities
of reparations.
3. In relation to reparations in the Case, the Registry is calling in particular for experts with expertise in the
matters listed below, with a focus on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the Ntaganda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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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he scope of liability of the convicted person;
ii. the scope, extent, and evolution of the harm suffered by both direct and indirect victims, including the
long-term consequences of the crimes on the affected communities and including the potential cost of
repair;
iii. appropriate modalities of reparations; and
iv. sexual violence, in particular sexual slavery, and the consequences thereof on direct and indirect
victims.
4. Anyone wishing to be included on the list of experts drawn up by the Registry must therefore meet the
following criteria:
◾ proven expertise and wide experience in a variety of matters relating to reparations and, in particular,
those listed under paragraph 3 above;
◾ proven competence in the relevant matter recognised nationally, regionally and/or internationally;
◾ ability to act independently and impartially when performing duties;
◾ fluency in at least one of the Court’s two working languages (French and English); knowledge of the
local languages spoken by the affected communities in this case will be considered an asset;
◾ familiarity with the context of the Court’s operations, including an understanding of the affected
communities, local and regional dynamics, stakeholders and local programmes or initiatives, will be
considered an asset.
5. Availability will also be a key factor in the Court’s determination. The period in question spans from 14
February 2020 (when the Registry is instructed to submit its proposed list of experts) until 28 August 2020,
when the experts’ report is due to be filed before the Chamber.
All interested experts are requested to send the following documents by 19 January 2020 to the Court at:
ExpertsReparation5@icc-cpi.int:
a. a detailed curriculum vitae;
b. a letter of motivation, including area of expertise and wish to be included on the Court’s list of experts;
and
c. all relevant documents establishing years of experience in the area of expertise and, where applicable,
inclusion on (other) lists of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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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s included on the Registry’s list of experts shall, if appointed, act in their personal capacity.
Candidates who occupy positions of responsibility in a government or in governmental organisations will
not be included on the list of experts if those responsibilities are likely to place them in a situation of conflict
of interest.
Source : Reg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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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 Al Hassan 사건: 2020년 7월 14일 재판 시작
2020년 1월 6일, ICC 1심재판부X는 2020년 7월 14일에 The Prosecutor v. Al Hassan Ag Abdoul
Aziz Ag Mohamed Ag Mahmoud 사건(Al Hassan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재판소는 또한
본 사건에 대한 소추부의 증거제출을 2020년 8월 25일에 시작한다고 결정했다.
Al Hassan은 2018년 3월 27일에 전심재판부Ⅰ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후 2018년 3월 31일에 ICC로
이송되었다. 공소사실의 확인을 위한 심리는 2019년 7월 8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었다. 2019년 9월
30일, 전심재판부I은 Al Hassan의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의 혐의를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고, 결정
은 피해자와 증인의 보호를 위해 기밀로 하였다. 민감한 정보를 삭제한 결정문은 2019년 11월 13일에
발표되었다. 2019년 11월 18일 전심재판부I은 Al Hassan 사건의 혐의를 확인한 결정에 대한 변호인단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관련 보도자료 >
Press Release : 6 January 2020

Al Hassan case: Trial to open on 14 July 2020
ICC-CPI-20200106- PR1507

On 6 January 2020, Trial Chamber X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scheduled the opening of the
trial in the case of The Prosecutor v. Al Hassan Ag Abdoul Aziz Ag Mohamed Ag Mahmoud for 14 July 2020.
In addition, the Chamber decided that the presentation of evidence by the Prosecution in the case will
commence on 25 August 2020.
These dates were set by the Chamber after noting the respective submissions by the Prosecution and the
Defence as well as the necessary time for the disclosure of evidence and other materials.
In taking this decision, the Chamber was mindful of its obligations under the Rome Statute to ensure that the
accused is tried without undue delay and that the trial is fair and expeditious, taking into account the duty to
ensure the accused has adequate time and facilities for the preparation of his defence, but also the Chamber’s
obligations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and witnesses.
Trial Chamber X is composed of Judge Antoine Kesia-Mbe Mindua, Presiding Judge, Judge Tomoko Akane
and Judge Kimberly Pr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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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 Setting the Commencement Date of the Trial
Background: Mr Al Hassan was transferred to the ICC on 31 March 2018 following a warrant of arrest issued
by the Chamber on 27 March 2018 for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The confirmation of charges
hearing took place from 8 to 17 July 2019. On 30 September 2019, Pre-Trial Chamber I issued a confidential
decision confirming the charges of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brought by the Prosecutor against
Mr Al Hassan and committed him to trial. The redacted version of the decision was published on 13
November 2019. On 18 November 2019, Pre-Trial Chamber I rejected the Defense’s request for leave to
appeal the decision confirming the charges in the Al Hassa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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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 팔레스타인 사태: 전심재판부I, 소추부의 의견 제출 분량 제한 확대 요청에 대해 승인 결정
2020년 1월 21일, 전심재판부I은 로마규정 제19조 제3항에 근거한 소추부 분량 제한 확대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견 제출의 분량을 확대해야 할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고,
분량 제한을 확대해 달라는 소추부의 요청을 승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추부가 제19조 제3항에 근거
하여 분량 제한 확대를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절차의 무결성(integrity)
을 위해 제19조 제3항에 근거한 요청을 기각하고 소추부에 새 요청을 요구하였다. 재판부는 결정을
통해 재판소 규칙(the Regulations of the Court)에서 재판소가 단 한 차례만 분량 초과 제출을 허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 관련 보도자료 >
Press Release : 21 January 2020

Situation in Palestine: ICC Pre-Trial Chamber rules on Prosecutor’s request for an
extension of the page limit
ICC-CPI-20200121-PR1508

Today, 21 January 2020, the Pre-Trial Chamber I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or “Court”)
rendered a decision on the Prosecutor’s ‘Application for extension of pages for request under article 19(3) of
the Rome Statute’ in the Situation in the State of Palestine.
The Chamber found that exceptional circumstances existed justifying an extension of the page limit, and
therefore granted the Request for an extension of the page limit. However, Pre-Trial Chamber I found that it
was inappropriate for the Prosecutor to submit her Request for an extension of the page limit alongside her
Request pursuant to article 19(3) of the Statute, the very document for which she was seeking an extension of
the page limit. In order to ensure the integrity of the proceedings, the Chamber rejected in limine the Request
pursuant to article 19(3) of the Statute and further invited the Prosecutor to file a new request. The Chamber
noted that its decision was purely procedural, and that if the Prosecutor was to renew her request pursuant to
article 19(3) of the Statute, the Chamber would then deal with its merits.
The Prosecutor filed the Request for an extension of the page limit on 20 December 2019, arguing that 110
pages were necessary for the request she intended to file pursuant to article 19(3) of the Statute. On the same
day, the Prosecutor also filed her ‘Prosecution request pursuant to article 19(3) for a ruling on the Court’s
territorial jurisdiction in Palestine’, of a length of the requested 110 pages. Later, on 23 December 2019, the

www.mofa.go.kr

129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Prosecutor filed another document entitled ‘Supplementary information to the Prosecution request pursuant
to article 19(3) for a ruling on the Court’s territorial jurisdiction in Palestine’, with two annexes containing
two legal memoranda issued by the State of Israel on ‘the question of the Court’s jurisdiction with respect to
the situation in Palestine’, requesting that those documents be ‘placed on the record of the situation for
completeness’.
In its decision, today the Chamber recalled that a party or participant is formally authorised to file a document
exceeding the specific page limit set out in the Regulations of the Court only once a chamber has granted a
request to vary the page limit. Having found that the Prosecutor erred in the way she filed her Request
pursuant to article 19(3) of the Statute, the Chamber rejected in limine the Request pursuant to article 19(3)
of the Statute and all related documents, including the ‘Supplementary information’, and instructed the
Registrar to strike from the record of the situation all those documents and to withdraw them from the Court’s
website. The Chamber further invited the Prosecutor to file a new request, made of one single document of no
more than the requested 110 pages.
The Chamber added that if the Prosecutor still wished to refer to the public legal memoranda issued by the
State of Israel she had first annexed to her Supplementary information, she could still do so by referring to
them in her new request, but without exceeding the set limit of 110 pages.
Decision on the Prosecutor’s Application for an extension of the page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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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 전심재판부I, 팔레스타인 사태 관련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및 그 외의 의견 제출을 요청
2020년 1월 28일, 전심재판부I은 소추부가 로마규정 제19조 제3항에 근거하여 팔레스타인 사태에
관한 재판소의 영토 관할권 확인을 요청(2020년 1월 22일 요청서 재제출)함에 따라 의견 제출 절차와
일정을 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재판소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및 피해자들에게 2020년 3월 16일까지
소추부의 요청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타국 및 국제기구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4일까지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2020년 3월 1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재판부
는 소추부가 2020년 3월 30일까지 제출된 모든 의견에 대해 통합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 관련 보도자료 >

ICC Pre-Trial Chamber invites Palestine, Israel, interested States and others to
submit observations
ICC-CPI-20200128-PR1512

Today, 28 January 2020, Pre-Trial Chamber I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or “Court”) issued
an order setting the procedure and the schedule for the submission of observations on the Prosecutor’s
request, resubmitted on 22 January 2020, under article 19(3) of the Rome Statute related to the scope of the
Court’s territorial jurisdiction in the Situation in the State of Palestine.
The Chamber, composed of Presiding Judge Péter Kovács, Judge Marc Perrin de Brichambaut and Judge
Reine Alapini-Gansou invites Palestine, Israel, and victims in the Situation in the State of Palestine, to submit
written observations on the Prosecutor’s Request by no later than 16 March 2020. In addition, other States,
organisations and/or persons may submit applications for leave to file written observations by no later than 14
February 2020 and, if authorised, to file their observations no later than 16 March 2020. Any observations
shall be limited to the question of jurisdiction set forth in the Prosecutor’s Request. The ICC Prosecutor is
instructed to file a consolidated response in writing to any observations submitted by no later than 30 March
2020.
The Chamber also considers it appropriate to appoint counsel from the Office of the Public Counsel for
Victims to represent victims in the Situation in the State of Palestine who do not have legal representation for
the sole purpose of submitting observations in accordance with today’s order.
Order setting the procedure and the schedule for the submission of observ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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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 상소심재판부, Gbagbo와 Blé Goudé 사건에 대한 2020년 2월 6일 심리 개최
2020년 1월 31일자 보도에 따르면, 상소심재판부는 2020년 1월 29일 결정을 통해, Gbagbo 측의
‘2019년 2월 1일자 판결’에 대한 재검토 요청(2019년 10월 7일 신청)에 따른 Gbagbo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2020년 2월 6일(연장시 2월 7일까지) 심리를 열기로 하였다. 상소심재판부의 2019년 2월
1일 Laurent Gbagbo, Charles Blé Goudé에 대한 무죄판결에 따른 조건부 석방 결정한 바 있다. 상소심
재판부는 또한 소추관, Gbagbo와 Blé Goudé의 변호인단, 피해자상담사무소(Office of Public Counsel
for Victims), 코트디부아르 정부 대표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번 심리는
1심재판부의 2019년 1월 15일자 판결에 대한 소추부의 상소와는 별개이다.

< 관련 보도자료 >
Media Advisory : 31 January 2020

ICC Appeals Chamber hearing of 6 February 2020 in Gbagbo and Blé Goudé case:
Practical information
ICC-CPI-20200131-MA249

The Appeals Chambe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will hold a hearing on 6 February 2020
(potentially extending to 7 February) to hear observations on the application of Mr Laurent Gbagbo of 7
October 2019, requesting the Appeals Chamber to reconsider its judgment of 1 February 2019 which imposed
conditions on the release of Mr Laurent Gbagbo and Mr Blé Goudé following their acquittal.
The Prosecution, the Defence teams of Mr Gbagbo and Mr Blé Goudé, as well as the Office of Public Counsel
for Victims and representatives of Republic of Côte d’Ivoire have been invited to present their observations
before the Appeals Chamber, composed of Judges Chile Eboe-Osuji (Presiding), Howard Morrison, Piotr
Hofmański, Luz del Carmen Ibáñez Carranza, and Solomy Balungi Bossa. Mr Gbagbo and Mr Blé Goudé
have the right to be present at the hearing or represented by their Counsel.
This is an appeal separate from the Prosecutor’s appeal against the Trial Chamber’s acquittal of 15 January
2019.
Decision on the conduct of the hearing before the Appeals Chamber
Webstreaming of the hearing:
The hearing can be followed (with a 30-minute delay) on the ICC website (Courtroo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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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nding the hearing:
◾ Members of the diplomatic corps, NGOs and other members of the public can request attendance via
email to: ICCVisits@icc-cpi.int. Attendees must present a valid passport or valid ID with a photo at the
main entrance of the Court (at: Oude Waalsdorperweg 10, 2597 AK The Hague).
◾ Journalists wishing to cover the hearing can request accreditation via email to: PublicAffairs.Unit@icc-cpi.int.
All journalists must present a valid press card, and a valid passport or valid ID with a photo, at the main
entrance of the Court (at: Oude Waalsdorperweg 10, 2597 AK The Hague).
Please note that individuals who do not confirm their attendance in advance cannot be guaranteed access to
the hearings. In order to avoid delays in accessing the building, those attending are advised to arrive one hour
before the hearings start.
ICC Media Centre:
For media representatives wishing to use the Court’s media facilities, the Media Centre will open at 08:30.
The ICC Media Centre is located in the building’s ‘Court Tower’. It is composed of hot desk areas, which can
sit up to 104 people, and two interview rooms. The Media Centre distributes the video and embedded audio
of the hearing, via HD-SDI with a female BNC connection. Journalists wishing to connect to this should bring
compatible equipment and a BNC cable. Power is provided (European plug). Wi-Fi connection is available
in the Media Centre.
AV materials:
Filming or photography is strictly prohibited inside the Court building, apart from the interview rooms and the
Media Centre area.
For information on audio-visual matters, please contact Faida.Rahmanovic@icc-cpi.int
Parking facilities:
Media representatives can use the ICC’s Visitor Parking.
SNG vehicles:
The ICC Parking includes an area for SNG vehicles. BNC connections are available and the video format is
HD-SDI with embedded Audio (8 dual mono pairs): Channel 1 – Floor language (international audio);
Channel 2 - English interpretation; Channel 3 - French interpretation; Channel 4 - 8 - Other languages, or if
no interpretation then Floor language will be 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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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 Al Hassan 사건: 상소심재판부, 사건의 재판적격성 및 충분한 중대성에 관한 전심재판부의 결정을 확정
2020년 2월 19일, 상소심재판부는 Al Hassan의 상소를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함으로써, 본 사건이
재판소의 추가적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충분한 중대성(sufficient gravity)이 있다고 결정한 전심재판부
의 2019년 9월 27일자 판결을 확정하였다. ICC규정 제17조 제1항 (d)에 따르면 재판소는 해당 사건이
재판소의 추가적 조치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중대성이 없는 경우에는 사건의 재판적격성(admissibility)
이 없다고 결정해야 한다.

< 관련 보도자료 >
Press Release : 19 February 2020

Al Hassan Case: ICC Appeals Chamber confirms the Pre-Trial Chamber’s decision
on the admissibility and the sufficient gravity of the case
ICC-CPI-20200219-PR1515

Today, 19 February 2020, the Appeals Chambe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ICC » or « Court »)
delivered its judgment unanimously rejecting the appeal of Mr Al Hassan Ag Abdoul Aziz Ag Mohamed Ag
Mahmoud and consequently confirming Pre-Trial Chamber I’s decision of 27 September 2019, which had
considered that the case against Mr Al Hassan is of sufficient gravity to justify further action by the Court.
Judge Luz del Carmen Ibáñez Carranza, presiding in this appeal, read a summary of the judgment in open
court.
Under article 17(1)(d) of the ICC Rome statute, the Court shall determine that a case is inadmissible where
[…] the case is not of sufficient gravity to justify further action by the Court. The Appeals Chamber stressed
that the gravity requirement aims at excluding those rather unusual cases where the specific facts of a given
case technically qualify as crime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but are nonetheless not of sufficient
gravity to justify further action. It considered that the Al Hassan case was not one of those rather unusual
cases. It thus found that the Pre-Trial Chamber was correct in finding that the case brought against Mr Al
Hassan was of sufficient gravity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7(1)(d) of the Statute.
In rejecting the Defence’s grounds of appeal, the Appeals Chamber found that quantitative criteria alone, such
as the number of victims, while relevant, are not determinative of the gravity of a given case. The Chamber
indicated that the gravity assessment must be made on a case-by-case basis. It involves a holistic evaluation
of all relevant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riteria, including, for instance, some of the factors relevant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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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tion of the sentence of a convicted person. Relevant criteria may include the nature and scale of the
charged crimes, the manner of commission of the alleged crimes, including the human rights violated as a
result, their impact on victims, the role and degree of participation of the accused, and whether the acts were
committed on the basis of discriminatory motives.
The Appeals Chamber recalled that the Pre-Trial Chamber considered the nature and extent of the charged
crimes; the repercussions of the alleged crimes on the direct victims and on the population of Timbuktu as a
whole, in particular the victims of rape, sexual slavery and other inhumane acts in the form of forced
marriages; the discriminatory motive of the crimes allegedly committed against the population of Timbuktu
on religious and/or gender-based grounds; the vulnerability of certain victims; the allegation that the crimes
at bar were committed as part of a widespread and systematic attack against the civilian population; the
significant role that the Prosecutor attributes to Mr Al Hassan in the execution of said crimes through his
contribution to the Islamic Police; and Mr Al Hassan’s degree of intent and degree of participation in these
crimes. The alleged crimes resulted in the violation of several fundamental human rights, including the
physical and mental integrity of the victims and their human dignity, the right to a fair trial,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the human right of all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to be treated with humanity and
with respect for their inherent dignity,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and the
prohibition on discriminating on the grounds of religion or belief.
Background: Mr Al Hassan was transferred to the ICC on 31 March 2018 following a warrant of arrest issued
by the Chamber on 27 March 2018 for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The confirmation of charges
hearing took place from 8 to 17 July 2019. Pre-Trial Chamber found substantial reasons to believe that Mr Al
Hassan is responsible for:
◾ Crimes against humanity allegedly committed in Timbuktu, Mali, in the context of a widespread and
systematic attack by armed groups Ansar Eddine / Al Qaeda in the Islamic Maghreb against the civilian
population of Timbuktu and its region, between 1 April 2012 and 28 January 2013: Torture, persecution,
rape, sexual slavery, and other inhumane acts, including, inter alia, forced marriages ; and
◾ War crimes allegedly committed in Timbuktu, Mali, in the context of an armed conflict not of an
international nature occurring in the same period between April 2012 and January 2013: Torture, cruel
treatment, outrages upon personal dignity, passing of sentences without previous judgement pronounced
by a regularly constituted court affording all judicial guarantees which are generally recognized as
indispensable, intentionally directing attacks against buildings dedicated to religion and historic
monuments, rape and sexual slavery.
The opening of the trial is scheduled for 14 Jul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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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80호, 2019. 12. 3., 일부개정)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12. 5., 해양수산부령
제376호, 2019. 12. 5., 일부개정)
• 여권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5., 외교부령 제73호, 2019. 12. 5., 일부개정)
•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시행 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2호, 2019. 12. 24., 일부개정)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19. 12. 25., 대통령령 제30251호, 2019. 12. 24., 일부개정)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5., 외교부령 제74호, 2019. 12. 24.,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3호, 2019. 12. 24.,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4., 법무부령 제963호, 2019. 12. 24., 일부개정)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6호, 2019.
12. 31., 일부개정)
• 난민법 시행령 (시행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78호, 2019. 12. 31., 일부개정)
• 난민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31., 법무부령 제965호, 2019. 12. 31., 일부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36호, 2019.
12. 31., 일부개정)
• 국립외교원법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877호, 2020. 1. 29., 일부개정)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32호, 2020. 2. 4., 제정)
•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 2020. 2. 4., 대통령령 제30385호, 2020. 2. 4., 일부개정)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2. 4., 법률 제16917호, 2020. 2. 4.,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1호, 2020. 2. 4., 일부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2. 11., 대통령령 제
30409호, 2020. 2. 11., 일부개정)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19., 법률 제17021호, 2020. 2. 18.,
일부개정)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2. 18., 대통령령 제30416호, 2020.
2. 18.,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2. 18., 대통령령 제30415호, 2020. 2. 18., 일부개정)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0. 3. 1., 대통령령 제30449호, 2020. 2. 25., 일부개정)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0. 2. 25., 외교부령 제75호, 2020. 2. 25., 일부개정)
•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2. 25., 외교부령
제76호, 2020. 2. 2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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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80호, 2019.
12.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라 재외국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 등의 열악한 교육시
설의 개선 및 교원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한 재정 지원을 부족한 실정인바, 국가는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재외국민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한국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저소득층의 학생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교과용 도서 등의 지원대상과 범위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12.
5., 해양수산부령 제376호, 2019. 12. 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
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2017. 8. 17. 발효) 및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 공유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 또는 국외반출승인 신청서
식에 이익 공유에 관한 작성란을 신설하는 한편,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 신청 또는 국외반출승
인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 여권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5., 외교부령 제73호, 2019. 12. 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국적 상실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우리나라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그 등록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등이 여권 발급을 신청할 경우 사증(査證), 영주권 증명서 또는 장기체류증 등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

▶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시행 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2호, 2019. 12. 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관후보자 교육훈련 제도와 관련하여 국립외교원 정규과정 입교 유예 사유에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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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가하고, 국립외교원장은 국립외교원 정규과정 교육생이 정규과정 이수 중 군 입대,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정규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정규과정 이수의 연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19. 12. 25., 대통령령 제30251호, 2019. 12.
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전자문서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귀국신고 및 등록말소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외국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6026호, 2018. 12. 24. 공포, 2019. 12. 25. 시행)됨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 방법 및 귀국신고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외국민의 등록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등록의 대리 신청(제2조제2항)
1) 현재 재외국민 등록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을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세대주 또는 세대주를
갈음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재외국민 등록 대리와 관련한 재외공관의 업무가 통일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2) 앞으로는 등록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등이 등록대상자를 대리하여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
나. 재외국민등록부의 전자적 작성(제3조, 현행 제4조 삭제)
모든 재외공관이 재외국민등록부 작성과 관련해 전산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부의 작성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불필요하게 등록공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재외국민등록부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은 삭제함.
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 신청 등(제5조)
등록자, 그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 또는 대리인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을 할 수
있고,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을 받은 외교부장관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직인을 날인하여 직접
교부 또는 우편･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음.
라. 변경신고 또는 이동신고의 방법(제7조)
등록자가 변경신고 또는 이동신고를 하려는 경우 등록기준지를 변경할 때에는 기본증명서를, 체류국이
바뀌면서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할 때에는 새로운 주소나 거소가 소재한 체류국의 입국을 증명하는 서류
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변경신고 또는 이동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체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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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귀국신고의 방법 등(제7조의2 신설)
귀국신고는 등록자를 대리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등이 신고할 수 있고,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자의
편의를 위해 등록자가 귀국하기 전에 귀국신고를 받을 수 있음.
바. 등록 및 신고의 방법(제8조의3 신설)
등록신청,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 변경신고, 이동신고 및 귀국신고는 문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되, 등록신청, 변경신고 및 이동신고는 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음. <법제처 제공>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5., 외교부령 제74호, 2019. 12. 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국민의 등록 사항에 여권번호, 체류국 최초 입국일 등을 추가하고, 귀국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외국민등록법｣(법률 제16026호, 2018. 12. 24. 공포, 2019. 12. 2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1호, 2019. 12. 24. 공포, 12. 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재외국민등록신청서에
여권번호, 체류국 최초 입국일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귀국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3호, 2019. 12. 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범죄 수사와 관련된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 기간을 국민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관리를 위하여 방문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이 가능한 장기체류자격
을 신설하며,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영주자격 부여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 출국정지 기간 조정(제36조제1항제2호)
외국인 범죄 수사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국정지 기간을 현행 10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
로 하되,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행 1개월 이내를 3개월 이내로
각각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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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대한 방문조사(제50조제1항)
법무부장관이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하는 외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
다. 계절근로(E-8) 체류자격 신설(별표 1의2 제20호의2 신설)
현재 계절근로 체류자격은 단기취업(C-4)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농･어촌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어업 분야에서 장기간 취업이 가능한 계절근로(E-8) 자격을 장기체류자격으로 신설함.
라. 영주자격 부여대상 확대(별표 1의3)
5년 이상 투자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내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뿐만 아니라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자녀에게도 영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4., 법무부령 제963호, 2019. 12. 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
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화 대상이 되는 서류의 종류 및 위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여권이 없더라도 긴급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국금지 사유에 해당되면 여권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증발급 거부처분 시 통지절차를 마련하며,
농･어촌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계절근로(E-8) 자격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증발급 거부 통지절차(안 제9조의6 신설)
재외공관의 장 등이 사증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증발급 거부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방문하여 요청하면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교부하
도록 함.
나. 전자화 대상 서류(안 제77조의3 신설)
사증발급 신청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전자화
대상 서류로 정함.
다. 전자화업무 위탁(안 제77조의4 신설)
전자화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은 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적합한 장비와 3년 이상 전산정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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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는 등 전자화업무 위탁 대상기관의
요건을 정함.
라. 계절근로(E-8) 자격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안 별표 1 및 별표 5)
계절근로(E-8)의 체류기간을 5개월로 정하고, 체류자격 신청 시 고용계약서, 건강확인서 등을 제출하
도록 하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계절근로자 입증 서류를 제출하도
록 하는 등 계절근로 자격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법무부 제공>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6호, 2019.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국제사업의 빈곤문제 완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자투자기금에 300만 미합중국달러를 추가로 출연하고, 중미경제통합은행에 1억1천250만 미합중국달
러를 신규로 출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난민법 시행령 (시행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78호, 2019.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난민인
정 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난민신청자가 난민불인정결정에 불복하거나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이 그 결정에 불복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즉시 난민신청자 등에게 접수증을 발급하도록 하여 난민신청자 등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
는 한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나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난민지원시
설 이용 대상자의 결정 등에 관한 권한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난민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31., 법무부령 제965호, 2019.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난민인정 심사를 신청한 사람 중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람에게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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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난민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통
지서 서식을 신설하고, 난민신청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여 난민신청자가 출입
국･외국인청장 등에게 의료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은 지원 여부를 심사하
여 결과를 알려주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를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
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접수하던 것을 출입국･외국인지원센
터의 장에게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접수기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36호, 2019.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수입신고와 다른 품목분류 적용으로 세액이 경정된
경우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자의 경정청구를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비슷한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하여 발생하는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족세액에 대한 기간
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관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원산지증
빙서류의 작성･발급 관련 처벌 규정을 고의･과실에 따라 구분하여 명확히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 ｢관세법｣에
따른 적용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두 세율이 같은 경우에는 수입자가
신청하면 협정관세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수입자는
일반적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과 관계없이 납세고지를 받
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2항 신설).
다.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 내용의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세액정정 또는 경정청구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던 것을 선택사항으로 변경하
고, 이 경우 세액정정 또는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던 과태료를 폐지함(제14조
제3항 신설, 제46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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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가산금을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36조).
마.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경우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바,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증빙서류를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과실범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함(제44조제3항). <법제처
제공>

▶ 국립외교원법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877호, 2020. 1. 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은 외교 인재의 교육･양성 및 중장기 외교 정책의 연구･개발 등 중요한 업무
를 수행하고 있는바, 전임교수요원의 직업 안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우수한 교수요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력교수를 제외한 전임교수요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하고, 그 보수･연수･신분보장･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등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32호,
2020. 2. 4., 제정)
• 제정이유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한 세계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세계유산보존협의
회 설치를 통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관련 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가능케 하는 등의 관리를 통해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국내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음(제9조).
나. 문화재청장은 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세계유산지구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세계유산지구는 세계유산 구역과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 구분함(제10조).
다. 문화재청장이 세계유산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등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보고,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등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
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보되, ｢문화재보호법｣이 아닌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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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될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을 적용함(제11조).
라.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등을 반영한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제12
조 및 제13조).
마.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4조).
바. 관할 시･도지사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제16조).
사.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의 등재 및 조사 자료 등 세계유산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세계유
산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제17조).
아.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재검토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세계유산별로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세계유산보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음(제
18조).
자.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직접관리를
요청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세계유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음(제
20조).
차.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 등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제22조). <법제처 제공>

▶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 2020. 2. 4., 대통령령 제30385호, 2020. 2. 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나이지리아 및 알제리와의 군사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방위산업물자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공
관에 두는 무관(武官)의 정원을 75명에서 77명으로 2명(육군 및 공군 영관급 장교 각 1명)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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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2. 4., 법률 제16917호,
2020. 2. 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이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는 경우 반납기한을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반납
사유에 따라 반납기한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반납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1호, 2020. 2. 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증이 면제된 외국인 등에 대하여 입국하기 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전여행허가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 범위에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9호, 2020. 2. 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로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19., 법률
제17021호, 2020. 2.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초보안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운영하는 항만시설에 대한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제도를 마련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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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항만보안을 강화하고, 항만시설이나 항만 내의 선박에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물품을 명확하게 규정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보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항만보안에
관한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소유자는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고 있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최초보안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를 받도록 함(제26조제2항 신설).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에 합격한 항만시설에 대하여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하고, 항만시설소유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원본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함(제
27조제3항, 제27조제4항 신설).
다.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효력이 정지
되거나 상실된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비치한 항만시설의 운영을 금지함(제28조제1항 및 제
29조).
라. 항만시설이나 항만 내의 선박에 반입 등이 금지되는 위해물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도록 하고, 항만시설 내 제한구역에서는 사진뿐 아니라 동영상을 포함하여 촬영을 제한함(제33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안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보안에 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41조제1항 신설).
바.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하려는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징수요율의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재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항만시설소유자는 해상화물운
송사업자 등이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항만시설보안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42조). <법제처 제공>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2. 18., 대통령령
제30416호, 2020. 2.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을 통한 국내거소이전신고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국적동포에게 귀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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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발생했을 때 종전에는 14일 이내에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0일
이내에 반납하도록 반납 기간을 확대하며,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더라도 위반으로 인해 부과받은 과태료 처분 1회에 한정하여 해당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외국국적동포의 체류기간연장 신청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국내거소이전신고 절차에 관한 규정을 재검
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내거소신고시의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 등의 재검토기한의 기준일을 2017년
1월 1일에서 2020년 1월 1일로 다시 설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2. 18., 대통령령 제30415호, 2020. 2.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신청기한을 폐지하여 등록외국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온라인을 통한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
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신청 절차 및 체류지 변경신고 절차에 관한 규정을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
고,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의 기준일을 2017년 1월 1일에서 2020년
1월 1일로 다시 설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0. 3. 1., 대통령령 제30449호, 2020. 2.
2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다변화를 위하여 외교부에 유럽국 1개 과 및 아프리카중동국 1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5명(8등급 2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2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해외 안전관리
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2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주한미군 활동에
따른 민원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3등급 또는 4등급 1명) 및 외교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국립외교원에 외교센터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력 6명(5급
1명, 7급 2명, 9급 3명)을 증원하고,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주인도네시아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발리분관
신설, 공공외교 수행, 재외국민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6명(9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0명,
3등급 또는 4등급 35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5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공공행정･안
전 등 4개 업무분야의 주재관 인력 4명(4급 4명) 및 2023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두는
경찰 분야 주재관 인력 10명(경감 2명, 경위 4명, 경사 4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외교부의 평가대상 조직 중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문화외교국에 두는 2개 과를 평가대상에서
www.mofa.go.kr

147

국제법 관련 국내법과 판례

제외하고, 감사관 밑에 두는 1개 담당관 및 재외동포영사실에 두는 1개 센터의 평가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0. 2. 25., 외교부령 제75호,
2020. 2. 2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다변화를 위하여 외교부에 유럽국 1개 과 및 아프리카중동국 1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5명(8등급 2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2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해외 안전관리
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2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주한미군 활동에
따른 민원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3등급 또는 4등급 1명) 및 외교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국립외교원에 외교센터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력 6명(5급
1명, 7급 2명, 9급 3명)을 증원하고,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주인도네시아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발리분관
신설, 공공외교 수행, 재외국민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6명(9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0명,
3등급 또는 4등급 35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5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외교부
의 평가대상 조직 중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문화외교국에 두는 2개 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
고, 감사관 밑에 두는 1개 담당관 및 재외동포영사실에 두는 1개 센터의 평가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0449호, 2020. 2. 25.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신설된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정하는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외교전략기획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

▶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2.
25., 외교부령 제76호, 2020. 2. 2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도네시아 남부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교민과 여행객을 보호하고, 신속하고 편리한 영사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발리에 주인도네시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발리분관을 신설하려는 것임. <외교
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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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서>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분쟁해
결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2헌마939, 종국일자 2019.12.27, 각하)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6헌마253, 종국일자 2019.12.27, 각하)
•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자 등의 공연권 제한 사건 (헌법재판소, 2016헌마1115, 선고일자 2019.11.28,
기각)
•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한 사람을 처벌하는 여권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헌법재판소, 2016헌마945, 종국일자 2020.02.27, 기각, 각하)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6525, 판결)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2헌마939, 종국일자
2019.12.27, 각하)
■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27일 청구인들의 대일청구권이 이른바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에 의
하여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한일 양국간 해석상 분쟁을 위 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
지 않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이 부작위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
워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이나 이 사건 협정으로부터 우리 정부가 청구인들을
위하여 협정상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재판관 이종석의
별개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일제에 의한 강제징용 등으로 사할린에 동원되었다가 그 후 대한민국에 영주귀국한
자 및 그 가족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들이다. 청구인들은 일본국 소속 회사가 경영하던
광산의 탄광 등에서 강제노동을 하면서 수령한 급여를 일본국에 우편저금이나 간이생명보험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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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에 의하여 적립하였지만, 아직까지 그 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다. 피청구인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
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 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이다.
○ 대한민국은 1965. 6. 22. 일본국과의 사이에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을 체결하였다.
○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일본국에 대하여 가지는 환불청구권과 배상청구권이 위 협정에 의하여 소멸되
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미 소멸되었다고 보는 일본국과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는 대한민국 간에는
위 청구권에 관한 해석상 분쟁이 존재하므로, 피청구인은 위 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석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23.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들이 일본국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한･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위 협정 제3조
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1965. 6. 22. 체결, 1965. 12. 18. 발효)
제3조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 체약국의 정부가 타방 체약국의 정부로부
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 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 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 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 중의 어느 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 된다.
(생략)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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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헌법 전문, 제2조 제2항, 제10조와 이 사건 협정 제3조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따라 분쟁해결의 절차로 나아갈 의무는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자국민들이 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협력
하고 보호하여야 할 헌법적 요청에 의한 것으로서, 그 의무의 이행이 없으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작위의무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로서 그것
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특히, 우리 정부가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에 대한 청구
권의 실현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회복에 대한 장애상태가 초래된 것은 우리 정부가 청구권
의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고 ‘모든 청구권’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이 사건 협정을 체결한
것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그 장애상태를 제거하는 행위로 나아가야 할 구체적 의무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 기록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2013. 6. 3. 구술서로 일본국에 대하여 사할린 한인의 대일청구권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 간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따른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고, 2014. 11. 27.자, 2015. 3. 16.자, 2015. 9.
18.자, 2015. 12. 15.자 각 국장급 면담, 2016. 1. 21.자 실무협의를 통해 2013. 6. 3.자 구술서에서
제안한 바와 같은 협의 요청에 대한 성의 있는 대응을 촉구해 왔으며, 현재에도 그와 같은 기조가
철회된 바는 없다.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이 원하는 수준의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지 않았다 해도, 이 사건 협정 제3조상
분쟁해결절차를 언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국가마다 가치와 법률을 서로 달리하는
국제환경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다루는 외교행위의 특성과 이 사건 협정 제3조 제1항, 제2항
이 모두 외교행위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설사 그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자신에게
부여된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그렇다면 이 사건 협정 제3조상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고 할 수 없으므로, 작위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그것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관 이종석의 별개의견
○ 헌법 제10조의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 제2조 제2항의 재외국민 보호의무, 헌법 전문(前文)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일반적･추상적 의무를 선언한 것이거나 국가의 기본적 가치질서를 선언한 것일
뿐이어서 그 조항 자체로부터 국가의 국민에 대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나올 수 없다. 이 사건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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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일 양국이 당사자가 되어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할 것을 전제로 체결된 조약이므로, 위 협정
제3조로부터도 ‘우리 정부가 청구인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작위의무’는 도출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외교행위를 할 작위의무’라는 것은 구체적인
행위를 해야 하는 작위 의무라고 볼 수도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협정 어디로부터도 외교상 해결절차
로 나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
○ 나아가 그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추상적 의무를 의미할 뿐이고, 이를
구체적인 작위의무라고 볼 수 없다. 고도의 정치적･외교적 성격을 가지는 이상 그 의무 이행의 주체,
방식, 이행정도, 이행 완결 여부를 사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도 어렵고, 이를 평가
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협정에 따른 해결절차를 진행한 결과, 오히려 청구
인과 우리 국가에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때에도 과연 ‘외교적 노력을 한 것’이라고
평가할 것인지, 어쨌든 이 사건 협정에 따른 해결절차에 나아갔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
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 결국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협정에 따른 외교적 노력을 하라고 선언하는 것은 그 작위의무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못하고, 청구인들과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전망하
기도 어려운 가운데,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반하여 외교적 행위들에 관한 정책판단, 정책수립 및
집행에 관한 행정부의 권한만을 침해할 소지만 발생시킨다.
○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인 청구인들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국가적 노력을 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은 우리 모두 간절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행정부에 외교적 노력을 하라는
의무를 강제한들 이는 막연하고 선언적인 의미 이상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 이상과 같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헌법상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출처: 헌법재판소 전자헌법센터>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6헌마253, 종국일자
2019.12.27, 각하)
■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대한민국 외교부장관과 일본국 외무대신이
2015. 12. 28. 공동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는 절차와 형식 및 실질에 있어서 구체적
권리･의무의 창설이 인정되지 않고, 이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되었다거나 대한민
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사망한 청구인들을 제외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사망한 청구인들에 대한 심판절차는 각 청구인들의 사망으로 종료하였다. [심판
절차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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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존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자녀 또는 사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의 자녀이다.
○ 청구인들은, 2015. 12. 28.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합의의 내용이 청구인들
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3. 27. 위와 같은 합의 발표의 위헌확
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대한민국 외교부장관과 일본국(이하 ‘일본’이라 한다) 외무대신이 2015. 12.
28. 공동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 내용’(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이 청구인들
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 결정주문
1. 청구인 강○○, 길□□, 김◇◇, 김■■, 박▣▣, 박▤▤, 박▥▥, 이▦▦, 이▧▧(1928. 9. 10.생), 이★★
(1930. 3. 4.생), 이▩▩, 정◎◎, 하●●, 함◐◐, 남◆◆, 홍▶▶, 김♤♤, 서♡♡, 송♧♧, 양⊙⊙,
왕♠♠, 이△△, 이▲▲, 임▽▽, 임▼▼, 임☆☆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인들에 대한 심판절차는 [별지3] 기재와 같이 종료되었다.
□ 이유의 요지
● 조약과 비구속적 합의의 구분
○ 조약과 비구속적 합의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합의의 명칭, 합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국내법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같은 형식적 측면 외에도 합의의 과정과 내용･표현에
비추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당사자의 의도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적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창설하는지 여부 등 실체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비구속적
합의의 경우, 그로 인하여 국민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이 사건 합의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일반적인 조약이 서면의 형식으로 체결되는 것과 달리 이 사건 합의는 구두 형식의 합의이고,
표제로 대한민국은 ‘기자회견’, 일본은 ‘기자발표(記者發表)’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일반적 조약
의 표제와는 다른 명칭을 붙였으며, 구두 발표의 표현과 홈페이지에 게재된 발표문의 표현조차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였다. 또한 이 사건 합의는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의 동의 등 헌법상의
조약체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이 사건 합의의 내용상, 한･일 양국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의 창설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 사건
합의 중 일본 총리대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시하는 부분의
경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가 드러나지 않아 법적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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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하기 어렵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과 일본 정부의 출연에 관한 부분은, ‘강구한다’,
‘하기로 한다’, ‘협력한다’와 같은 표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구체적인 계획이나 의무 이행의 시
기･방법, 불이행의 책임이 정해지지 않은 추상적･선언적 내용으로서, ‘해야 한다’라는 법적 의무
를 지시하는 표현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주한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견해 표명 부분도, ‘일본 정부의 우려를 인지하고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
록 노력한다’고만 할 뿐, ‘적절한 해결’의 의미나 방법을 규정하지 않았으며, 해결시기 및 미이행
에 따르는 책임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국의 권리･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볼 내용이 없다.
그 밖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에서의 비난･비판 자
제’에 관한 한･일 양국의 언급은, 근본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한･일 양국의 법적 관계 창설에 관한 의도가
명백히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의 절차와 형식에 있어서나, 실질에 있어서 구체적 권리･의무의 창설
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되었다거나 대한
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
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소송절차종료선언
○ 일부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에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은 심판절차의 수계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망한 청구인들에 대한 심판절차는 각 청구인들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출처: 헌법재판소 전자헌법재판센터>

▶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자 등의 공연권 제한 사건 (헌법재판소, 2016헌마1115,
선고일자 2019.11.28, 기각)
■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2019년 11월 28일 재판관 5:3의 의견으로,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또는 상업용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
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 본문(이하 ‘공연권제한조항’이라 한다) 및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되는 실연･음반 및
방송에 관하여 공연권제한조항을 준용하는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제1항 중 ‘제29조 제2항 본문’부분이 저작재산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공연권제한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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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하였다. 다만, 이 결정에 대하여는 [일상경험 등에 비추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공중의 문화적
혜택 수준이 증가한다고 볼 수 없고, 증가하더라도 그에 비해 침해되는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가 더
크므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이 있다.] [기각, 합헌]
□ 사건개요
(생략)
□ 이유의 요지
●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 침해 여부 - 소극
○ 심판대상조항은 공중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누구든지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업용 음반 등에 대한 공중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위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된다.
○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공연의 경우 영리의 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저작재산권자 등은 해당 상업
용 음반 등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나,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단서는 공연권제한조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저작권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되는 실연･음반 및 방송에 관하여
도 준용되므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단서 및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 등이 여전히 해당 상업용 음반 등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비록 위 조항들은 재산권의 원칙적 제한 및 예외적 보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입법자가
구체적 사안에서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 보장과 공중의 문화적 혜택 향수라는 공익이 조화롭
게 달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규율형식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
성이 큰 경우에는 공연권 제한의 예외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공연을
통해 해당 상업용 음반 등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저작재산권자 등이 간접적
인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
○ 이상을 고려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 등이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는 공연을 허락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거나 그러한 공연의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는
공연을 통하여 공중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반대의견(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 침해 여부 - 적극
○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등 대한민국에 발효된 다수의 국제협약에서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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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영화저작물의 공개 실연 등의 공중전달권(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및 위 권리의
제한 및 예외가 허용되는 조건에 관한 3단계 테스트(tree step test)를 규정하고 있고, 위 3단계
테스트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심사의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다(헌재 2005. 10. 27.
2003헌바50등 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참조).
○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① 비교법적으로 유사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힘든
점 ② 이와 유사했던 일본의 구 저작권 법령이 국제협약과의 합치성 논란 끝에 1999년 삭제된
점 ③ 심판대상조항의 적용 예외를 정한 저작권법 시행령의 내용이 확대되어 왔지만 ‘공중의
문화적 혜택’ 수준이 감소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일상 경험에서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상업용 음반 등을 공연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저작재산권자 등으로부터
비권리자에게 이전하는 수단일 뿐, 공중의 문화적 혜택 수준을 올리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 심판대상조항은 권리가 제한되는 예외를 일부･특별한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
하면 일률적으로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한다.
다수의견은 시행령 조항이 폭넓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보나, 하위규범이 법률조항의 위헌성
을 치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헌법 제22조 제2항 문언에 반한다. 또한 상업용 음반 등이
공중에 알려져서 누릴 수 있다는 간접적 이익은 불확정적이고 개인마다 편차가 크며, 영상저작물
은 보통 반복시청률이 낮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 통상 상업용 음반 등의 판매 수익은 물론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공연하여 발생하는 2차적 수익까
지도 저작재산권자 등의 정당한 이익에 포함된다고 기대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침해되는
사익은 매우 중대한 반면, 이로 인해 실제로 달성하는 공중의 문화적 혜택이라는 공익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있다 해도 미미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
○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
하였다.
<출처: 헌법재판소 전자헌법센터>

▶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한 사람을 처벌하는 여권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헌법재판소, 2016헌마945, 종국일자 2020.02.27, 기각,
각하)
■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2020년 2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한 사람을 처벌하는 여권법(2014. 1. 21. 법률 제1227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3호가 헌법에 위반
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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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청구인은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인 ○○(이하 ‘이 사건 국제 비정부기구’라 한다)에 ‘긴급구호 아동
보호자문관’(Child Protection in Emergencies Advisor)으로 채용된 자로서 2016. 9. 26. 이라크 지역
에 파견을 지시받았다. 외교부장관은 2016. 7. 25. 외교부고시 제2016-3호로 이라크에 대한 여권의
사용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 기간을 2016. 8. 1.부터 2017. 1. 31.까지 연장하였다.
○ 청구인은 2016. 10. 7. 외교부에 2016. 10. 15.부터 2016. 12. 20.까지 이 사건 국제 비정부기구의
긴급구호 아동보호자문관으로서 ‘이라크 시리아 난민 긴급구호 인도적 지원’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외교부는 2016. 10. 12. 이 사건 국제 비정부기구가
여권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의 국제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허가신청을 반려하
였다.
○ 이에 청구인은, 여권법 제26조 제3호와 여권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1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여권법(2014. 1. 21. 법률 제1227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3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와 여권법 시행령(2016. 5. 13. 대통령령 제27166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여권법(2014. 1. 21. 법률 제1227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7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
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
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
여권법 시행령(2016. 5. 13. 대통령령 제27166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의 경우에
는 법 제17조 제1항 단서(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이하 “예외적 여권사용등”이라 한다)를 허가할 수 있다.
1. 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하 “여권사용제한 등”이라 한다)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3.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배우자
나.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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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4.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한다)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결정주문
1. 여권법(2014. 1. 21. 법률 제1227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3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판단 - 각하
○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 신청에 대해 외교부장관이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따른 거부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 또한 예외
적으로 직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
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이 사건 처벌조항에 대한 판단 -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여부(기각)
○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국외 위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대한 피해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도 어렵다. 또한 국외 위난상황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외교적 분쟁, 재난이
나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목적은 국외 위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
하고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해 국가･사회에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한 사람을 형사처벌하
도록 하여 이를 사전에 억지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다.
○ 이 사건 처벌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국제 테러리즘이 심각한 국제문제로 대두되면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사후적 대처만으로 그 피해를 줄일 수 없게 되었다. 특히 2007년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나
라 국민 23명이 탈레반 무장세력에 납치되어 억류 도중에 2명이 살해당하고 나머지 21명은
42일 만에 석방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당시에도 국외 위난상황을 알리는 제도가 있었지만
위와 같은 사건을 예방할 수 없었다. 이를 계기로 여권법에 이 사건 처벌조항을 도입하여 여행금
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 이 사건 처벌조항은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형벌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그 경고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국외 위난상
황으로 인해 발생한 개인의 피해와 국가･사회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보면 소수의 일탈이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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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모방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의 수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형벌 외의 방법으로는 이
사건 처벌조항과 동일한 수준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 외교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사건 처벌조항으로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가벌성
이 제한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이 비교적 경미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으로 인하여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다.
○ 국외 위난상황이 우리나라의 국민 개인이나 국가･사회에 미칠 수 있는 피해는 매우 중대한 반면,
이 사건 처벌조항으로 인한 불이익은 완화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이 법익의 균형성원칙
에 반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결정의 의의
○ 1995년 여행허가제가 폐지된 이후 해외여행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인정되었지만, 2000년대 들어서
국제 테러리즘이 대두되고 실제 국민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을
위해 여행금지제도･예외적인 여행허가제도･이 사건 처벌조항 등 관련 제도가 도입되었다. 특히 2007
년에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납치 사건이 발생하면서 관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부분으로서 해외여행의 자유도 중요한 기본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외 위난
상황은 개인의 생명･신체나 재산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도 중대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여행의 자유를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해외여행의 자유를 제한 없이
인정한 결과 외교적 분쟁, 재난이나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사회적 혼란이 발생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처벌조항이 제한적으로만 적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벌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
하였다.
<출처: 헌법재판소 전자헌법센터>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6525, 판결)
【 판시사항 】
[1] 환경부고시(제2017-188호) [별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중 가.항 (1)호의 ‘금속폐기물 또는 다
음 성분(안티몬 등 9개 금속)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Metal wastes and waste consisting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안티몬 등의 합금으로 구성된 금속폐기물에 한정되
는 것이 아니라 금속폐기물 자체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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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을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 금속폐기물인 ‘폐유에 오염된 폐엔진’을 수입하였다고 하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폐엔진은 수입허가가 필요한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 및
유해 폐기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
[1] 유해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의 통제와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바젤협약,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고시(제2017-188
호) [별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중 가.항 (1)호의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안티몬 등 9개
금속)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Metal wastes and waste consisting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
의 체계와 구조, 문구, 내용,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환경부고시(제2017-188호) [별지] 수출입규
제폐기물의 품목 중 가.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안티몬 등의 합금으로 구성된 금속폐기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금속폐기물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을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 금속폐기물인 ‘폐유에 오염된 폐엔진’ 147.529t을 수입하였다고 하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폐유에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 위 폐엔진은 환경부고시(제2017-188호) [별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중 가.항 (1)호의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안티몬 등 9개 금속)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
(Metal wastes and waste consisting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속폐기
물’에 해당하고, ‘오염되지 않은 금속스크랩’ 등 유해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의 통제와 규제를 목적으
로 하는 바젤협약 목록B에 규정된 제외 품목에도 해당하지 않아 결국 수입허가가 필요한 수출입규제
폐기물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위 폐엔진이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폐기물국가간이동법 및 유해 폐기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참조조문 】
[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0조 제1항, 제28조 제1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2017. 10. 19. 환경부고시 제2017-188호) 제1조 [별지], 제2조 [별표
2], 폐기물관리법 제2조 3호 [2]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0조
제1항, 제28조 제1호, 제31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2017. 10. 19. 환경부고시 제2017-188
호) 제1조 [별지], 제2조 [별표 2], 폐기물관리법 제2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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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문】
【 피 고 인 】 피고인 1 외 1인
【 상 고 인 】 검사
【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19. 5. 2. 선고 2018노4944 판결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2.~2018. 2. 동안 수출입규제폐기물인 금속폐
기물(폐유에 오염된 폐엔진, 이하 ‘이 사건 폐엔진’이라고 한다) 147.529t을 수입하였고, 피고인 2 주식회
사는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환경부고시(제2017-188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중 가. (1) ‘금속폐
기물 또는 다음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Metal wastes and waste consisting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안티몬 등의 성분이 포함된 금속폐기물 및 폐기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1이 수입한 금속폐기물인 이 사건 폐엔진에 안티몬 등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가. 성분과 상관없이 ‘금속폐기물’ 자체를 수출입규제폐기물로 해석하는 경우, 이 사건 고시 [별표
2]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품목 제24호에서 정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인 ‘폐금속류’와 중복된다.
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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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은 수출입규제폐기물과 수출입관리폐기물로 양분되어 있는데, 성분과 상관없
이 모든 금속폐기물이 수출입규제폐기물이자 수출입관리폐기물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Metal wastes and waste consisting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에서
‘consisting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은 ‘waste’뿐만 아니라 ‘Metal wastes’도 꾸며주는
것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바젤협약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요
(1) 유해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의 통제와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바젤협약의 폐기물 목록A는 수출입
규제가 필요한 유해 폐기물을, 목록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해하지 않은 폐기물을 각
규정하고 있다.
(2) 바젤협약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 중인 폐기물국가간이동법과 시행령은 바젤협약 목록A와 목록B
를 바탕으로 수출입규제가 필요한 폐기물과 그 외의 수출입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
법 제2조 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조 제1호,
시행령 제2조).
(3) 이에 따라 이 사건 고시는 [별지]에서 바젤협약 목록A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수출입규제폐기물로
규정하면서, 가.항 (1)호에서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안티몬 등 9개 금속)의 합금으로 구성
된 폐기물(Metal wastes and waste consisting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 중 목록B에
열거된 폐기물을 제외한 나머지 폐기물을 규제대상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항’
이라고 한다).
나. 사안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폐엔진이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다. 그리고 이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규제대상 폐기물에 금속폐기물 자체가 포함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안티몬 등의 합금으로 구성된 금속폐기물만이 포함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전자
는 이 사건 조항의 영문에서 consisting of 이하 문구가 폐기물(waste)만을 수식한다고 보는 견해를, 후자
는 금속폐기물(metal wastes)도 수식한다고 보는 견해를 전제로 한다.
다. 이 사건 조항의 해석
바젤협약, 폐기물국가간이동법 및 시행령, 이 사건 고시, 이 사건 조항의 체계와 구조, 문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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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안티몬 등의 합금으
로 구성된 금속폐기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금속폐기물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하다.
(1) 바젤협약 목록A 및 이 사건 고시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에서 이 사건 조항이 위치한 가.항의
영문 제목은 ‘Metal and metal-bearing wastes’이므로 위 제목은 ‘금속폐기물(metal wastes)’과 ‘금
속을 함유한 폐기물(metal-bearing wastes)’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가.항에서 규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22개의 품목들은 ‘안티몬 등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
을 비롯하여 각종 compounds(금속화합물), sludges(슬러지-금속찌꺼기), residue(금속잔재물), ashes(금속
소각잔재), etching solution(용해된 구리를 포함한 부식액), assemblies or scrap(조립품 또는 스크랩),
dross(불순물) 등의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거나(consisting of), 오염되거나(having as contaminants), 발생
하거나(from), 위 물질들을 함유물로 포함하거나(having as constituents), 함유한(containing) 폐기물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폐기물들은 모두 가.항 제목 중 ‘금속을 함유한 폐기물(metal-bearing wastes)’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제목 중 ‘금속을 함유한 폐기물’을 제외한 ‘금속폐기물’에 상응하여 가.항 품목 중 규제대상
품목으로 언급된 금속폐기물은 이 사건 조항의 금속폐기물이 유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규정된 금속폐기물은 가.항 제목에서 언급된 금속폐기물 자체로 보는 것이 제목
과 내용이 서로 부합하는 해석이고, 그와 달리 안티몬 등의 합금으로 구성된 금속폐기물로 한정하여 해석
하는 경우 제목에 규정된 금속폐기물이 정작 규제대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2) 이 사건 조항을 원심과 같이 ‘안티몬 등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과 ‘안티몬 등의 합금으로 구성
된 금속폐기물’로 해석하게 되면 금속폐기물은 폐기물에 포함되므로 전단의 문구만으로 규제대상
을 특정하기에 충분하여 굳이 후단 문구가 추가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한 ‘합금으로 구성된 금속’은 그 자체가 바로 합금이므로 그 폐기물을 ‘합금으로 구성된 금속폐기물’
로 표현하는 것은 일종의 동어반복에 해당하여 단순히 ‘합금폐기물’로 표현하면 족하다.
결국 원심과 같이 해석하면 이 사건 조항은 규제대상으로 ‘안티몬 등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을
규정하면서 그와 사실상 차이가 없거나 구별의 실익을 찾기 어려운 ‘안티몬 등의 합금폐기물’을 다시
규정하는 셈이 되어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구조가 된다.
(3) 이 사건 조항은 바젤협약 목록B에 열거된 폐기물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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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목록B에서는 귀금속(precious metal), 철 및 강철 스크랩(iron and steel scrap), 오염되지 않은
금속 및 금속합금 스크랩(부피가 크게 마무리된 형태)[Clean, uncontaminated metal scrap, including
alloys, in bulk finished form (sheet, plate, beams, rods, etc)] 등 안티몬 등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과
무관하게 금속폐기물에 속하는 품목들을 다수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목록A 규제대상에서 제외할 특정 금속폐기물들을 목록B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필연적으로 목록A 규제대상에 금속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만일 원심과 같이 목록A에
금속폐기물이 아니라 안티몬 등의 합금으로 구성된 금속폐기물만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면 안티몬 등의
합금으로 구성된 금속폐기물과 무관한 다양한 특정 금속폐기물을 목록B에 포함하여 목록A에서 제외하
도록 규정한 이 사건 조항의 구조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목록A에 금속폐기물(metal wastes)이라는 일반적인 품목을 포함시키되, 목록B
에서 구체적인 금속폐기물 품목들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인 규제대상 금속폐기물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바젤협약 및 이 사건 조항은 목록B에서 매우 다양한 금속폐기물들을 규제대상에
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금속폐기물을 이 사건 조항에 포함된 것으로 보더라도, 유해한 성분을 함유
하거나 그러한 성분들로 오염되어 있지 않다면 거의 대부분의 일반적인 금속폐기물은 규제대상에
서 제외된다.
따라서 금속폐기물 자체가 이 사건 조항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성분과 상관없이 모든 금속폐
기물이 과도하게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위와 같은 해석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이 사건 고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품목(이하 ‘이 사건 관리품목’이라고 한다)은 제24호에서 ‘폐금
속류’를 관리대상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관리품목은 바젤협약이나 이 사건 조항의 수출입규제폐기물 품목과 그 구조와 내용을
매우 달리하고 있고, 폐석재류(14호), 폐목재류(20호), 폐금속류(24호), 폐유리류(25호) 등 재료별로 매우
광범위하게 관리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위 관리품목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분진(4호, A2050), 폐석고 및 폐석회류(12호,
A2040), 석탄재 등 연소잔재물(13호, A2060, A4160), 동식물성 잔재물(17호, A3110), 폐전기･전자제품
의 스크랩(18호, A1180), 폐목재류(20호, AC170), 폐주물사 및 폐사(22호, AB070, AB130), 폐유리(25호,
A2010) 등은 경우에 따라 목록A 규제대상에도 해당하고 관리대상에도 해당하는 모순･저촉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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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모순･저촉을 피하기 위해서는 위 관리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목은 바젤협약 목록A 및
수출입규제폐기물 품목에 규정된 규제대상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만
한다. 위 관리품목 비고1 역시 ‘고시된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은 시행령 제2조 제3항
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에 해당한다’라고 규정하여 규제대상 폐기물은 관리대상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관리품목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만을 의미하므로, 결국
제24호에 규정된 ‘폐금속류’는 수출입규제대상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금속폐기물 중 사업장폐기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품목을 이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이 사건 조항에 금속폐기물이 포함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관리품목에서 폐금속류를 관리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충돌하거나 모순･저촉이
발생할 우려는 없다.
라. 그렇다면 폐유에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폐엔진은 이 사건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금속폐기
물’에 해당하고, ‘오염되지 않은 금속스크랩’ 등 바젤협약 목록B에 규정된 제외 품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수입허가가 필요한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폐엔진이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폐기물국가간이동법 및 유해 폐기
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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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2019. 12. 1. ~ 2020. 2. 29. ❚

- 자세한 내용 및 기타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 [뉴스･공지 > 보도자료] 참조
O 2019. 11. 25. ~ 26.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에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과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하였으며, 추후 발효 시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에서의 조세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O 외교부는 12.3.(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평화를 향한 유네스
코 포럼(Korea-UNESCO Forum For Peace)｣을 개최하여 평화를 위한 유네스코의 도전과제 및
한- 유네스코 간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해 논의하였다.
O 외교부는 제3차 한-캐나다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2019.12.3.(화)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며, 우리
측은 오현주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캐나다측은 앤드류 스미스(Andrew Smith) 외교부 국제원
조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O 외교부는 12.4.(수)-12.5.(목) 서울에서 ｢제5차 부산 글로벌파트너십 포럼｣을 개최하였다.
O 국립외교원은 12월 4일(수)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전환기 동북아 질서: 새로운 평화체제의 모색’
이라는 주제로 ｢2019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문제회의(2019 IFANS Conference on Global Affairs)｣
를 개최하였다.
O 정부(외교부 및 해양수산부)는 4일(현지시각) ‘국제해사기구(IMO) 제31차 총회’에서 임기택 사
무총장의 연임이 174개 모든 회원국의 지지와 축하 속에 최종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O 외교부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와 ‘국제법 논문경시대
회’ 시상식이 12.6.(금) 14:30 외교부 18층 리셉션 홀에서 개최되었다.
O 2019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의장국 칠레의 국내 사정에 따라 취소됨에
따라, 21개 회원국은 12.7(토) 싱가포르 소재 APEC 사무국에서 최종 고위관리회의(CSOM)를
개최하여, 올해 성과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하고 향후 진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O 외교부(장관 강경화)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2월 9일(월)부터 12월13일(금)까지 부산 벡
스코 제2전시장에서 ｢2019 북극협력주간(Arctic Partnership Week 2019)｣을 개최하였다.
O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우리나라 주도로 상정된 “사헬 지역에 대한 지원(Support to
the Sahel Region)” 제목의 결의안을 12.10.(화) (뉴욕 현지시간 기준) 컨센서스로 채택하였다.
O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1차 글로벌 난민 포럼｣ 참석 계기에
켈리 클레멘츠(Kelly Clements)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부대표와 12.16.(월) 면담을 갖
고, 세계 난민 동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한-UNHCR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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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조현 주유엔대사는 12월 16일 오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2020년도 의장단 선출을 위한
집행이사회 회의 주재를 끝으로, 지난 1년 간의 우리나라의 유엔개발계획(UNDP)･유엔인구기금
(UNFPA)･유엔사업서비스기구(UNOPS) 집행이사회 의장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O 강경화 외교장관은 12.15.(일)-12.1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14차 아시아-유럽[ASEM]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O 2020년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이하 P4G)’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12월
18일 오전 9시 30분 외교부 조세영 제1차관, 환경부 박천규 차관, 외교부 유연철 기후변화대사,
덴마크 및 P4G 사무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준비기획단 사무실(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O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12.17.(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글로벌 난민 포럼｣에 참석, 기조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가 전 세계 난민 문제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해나가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공약과 기여사항을 발표하였다.
O 2018.12.24. 공포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이 2019.12.25.(수)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개정 법률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O 외교부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12.23.(월)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장재복 공공외교대사, 김광
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주한외교사절단, 유네스코 유관 부처 및 기관 등 관계자들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유네스코의 밤｣을 개최하였다.
O 우리나라는 아프가니스탄의 재건 및 평화정착을 위해 군(軍) 훈련, 병참, 인프라, 지휘･통제체계
등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아프간 군신탁기금(ANATF : Afghan National Army Trust Fund)｣
이사회 공동의장직을 2020.1.6.(월)부터 1년 임기로 수임하게 되었다.
O 정기용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 1.16.(목) 오전
외교부 본부에서 에반 블룸(Evan T. Bloom)미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과 해양 및 환경 관련 국장
급 협의를 갖고, △해양 폐기물, △불법･비보고･비규제(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어업,
△해양환경보전 등 제반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O 제16차 한-EU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가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군나 비간트(Gunnar
Wiegand) EU 대외관계청 아시아태평양실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1.21(화) 브뤼셀에서 개최
되었다.
O 지난해 9월 19일 미국이 우리나라에 취한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국 지정조치가
해제되었다.
O 외교부는 우리 기업의 인도 수입규제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알기쉬운 인도의 수입규제｣책자를
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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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2.14(금) 오후(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제56차 뮌헨안보회의 개막
식에 참석하고, 연이어 열린 다자주의의 위기를 주제로 한 전체회의에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
관,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 등과 함께 참여하였다.
O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현장인력 보강(사건사고 영사인력 충원, 발리 분관 신설 등) 및 외교다변화
정책 강화를 위한 지역국 2개과 신설(유라시아2과･아프리카2과)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외교부
직제 개정안(총 81명 증원)이 2.18(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O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020.2.20.(목)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36개 회원국들의 컨센
서스에 의해 총회･이사회 의장으로 재선임되었다.
O 강경화 장관은 제43차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참석 계기 2.23(일)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
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최근 코로나바
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 대응 및 한-WHO 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O 강경화 외교장관은 제네바 개최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참석 계기, 미첼 바첼렛
(Michelle Bachelet)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2.24(월) 오전 면담하고, 우리 정부와 유엔인권최고대
표사무소(OHCHR)간 협력 방안 및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O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 참석중인 강경화 외교장관은 2.24(월) 오후(현지 시간)
기조연설을 통해, 2020-22년 임기 인권 이사국으로서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불평등, 차별,
혐오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기후변화, 디지털 기술, 신종 전염병 등 인권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O 강경화 장관은 2.25.(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2차 핵군축･핵확산금지조약(NPT) 관련 스
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에 참석, 핵군축 진전 및 NPT 평가회의의 성과 도출에 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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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서명
(2019-12-03)

① (사업소득)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

쉍 2019. 11. 25. ~ 26.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

* 사무실, 공장, 지점, 건설현장(9개월 초과 지

상회의 계기에 아래 2건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속), 자원탐사 및 개발(6개월 초과 지속) 등

에 서명하였으며, 추후 발효 시 해외에 진출한

② (건설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건설활

우리 기업의 현지에서의 조세부담 완화 효과

동 수행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

가 기대됩니다.

정하여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

득만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함(이중과
세협정 미체결시 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과
세 가능)

는 활동만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




히 함
③ (배당･이자･사용료소득) 캄보디아 세율보다

쉍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쁘락 소콘(Prak Sokhonn)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2019. 11. 25.
부산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외교장관 회담에
서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서명했습
니다.

낮은 세율을 적용토록 하여 우리 진출기업
의 현지 세부담이 경감됨
* 캄보디아 국내세율 14% → 조약상 적용가
능한 최고세율 10%
④ (국제운수소득) 국제항공소득은 기업의 거

◦ 이번 협정 체결로 캄보디아에 진출한 우리기

주지국에서만 과세 가능하고, 국제해운소득

업의 조세부담이 완화되고, 양국 과세당국간

은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하나 50%

협의채널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한국은 캄보디아의 2대 투자국이며, 250개
이상의 우리기업이 캄보디아에 진출

감면*됨
* 조세조약 미체결시 캄보디아 국내세율 14%
→ 체결후 7% (50% 감면)

◦ 아울러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

⑤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 캄보디아가 외

세회피 행위 방지를 위한 최근 OECD BEPS

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기업이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프로젝트 논

캄보디아에서 납부할 세금을 감면할 경우

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감면된 세액에 대해서 한국에서 외국납부세
액공제을 허용함*

쉍 이번에 서명된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은 국회 비준 동의 등 양국이 필요한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후 10
년간 유효
⑥ (조세회피 방지)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정

◦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발효될 경

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

우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배제 할 수

10개국과 모두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게 됩

있음

니다.

⑦ (조세협력 채널 신설)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조세정보교환, 징수협조 등

쉍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www.mofa.go.kr

169

| 외교부 소식 모음 |



 

표권
** 단, 특허권, 노하우, 장비사용료 등에 대해

쉍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부 티 마이(Vu Thi Mai)

서는 5% 세율 현행유지

베트남 재무부차관은 2019. 11. 27. 서울에서

④ (기술용역대가 신설) 경영, 기술 또는 자문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베트남

성격의 용역에 대한 대가에 대해 소득발생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습니다.

지국에서 과세 가능해짐(최고 7.5% 세율

◦ 이번 개정은 1994년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

적용)

협정 발효 이후 우리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크

⑤ (주식양도소득) 부동산 주식* 및 대주주(지

게 증가*하는 등 경제관계의 변화를 반영하기

분율 15% 이상) 주식 양도차익은 소득발생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지국에서 과세 가능해짐

* 한국→베트남 직접투자금액(백만달러):
(1994) 91 → (2018) 3,162

* 부동산이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법인
의 주식

** ‘88년 이래 對베트남 누적투자액은 595억
달러로 우리나라는 베트남 제1투자국
◦ 이번 개정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현지 조세부담이 완화되는 등 투자환경이 개

｢평화를 향한 유네스코 포럼｣ 개최
(2019-12-03)

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쉍 외교부는 12.3.(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유네
쉍 이번에 서명된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

스코 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평화를 향한 유

정의정서는 국회 비준 동의 등 양국이 필요한

네스코 포럼(Korea-UNESCO Forum For Peace)｣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을 개최하여 평화를 위한 유네스코의 도전과
제 및 한-유네스코 간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해

쉍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논의하였다.

① (건설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건설활

◦ 포럼에는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 총장(前

동 수행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

주미대사), △노보루 노구치 일본 유네스코협

정하여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회연맹 자문, △Alexandre Navarro(알렉상드

활동만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르 나바로) 유네스코 프랑스위원회 사무총장,

② (국제운수소득의 범위) 현지에서 면세되는

△James Bridge(제임스 브릿지) 유네스코 영국

국제운수소득*의 범위에 일시적인 컨테이

위원회 사무총장, △Dov Lynch(도브 린치) 유

너의 사용･관리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한 이

네스코 회원국협력 담당 과장, △Irakli Khodeli

윤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이라클리 코델리) 유네스코 자카르타 사무소

* 국제운수 운영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가능

인문･사회과학 담당 과장을 비롯한 국내 전문
가, 유관부처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

③ (사용료 소득) 기존 15%의 세율이 적용되던
사용료소득*에 대해 소득발생지국에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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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최고세율을 10%로 인하함

해 국가 간 갈등과 분쟁 해결에 있어 평화의

* 문학･예술･과학 작품에 관한 저작권, 상

문화 정착을 위한 유네스코의 역할에 주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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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공여국(’18년-‘19년 상반기 기준)

언급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원칙 및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

쉍 내년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가입 70주년(가입:

재 추진 구상에 대한 적극적 협력과 지지를 요

1950.6.14.)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포럼을 통

청하였다.

해 한-유네스코 협력관계 성과를 조명해보는

◦ 최근 유네스코의 ‘전략적 전환을 위한 고위급

한편, 향후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한-유네스

검토그룹*’위원으로 인선된 안호영 북한대학

코 간 협력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공유한

원대학 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유네스코의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개혁 과제로 △시민사회 및 민간 기관과
의 파트너십 강화, △대외 커뮤니케이션 전략
제고 등을 언급함.
* 전략적 전환을 위한 고위급 검토그룹(High-

제3차 한-캐나다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2019-12-03)

Level Reflection Group for Strategic Transformation): 유네스코의 2022-29년 중기전

쉍 외교부는 제3차 한-캐나다 개발협력 정책협의

략 수립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유네스

회를 2019.12.3.(화)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며,

코 사무총장이 위촉한 국제적 저명인사 12

우리측은 오현주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캐

명으로 구성

나다측은 앤드류 스미스(Andrew Smith) 외교

◦ 아울러, Dov Lynch 유네스코 회원국협력 담
당 과장은 유네스코의 ‘전략적 전환’ 조직개
혁의 최근 성과 및 주요 도전과제에 대해 소개
하고, 그간 한국 정부가 세계시민교육[GCED],

부 국제원조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
하였다.
※ 제1차 협의회 2010.9.29. 서울, 제2차 협의회
2014.5.23. 오타와 개최

소녀교육, 아프리카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등 유네스코의 주요 사업분야에 적극 기여해
온 점에 대해 사의를 표함.

쉍 양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개발원조위
원회[DAC] 내 중견 공여국으로서 △유엔 개발
체제 및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개발원조위

쉍 우리나라는 그간 유네스코 핵심 공여국**으로

원회[DAC] 개혁,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서 큰 규모의 기여를 해오고 있으며, 지난 11

이행 현황, △개발재원 조성 노력 등 국제개발

월에는 4회 연속으로 유네스코 집행이사국으

협력 분야에서 양측 관심사안 및 협력 방안을

로 당선*** 되는 등 한-유네스코 관계는 지속
발전되고 있다.

폭넓게 논의하였다.
* 2016-30년간 유엔 회원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

** 우리나라는 ‘19.11월 제40차 유네스코 총

한 지침을 제공하는 17개 목표(’15.9월 채택)

회에서 2019-23년 임기 유네스코 집행이

※ 2018년 공적개발원조[ODA] 잠정 통계 기준, 우

사회(Executive Board) 이사국으로 당선되

리는 23.5억불(29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어 2007년 이래 4회 연속 연임 달성

개발원조위원회[DAC] 공여국 중 15위), 캐

***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193개 회원국 중 10

나다는 46.5억불(9위) 기여

위 규모의 정규분담금 납부국(‘19년 분담
률 2.926%)이자 2위 규모의 자발적 기여

쉍 특히, 캐나다는 2017.6월 채택한 여성주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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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조정책에 기반하여 성평등 및 여성 권리

시 재무장관 등 40여개국 및 10여개 국제기구

증진에 힘쓰고 있고, 우리 정부 역시 2018년

에서 20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효과성 논의가

‘여성과 함께 하는 평화’ 구상을 출범하여 평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방

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만큼 동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데 대해 공감하였다.

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지속가능발전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경

쉍 이번 협의회는 올해 개최된 미국, 유럽연합[EU],
호주와의 개발협력 분야 정책협의에 이어 국

제･사회･환경 분야의 17가지 목표로 2015
년 유엔에서 채택

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 ①빈곤퇴치 ②기아종식과 농업 ③보건 ④

공여국과의 협력 기반을 확대한 것으로 평가

교육 ⑤양성평등 ⑥물과 위생 ⑦에너지 ⑧

된다.

경제성장 ⑨ 산업화 ⑩불평등 완화 ⑪지속
가능도시 ⑫지속가능소비생산 ⑬기후변
화 ⑭대양･바다･해양자원 ⑮생물다양성･

외교부, ｢제5차 부산 글로벌파트너십 포럼｣
개최 (2019-12-04)
쉍 외교부는 12.4.(수)-12.5.(목) 서울에서 ｢제5차

생태계 ⑯평화･제도 ⑰이행수단･글로벌
파트너십
쉍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은 개회사에서 ‘부산 글

부산 글로벌파트너십 포럼｣을 개최하였다.

로벌파트너십’이 변화하는 개발환경에 맞춰

◦ ‘부산 글로벌파트너십*’은 2011년 부산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포용성에 기반한 다주

개최된 ｢세계 개발원조 총회｣를 계기로 2012

체 협의체로서의 강점을 살려 신흥공여국의

년 출범한 개발효과성에 관한 협의체로, 우리

참여를 증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2014년부터 ‘부산 글로벌파트너십 포
럼’을 개최하여 동 협의체의 발전에 기여해

쉍 이번 포럼은 효과적인 개발협력 성과 도출을

오고 있다.

위해 세계 각국의 정책입안자 및 실행가들이

※ 부산 글로벌파트너십(GPEDC: Global Partner-

그간 일구어온 노력의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배움을 얻는 장으로서 의미있는 역할을 한 것

-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의 결과로

으로 평가된다.

2012.3월 출범한 포용적인 개발협력 협의

◦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개발효과성 논의의 동

체로, 공여국, 수원국 정부 뿐 아니라 시

력을 이어나가고, 국제 개발협력 논의에 주류

민사회, 민간부문, 의회 등 다양한 개발주

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체들이 참여
- 주인의식, 성과중심 개발, 포용적 업무협
력, 투명성 및 상호책무성이 4대 원칙

2019 외교안보연구소(IFANS)
국제문제회의 개최 결과 (2019-12-04)

쉍 이번 포럼은 엘리제 무넴브웨 따무꿈웨 콩고
민주공화국 부총리, 무스타파 카말 방글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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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전환기 동북아 질서: 새로운 평화체제의

◦ 옌쉐퉁 원장은 미국의 리더십 변화로 동아시

모색’이라는 주제로 ｢2019 외교안보연구소 국

아 지역의 지정학적 상황이 변하고 있다면서,

제문제회의(2019 IFANS Conference on Global

군사･안보 측면에서는 과거 이데올로기 기반

Affairs)｣를 개최하였다.

의 패권경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경
제적인 측면에서는 시장 또는 기술규범 구축

쉍 이번 회의는 ▲개회사(김준형 국립외교원장)

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강

와 ▲기조연설(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리고

조했다. 따라서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 동맹

▲총 3개의 회의로 진행되었다.

국 전략이 바뀌면서 국가들은 이슈별로 미･중
과 각각 협력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쉍 기조연설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평화, 공

덧붙였다.

동번영, 사람 중심의 외교정책 증진을 위해
“한국은 규범기반 국제질서에 입각한 중견국

쉍 제2회의는 “동북아 비핵무기지대의 탐구: 기

(middle power) 입장”이라면서, 한반도 및 동

존 사례의 교훈” 제하로 오영주 대사/국립외교

북아의 평화･안보를 위해 미국과 동맹관계를

원 경력교수의 사회하에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지속하면서 중국과도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Umebayashi Hiromichi) Peace Depot 특별고

강조하였다.

문/나가사키대 객원교수, 피터 헤이즈(Peter
Hayes) 노틸러스연구소장, 다니야르 쿠르바노

쉍 제1회의는 “동북아의 지정학, 공존의 공간인

프(Daniyar Kurbanov) 우즈베키스탄 국제문

가 충돌의 공간인가?” 제하로 문정인 대통령

제연구소장,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연세대 명예특임 교

/한국핵정책학회장의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

수의 사회하에 찰스 쿱찬(Charles Kupchan) 조

었다.

지타운대 교수/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과 옌

◦ 우메바야시 고문은 남북한 및 미･중･러･일 간

쉐퉁( Yan Xuetong)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

‘6자 조약(Six Party Treaty)’이 동북아 지역에

장의 강연이 있었다.

서 비핵지대[NWFZ]의 기본제도가 될 수 있

◦ 쿱찬 교수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 권력관

다면서, ▲북한 핵무기 및 그 생산시설의 완전

계 재편과 지정학적 불안정이 야기되면서 자

폐기 및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안보 보장이

유민주주의 가치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강조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역사에 뿌

◦ 헤이즈 소장은 북한 비핵화 선언이 구속력 있

리 깊은 성향들(고립주의, 일방주의, 보호주

는 법적 문서가 아니므로 구속력 있는 틀, 즉

의, 반이민･인종주의 등)을 이어받아 ‘미국 우

남북한 간 또는 다자간 조약 체결을 통해 북한

선주의’를 추구하면서 2020년 대선에서 재선

비핵화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능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 쿠르바노프 소장은 중앙아시아 비핵무기지대

향후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성과 거양 차원

사례를 통해 동북아 비핵지대 구축을 위해 핵

에서 북한과 비핵화 합의를 도출하려 할 것인

보유국들 간에 지속적인 설득 작업을 진행해

데, 그 과정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만 국한한다거나 성급하게 경제제재를 완화
해서는 안 된다고 쿱찬 교수는 역설했다.

쉍 제3회의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신 동북아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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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모색: 한국의 역할’ 제하로 김태환 국립외

제해사기구(IMO) 제31차 총회’에서 임기택 사무

교원 교수가 사회하에 전봉근 국립외교원 외교

총장의 연임이 174개 모든 회원국의 지지와 축하

안보연구소장, 죠셉 윤(Joseph Yuosang Yun) 미

속에 최종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국 평화연구소 선임고문, 추수룽(Chu Shulong)
칭화대 교수, 소에야 요시히데(Soeya Yoshihide)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직 임기는 4년으로 1회

게이오대 교수가 패널토론을 진행하였다.

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정부는 임 사무총장

◦ 전봉근 소장은 21세기 한국은 강대국 정치에

의 전문역량과 재임 중 업무성과를 바탕으로 먼저

휘말려 흔들리는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

40개 이사국으로부터 연임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

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며, 다자주의와 국제

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난해 11월에 열린 ‘제

규범을 중요시하여 미･중 전략 경쟁에 대비하

121차 국제해사기구 이사회’에서 임기 연장안을

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중소국가와 공조하는

통과시키는 성과를 이루었다.

‘글로벌 평화 교량 국가’로 나아가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모든 회원국의 지지를 통해

◦ 죠셉 윤 USIP 선임고문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연임이 최종 승인되었으며, 이로써 임기택 사무

위해서는 미･북 관계 개선이 필수적임을 강조

총장은 2016년에 제9대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이

하면서, 지금이 적기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래 2023년까지 8년 동안 유엔기구 수장을 맡게

미･북이 ▲비핵화(영변+알파), ▲제한적 제제

된다.

조치 완화, ▲관계정상화의 단계적 추진(종전
선언 및 외교공관 개설), ▲프로세스(process)

임 사무총장은 상선 승선경력과 30년간의 해양

구축이라는 4가지 측면에서 중간단계 협상결

수산 분야 공무원 재직 경력 등을 통해 실무와 행

과(interim deal)를 만들어 이에 합의해야 한

정능력을 고루 갖춘 종합 행정가로 평가받고 있

다고 재차 역설했다.

다. 1986년부터 국제해사기구의 각종 회의에 한국

◦ 추수롱 교수는 한국이 경제, 기술, 문화 강국

대표단으로 참석하였고,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으로 경제･사회면에서 모든 국가와 좋은 관계

는 국제해사기구 전문위원회 중 하나인 협약준수

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

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하였다. 또한, 국제해사기구

럼 아시아의 번영이라는 차원에서 역내 경제

연락관(1998~2001) 및 주영국대사관 공사참사관

발전과 협력을 주도하는 역할이 중요함을 강

(2006~2009)으로 재임하였다.

조했다.
◦ 소에야 교수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역

임 사무총장은 2016년 한국인 최초로 제9대 국

내 질서 모색을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일본의

제해사기구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국제해사

시각에 대해 발표하였다.

기구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으며,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균형감 있게 조율
하는 등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해 왔다.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연임
최종 승인 (2019-12-05)

특히, 재임기간 중 스마트･친환경 해운을 강조
한 ‘2018-2023년 국제해사기구 전략계획*’을 채

정부(외교부 및 해양수산부)는 4일(현지시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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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과, ‘국제해사기구

쉍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국제법 모의재판경연

선박온실가스 감축 초기전략’을 채택(2018. 4.)하

대회’는 지난 8월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되었으

는 등 환경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해운

며, 외교관의 특권면제와 접수국의 형사관할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해온 점이 높은 평

권을 주제로 한 가상적 상황을 두고, 참가 학

가를 받았다.

생들이 열띤 법리 공방을 펼친 끝에 수상팀이

* 국제해사기구가 향후 6년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협약이행 강화 등 집중해야 할 7개 분
야에 대한 전략을 포함하는 계획

선정되었다.
◦ 서울대학교 팀이 최우수팀으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연합팀이 우수팀으로 선정되었으
며, 최우수변론상은 김민수 학생(서울대학교

우리 정부는 이번 임기택 사무총장 연임을 계기

영어교육과)에게 돌아갔다.

로 해사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 분야의 국제규제에
대한 대응체계를 재정비하고, 해운 및 조선 관련

쉍 올해로 19회째를 맞은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산업계, 학계 및 정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에서는 전시점령 시 무력충돌 상황에서의 민

계획이다.

간인 보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법
적 방안, 국제조약과 양해각서[MOU] 등을 주

아울러, 국제대응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적극

제로 한 논문들이 제출되었다.

육성하여 선도적인 의제 발굴 등을 통해 국제 표

◦ 올해에는 이정문 학생(연세대학교), 임재성 학

준화를 주도하고, 국제규제로 인해 형성되는 새

생(한양대학교), 강예은 학생(연세대학교 법

로운 관련 산업분야를 선점하여 우리 해양산업

학전문대학원)이 각각 우수상을, 이혜민 학생

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

(서울대학교), 한샛별 학생(연세대학교), 강영

획이다.

준 학생(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각
각 장려상을 수상한다.

정부 관계자는 “임기택 사무총장의 연임 승인
과 국제해사기구 A그룹 이사국 10연속 진출을 계

쉍 두 대회는 국제법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이

기로 해양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입지를

해를 제고하고 국제법 분야 기초역량을 강화

다지는 한편, 해사 분야의 주요 정책을 주도하여

하는 학술경연의 장으로, 역대 수상자들 중 상

관련 산업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

당수가 학계･외교부 등 관련 분야로 진출하는

구를 찾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등 새로운 인재를 발굴･등용하는 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19년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 및
논문경시대회 시상식 개최’ (2019-12-05)

쉍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제법의 저변확대와 이를
통한 외교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제법 학계와
협력하여 다양한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

쉍 외교부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갈 계획이다.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와 ‘국제법 논문경
시대회’ 시상식이 12.6.(금) 14:30 외교부 18층
리셉션 홀에서 개최된다.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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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최종 고위관리회의 개최
(2019-12-07)

맵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강화 및 역량개
발을 위한 구체적 행동영역과 목표를 담은
로드맵

1. 2019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

※ 해양쓰레기 로드맵 : 우리나라와 칠레간 공

의가 의장국 칠레의 국내 사정에 따라 취소됨에

동으로 작성한 로드맵. 해양쓰레기 저감 및

따라, 21개 회원국은 12.7(토) 싱가포르 소재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개발, △역량

APEC 사무국에서 최종 고위관리회의(CSOM)

강화, △연구기술혁신, △자금조달 등 구체

를 개최하여, 올해 성과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

적 행동 영역 설정

하고 향후 진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우리

※ 불법어업(IUU : Illegal Unreported Unre-

나라는 이호열 외교부 국제경제심의관이 수석

gulated) 근절 로드맵 : IUU 어업 근절을

대표로 참석)

위한 APEC 회원국 간 △기술역량 강화,

◦ 칠레의 정상회의 취소 이후, 회원국들은 대체
개최 여부를 고려하였으나, 각국 정상들의 바

△협력, △추적, 관찰, 통제, 감시(TMCS)
기술 지원 등 구체적 행동 영역 설정

쁜 일정과 정상회의 개최에 필요한 준비 기간
촉박 등의 이유로 정상회의 개최는 어려운 것
으로 정리됨.

3. 또한, APEC 정상회의 취소로 당초 예정되었던
정상선언문을 합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칠레
는 “사람과 사람 연결, 미래 만들기”라는 주제

2.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는 △APEC 미래비

로 올해 1년간 논의된 결과물을 정리한 APEC

전, △ APEC 디지털 의제 향후 계획, △지역경

의장국 정상 성명서(세부내용 별첨 참조)를 발

제통합(FTAAP) 진전 방안, △ 포용적/지속가

표하였다.

능한 성장 추진방안, △ 신구조개혁의제 최종
평가 등 올해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진전 방향
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4. 한편, APEC 21개 회원국 대표들은 이번 회의
에 이어 12.9-11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개최

◦ 그간 정상회의 성과물로 준비했던 여성과 포

되는 2020 APEC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

용적 성장에 관한 라세레나 로드맵, 해양쓰레

에 참석, 2020년 APEC 회의를 위한 준비를 시

기 로드맵, 불법어업(IUU) 근절 로드맵 등 3

작할 예정이다.

개의 로드맵을 승인하여 향후 구체 이행방안

※ 2020년 APEC 회의 주요 일정

추진의 기반을 마련
※ APEC 미래비전 : 1994년에 선언된 보고르

카위 (1차) 2020.2.21-22, 푸트라자야 (2차)

목표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실현 기한을

2020.4.18-19, 코타키나발루 (3차) 2020.8.

2020년으로 설정함에 따라, 2020년 이후

14-15, 페낭 (최종) 2020.11.6.-7, 쿠알라룸

APEC의 미래비전(APEC Post-2020 Vision)

푸르

을 마련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

- 통상장관회의 : 2020.4.20.-21, 코타키나발루

- APEC 비전 그룹(AVG)의 미래비전 보고서

-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 2020.11.8-9, 쿠알

초안 작성 및 미래비전 수립 일정(2020
년) 채택
※ 여성과 포용적 성장에 대한 라세레나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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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북극협력주간｣ 개최 (2019-12-08)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가 북극연구를 시작한 지
20년이 되는 해이자, 우리나라와 노르웨이, 덴마

외교부(장관 강경화)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

크, 스웨덴 등 주요 노르딕 국가가 수교 60년을

혁)는 12월 9일(월)부터 12월13일(금)까지 부산 벡

맞이하는 해라는 점에서 금번 행사가 더욱 의미

스코 제2전시장에서 ｢2019 북극협력주간(Arctic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Partnership Week 2019)｣을 개최한다.
* (주최) 외교부, 해양수산부 / (주관) 한국해양

9일(월) 개막식에는 오운열 해양수산부 해양정

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

책실장이 참석하여 개회를 선언하고, 오거돈 부산

연구소 / (협력) 주한덴마크대사관, 주한노르

시장이 환영사를 할 예정이다. 이어, 클레오파트

웨이대사관 등 국내외 12개 기관

라 도움비아-헨리 세계해사대 총장 및 킴 홀멘 노
르웨이 극지연구소 부소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올

북극협력주간은 2016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4

해 북극 다산기지로 연구체험을 다녀온 ‘21C 다

회째를 맞이한 행사로, 국･내외 북극 전문가들이

산주니어’ 청소년들이 생생한 북극 방문 체험기를

모여 북극 관련 경제, 과학, 산업, 문화 등 다양한

영상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북극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
는 자리이다.

10일(화) 정책의 날에는 권세중 외교부 북극협
력대표, Einar Gunnarsson 북극이사회 고위관리

2019년 북극협력주간은 ‘북극협력, 경계를 넘

(Senior Official)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

어(Cooperation Beyond the Borders’라는 주제로

라와 주요 노르딕 국가 간 수교 60년을 기념하여

열리며, 전통과 현대의 경계, 과학과 정책의 경계,

이들 나라와 향후 북극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

북극권과 비북극권의 경계를 뛰어넘어 북극발전

고 과학지식과 정책의 융합 가능성 및 전망을 모

을 위한 협력 및 상생방안을 논의한다.

색한다.

이번 행사에는 오운열 해양수산부 정책실장, 권

11일(수) 과학기술의 날에는 그 동안 북극에서

세중 외교부 북극협력대표, 클레오파트라 도움비

수행된 과학 연구결과와 러시아 등 외국의 북극개

아-헨리(Cleopatra Doumbia-Henry) 세계해사대

발 전략에 대해 듣는다.

총장, 아이나르 군나르손(Einar Gunnarsson) 북극
이사회 고위관리(Senior Arctic Official)회의 의

12일(목) 해운의 날에는 북극항로에 대한 선박

장, 오거돈 부산시장 등 국내･외 정부기관, 국제기

운항 평가, 북극항로를 통한 한국-북동아시아 잠

구 및 산･학･연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

재 화물 분석 등 북극 해빙(解氷)으로 인한 새로운

이다.

북극 항로 운항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논의
한다.

이번 행사는 ▲ 9일(월) 개막식 ▲ 10일(화) 정
책의 날 ▲11일(수) 과학기술의 날 ▲ 12일(목) 해

13일(금) 자원의 날에는 북극 기후변화에 따른

운의 날 ▲ 13일(금) 자원의 날로 정하여 분야별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북극권 원주민들의 생활현

북극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학술행사를

황 등 자연과 인문자원에 대해 토의한다.

진행한다.

www.mofa.go.kr

177

| 외교부 소식 모음 |

이 외에, 일반국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북극
사진전 및 극지 영상물 상영 등 다채로운 부대행
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 자세한 사항은 극지이야기 누리집

의 결실로서 유엔에서의 우리의 위상과 역할
의 가시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평화구축위원회[PBC, Peacebuilding Commission]
: 분쟁지역 재건과 평화구축을 지원하는 총회

(www.koreapolarportal.or.kr) 또는 북극협력

-안보리 공동산하 자문기구(위원국 : 31개국)

주간 사무국(대표전화, 070-8881-0518)에서

- 우리나라는 2017년 의장국, 2018년 부의장

안내중

국 수임을 비롯하여 5번째 PBC 위원국 수
임중(2009-10년, 2011-12년, 2015-16년, 2017-

권세중 북극협력대표는 “북극협력주간을 통해

18년, 2019-20년)

국내･외 북극 전문가들의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

◦ 사헬 지역이 직면한 테러, 저개발, 기후변화,

지고, 동 협력 플랫폼이 북극의 환경변화로 인해

강제 이주, 조직범죄 등의 위협은 아프리카뿐

인류가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아니라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場)이 되

력이 큰 문제로서 유엔이 다루고 있는 주요

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보현안
◦ 우리나라는 사헬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평화･안보와 개발을 종합적으로 고

우리나라 주도 아프리카 사헬 지역 관련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결의안
채택 (2019-12-11)

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으며 이번 결의
안 채택을 통해 이러한 통합적 접근방식이 보
다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쉍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우리나라 주

쉍 정부는 앞으로도 유엔의 평화･안보 활동과 개

도로 상정된 “사헬 지역*에 대한 지원(Support

발 활동 간 연계를 모색하고 관련 의제를 주도

to the Sahel Region)” 제목의 결의안을 12.10.

해 나감으로써 다자무대에서 우리의 입지를

(화) (뉴욕 현지시간 기준) 컨센서스로 채택하

강화하고 유엔이 추구하는 평화의 지속화 노

였다.

력에 지속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 사헬 지역 : 모리타니아,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차드 등 사하라 사막 남쪽의 경계 지역
◦ 이번 결의안은 우리나라 주도로 채택된 최초
의 ECOSOC 결의로, 사헬 지역 내 안보 및

이태호 2차관 유엔난민기구 최고부대표 면담
(2019-12-17)

인도적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유엔이
평화･안보와 개발 활동을 연계하여 지원의 효
과성을 높일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구성

쉍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1차 글로벌 난민 포럼｣ 참석 계기에
켈리 클레멘츠(Kelly Clements) 유엔난민기구

쉍 우리나라는 2017년 평화구축위원회[PBC]* 의

[UNHCR] 최고부대표와 12.16.(월) 면담을 갖

장국 수임 등을 통해 아프리카 지역 내 평화의

고, 세계 난민 동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지속화[sustaining peace]를 위하여 적극적으

한편, 한-UNHCR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협

로 기여해 왔으며, 이번 결의안은 이러한 노력

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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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글로벌 난민 포럼(Global Refugee Forum,
19.12.16-18, 제네바) : 유엔 “난민 글로벌 컴

위기 대응에 있어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
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팩트” 채택(‘18.12월) 이후 첫 후속회의로서,

◦ 또한, UNHCR에 대한 한국의 민간 기여가 지

난민 글로벌 컴팩트 이행을 위한 국가, 국제

난해 세계 2위에 달하는 등 정부뿐만 아니라

기구, 시민사회 등의 공약과 모범사례 발표

민간 차원에서도 UNHCR 활동에 관심과 성

※ 난민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on Refugees)

원을 보여주고 있음에 사의를 표명

: 전세계 난민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원칙, 공약 등을 담은 문서로, UNHCR 주도
하에 73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18.12월)

쉍 한편, 이 차관은 12.17.(화) ｢제1차 글로벌 난
민 포럼｣에 참석하여 기조발언을 통해 전 세계
난민 문제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

쉍 이 차관은 전세계적으로 난민의 취약성이 가중
되고 난민 위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UNHCR

를 표명하고, 이와 관련한 공약을 발표할 예정
이다.

이 난민 보호 및 위기 대응을 위해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고, 특히 이번 글로벌
난민 포럼 준비 과정에서 UNHCR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평가하였다.
쉍 이 차관은 우리 정부가 전 세계 난민에 대한

우리나라, 유엔개발계획(UNDP) 등
집행이사회 의장직 성공적 완수
(2019-12-17)

인도적 지원을 크게 확대해오고 있다고 하면

1. 조현 주유엔대사는 12월 16일 오전 뉴욕 유엔

서, UNHCR 2천만불 공여국 클럽의 일원으로

본부에서 개최된 2020년도 의장단 선출을 위한

서 UNHCR과 지속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집행이사회 회의 주재를 끝으로, 지난 1년 간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우리나라의 유엔개발계획(UNDP)･유엔인구기

※ 우리 정부 난민 지원 실적
- 3,058만불(15년)→5,129만불(16년)→6,395
만불(17년)→7,378만불(18년)→7,394만불
(19년)
※ UNHCR 2천만불 공여국 클럽 : UNHCR에

금(UNFPA)･유엔사업서비스기구(UNOPS) 집
행이사회 의장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 조현 대사는 지난 10월 주유엔대사 부임 직후
부터 전임 조태열 대사가 작년 12월부터 맡아
온 의장직을 이어받아 활동해 왔다.

연간 2천만불 이상 공여하는 국가들의 비공
식적 모임으로, 2019년 기준 한국, 미국, EU,

2. 1994년 유엔개발계획(UNDP) 등 집행이사회

독일, 영국, 일본,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출범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동 의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스위스, 호주, 이

장직 수임은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

탈리아, 핀란드, 벨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쿠

이 주도하는 유엔개발체제 개혁 이행이 본격화

웨이트, UAE, 카타르 총 21개국이 해당

된 첫 해에 이루어졌으며, 우리는 이와 같은 개
혁에 발맞춰 △각 기구와 민간기업을 포함한

쉍 클레멘츠 최고부대표는 한국이 단시간내에 난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 간 폭넓은 협력 관계

민에 대한 기여를 빠르게 확대해 온 신흥 공여

구축,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 △여타

국 중 하나라며 사의를 표하고, 전 세계 난민

유엔개발기구 집행이사회 의장단과의 긴밀한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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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등에 초점을 두고 의장직을 수행하였다.

상회의와 번갈아 격년마다 개최
※ 이번 제14차 외교장관회의는 “효율적인 다자

3. 이와 같은 우리의 의장 활동은 각 기구의 개발

주의를 위한 아시아와 유럽간 협력[Asia and

활동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감독하는 집행이사

Europe : Together for effective multilateralism]”

회의 고유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한 데

제하 개최

더하여, 집행이사회를 각 기구의 운영 방향에

- 51개 회원국 수석대표 및 유럽연합[EU] 외

관한 전략적 논의의 장으로 격상시키는 데도

교안보정책고위대표, 아세안[ASEAN] 사무

의미 있는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총장 참석

◦ 또한, 집행이사회 계기 각 기구 수장과 집행이
사국 간 상호대화(Interactive Dialogue)를 개
최하는 새로운 업무방식을 도입하였다.

2. 강 장관은“다자주의 체제 재활성화를 위한 아
시아-유럽 간 국제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주제
로 진행된 첫 번째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실시

4. 아울러, 우리는 의장으로서 집행이사회 논의를

하였다.

주도하면서도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한 공정하고

◦ 강 장관은 개방적 다자주의를 통해서만 기후

개방적인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다자체제의 안

변화 문제를 포함한 국제 도전 과제들을 효과

정성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

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면

았다.

서, 이를 위한 아시아-유럽 회의[ASEM] 차원
의 행동과 연대를 촉구하고, 한국은 규범 기반

5. 우리나라는 2015년 경제사회이사회(ECOSOC)

다자주의의 힘과 적실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의장, 2016년 인권이사회 의장, 2017년 평화구

있어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축위원회 의장을 수임한 데 이어 이번에 유엔

◦ 강 장관은 특히 우리 정부의 파리협정 이행

개발계획(UNDP)･유엔인구기금(UNFPA)･유

등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정책을 설명하고, 내

엔사업서비스기구(UNOPS) 집행이사회 의장 활

년 6월 한국에서“제2차 녹색성장과 국제목표

동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경제･사회 분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를 개최할

야는 물론, 유엔의 3대 분야로 일컬어지는 인

예정임을 소개하면서 이 정상회의의 성공적

권, 평화･안보, 개발 모두에서 우리 유엔 외교

인 개최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의 지평을 더욱 넓힌 것으로 본다.

◦ 또한, 강 장관은 한국 정부가 양성 평등 및
평화･안보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 증진을 위
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강경화 외교장관, 제14차 아시아-유럽
[ASEM] 외교장관회의 참석
(2019-12-17)

분야에서 지속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

1. 강경화 외교장관은 12.15.(일)-12.16.(월) 스페

※ 제14차 아시아-유럽[ASEM] 외교장관회의

나가고 있음을 소개하면서, 2021년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최 등을 통해 여성, 평화, 안보
였다.

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14차 아시아-유럽

구성 및 의제

[ASEM]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 전체회의 1(다자주의 체제 재활성화를 위

※ 아시아-유럽 외교장관회의는 아시아-유럽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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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양성평등, ▴해양폐기물
- 전체회의 2(아시아-유럽 간 지속가능한
연계성 구축) : ▴아시아-유럽 연계성 강
화를 위한 아시아-유럽 회의[ASEM]의
역할, ▴규범기반 무역체제 및 세계무역

2020년 P4G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현판식
및 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2019-12-18)
쉍 2020년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

기구[WTO], ▴2030 지속가능발전

한 연대(이하 P4G)’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 업무오찬 회의 : 국제 및 지역 현안

12월 18일 오전 9시 30분 외교부 조세영 제1
차관, 환경부 박천규 차관, 외교부 유연철 기후

3. 아울러 강 장관은 지역 및 국제현안을 다루는

변화대사, 덴마크 및 P4G 사무국 대표단이 참

업무오찬 회의에서 발언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

석한 가운데, 준비기획단 사무실(창성동 별관)

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

에서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부의 정책과 노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아시
아와 유럽 [ASEM] 차원의 지지를 당부하였다.
◦ 특히, 강 장관은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문 대통령이 밝힌 ▴전쟁
불용, ▴상호간 안전보장, ▴공동 번영이라는

◦ 외교부 유연철 기후변화대사가 준비기획단장
으로 임명되어(12.18.) 정상회의 준비를 본격
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참석기관 : 외교부, 환경부, 덴마크 외교부,
P4G 사무국

3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 P4G :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 중이

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라고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대화와

Global Goals 2030)

협력을 통해서만 실현 가능한 것임을 강조하
였다.

쉍 외교부 조세영 제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 강 장관은 한국 정부는 북한을 대화의 길로

대통령께서 작년 제1차 P4G 정상회의에 참석

지속 견인하기 위해 미국을 포함한 당사국 및

하여 기후변화 파리협정 이행 약속을 표명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데 이어 지난 9월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에 대한

우리나라의 내년도 P4G 정상회의 개최를 발

아시아-유럽 회의[ASEM] 차원의 지속적인 협

표하였음을 상기하고, P4G가 기후변화 대응에

력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있어서 민관 협력에 중점을 두는 이니셔티브
이며, 이러한 회의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준비

4. 이번 강 장관의 아시아-유럽 외교장관회의 참

기획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외교

석은 다자주의와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에

부 또한 기획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예

대한 아시아-유럽 회의[ASEM] 차원의 연대를

정이라고 언급하였다.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
를 표명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쉍 환경부 박천규 차관도 축사를 통해 “물, 식량･

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확인

농업,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 등 P4G의 5개

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활동 분야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자원순환 사
회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큰 관심을 갖
고 있는 분야”라면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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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발전 등 전 세계의 목표 달성을 위한 P4G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제2

이태호 2차관 ｢제1차 글로벌 난민 포럼｣
참석 (2019-12-18)

차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준비기획단을 중심으로 정부, 시민사회, 산업

쉍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12.17.(화) 제네바에서

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라

개최된 ｢제1차 글로벌 난민 포럼｣에 참석, 기

고 밝혔다.

조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가 전 세계 난민 문제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해

쉍 아울러, 제1차 P4G 정상회의 개최국인 덴마크

나가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위한

측 올레 통케(Ole Thonke) 외교부 성장고용국

우리 정부의 공약과 기여사항을 발표하였다.

장과 P4G 사무국 이안 드 크루즈(Ian de Cruz)

※ 제1차 글로벌 난민 포럼(Global Refugee Forum,

사무국장은 준비기획단 출범을 축하하고 향후

19.12.16.-18., 제네바) : 유엔 “난민 글로벌

2020년 P4G 정상회의 개최준비에 있어서 준

컴팩트” 채택(‘18.12월) 이후 첫 후속회의로

비기획단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서, 난민 글로벌 컴팩트 이행을 위한 국가,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의 공약과 모범사례

쉍 2020년 P4G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유연철

발표

기후변화대사를 주축으로 환경부, 산업통상

- (주요 참석자) Guterres 유엔 사무총장, Grandi

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

유엔난민최고대표, Erdoggan 터키 대통령,

산부, 산림청, 서울시 등 관계기관 공무원으

Khan 파키스탄 총리 등 공동개최국 5개국

로 구성되며, 내년 6.29.-30.*간 서울에서 개

(터키, 파키스탄, 코스타리카, 독일, 에티오

최될 제2차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피아) 포함 123개국 대표 참석

를 위하여 행사준비,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 난민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on Refugees)

홍보 등 본격적인 행사준비 활동을 벌여나갈

: 전세계 난민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예정이다.

원칙, 공약 등을 담은 문서로, UNHCR 주도

* 2020.6.28. 사전행사(Pre-summit)

하에 73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18.12월)
◦ 이 차관은 이번 포럼이 작년 채택된 ｢난민 글

쉍 2019.12.20.(금)에는 P4G 정상회의 개최 준비

로벌 컴팩트｣의 이상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를 위한 범부처간 협력방안 논의를 위하여 외

국제사회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역사적인

교부장관과 환경부장관 주재로 ｢2020년 P4G

계기라고 평가하고, 동 컴팩트에 대한 우리 정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 외교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부의 지지를 재확인
◦ 이 차관은 ｢난민 글로벌 컴팩트｣ 이행을 위해
2023년 제2차 포럼까지 이행할 우리 정부의

하고, 15개 관계부처 차관･차관보급 인사 및

공약을 아래와 같이 발표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동 위원회는 1차 회의

- 국제사회의 책임 및 부담 공유 차원에서, 난

를 통해 정상회의 기본계획, 준비현황 및 부처

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지속 및 확대(2019년

간 협업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약 7400만불 기여)
-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매년 관련 국
제회의 개최 및 인도적 지원 사업 시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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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환으로 분쟁하 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제

지원 사업, △KOICA의 민관협력사업 하 굿

기구 사업에 2020-2023년간 1200만불 지원

네이버스의 탄자니아내 부룬디 난민 지원

- 난민 문제 대응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간

사업 등을 소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 분야 민
관협력 채널 구축

쉍 이 차관의 이번 포럼 참석은 국제사회의 최우

- “인도적 지원-개발-평화(HDP: Humanitarian-

선 관심 의제중 하나인 전 세계 난민 문제 대응

Development-Peace)” 연계에 기여하는 방

을 위한 우리 정부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식으로 난민 관련 지원 확대(국제기구 협력

한국의 기여와 모범사례를 전세계에 공유하는

사업에 2019-2023년간 5천만불 이상 지원)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국내 난민 심사 및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제도적 인프라 구축 등 노력 지속
- 장기화된 난민 상황의 해결을 위한 국제사
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

개정 재외국민등록법 및 하위법령 시행
(2019-12-24)

쉍 한편, 우리 정부는 이번 ｢제1차 글로벌 난민

쉍 2018.12.24. 공포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

포럼｣ 계기 시민사회와 공동 주관하에 12.16.

법률이 2019.12.25.(수)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월) 아태지역에서의 난민에 대한 직업 및 생

동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개

계 분야 지원에 관한 부대행사를 개최하였으

정 법률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며, 이 차관은 동 부대행사에 참석, 개회사를
하였다.
※ 우리 주관 부대행사(12.16.)

쉍 재외국민등록법령 개정 주요 내용
◦ 외교부장관이나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자가 귀

- 공동 주최: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신고를 한 경우이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Korea NGO

거주 혹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에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

해당하면 해당 등록을 말소

tion], 굿네이버스(Good Neighbors International)

※ 말소제도가 도입되어 더 이상 재외국민 등

- 행사명: ｢아태지역에서의 전사회적 접근:

록대상자가 아닌 경우, 적극적으로 말소등

직업 및 생계분야 지원에서 다양한 이해관

록을 통해 실제와 부합하는 재외국민등록

계자간 협력 – 아시아에서 아프리카까지｣

관리가 가능

◦ 이 차관은 전 세계 난민 대응 노력 관련 아태

◦ 국내에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거주 또는

지역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난민의 경제적

체류하기 위하여 귀국한 사람에 대한 귀국신

자립성 제고를 위한 직업 및 생계 분야 지원,

고 제도를 신설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 재외국민이 귀국 후 신고하는 제도가 마련

이해관계자들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됨으로써 보다 정확한 재외국민 현황파악

- 이와 관련, 우리의 모범사례로, 우리정부가

가능

지원하는 △유엔개발계획[UNDP] 우간다 난

◦ 등록사항의 확인을 위한 서류 및 행정정보의

민 및 지역 여성 역량강화사업, △세계식량

공동이용을 통해 전산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계획[WFP] 이란내 아프간 난민 소득창출

명시하여 등록사무의 일관성 제고 및 서류제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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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의 불편함 경감

쉍 아울러, 신세경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특별홍

◦ 재외국민등록의 기간을 외국의 일정한 지역

보대사가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한국의 유네

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스코 가입 70주년을 축하하였고, 양방언 유네

90일 이내로 연장하여, 등록기간을 현실화

스코 한국위원회 평화예술홍보대사는 음악공

◦ 재외국민등록 시 여권번호, 체류국 최초 입국
일 등을 추가하고, 가능한 경우 전자메일, 국

연을 통해 내년도 70주년 기념행사가 성공리
에 개최되기를 기원하였다.

내 연고자 연락처 등을 함께 기재토록 하여,

◦ 이춘희 및 서정화 명창 또한 금번 행사에 참

보다 적확한 재외국민 보호정책 수립이 될 수

석,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아리랑’ 공연

있도록 함.

을 선보여, 주한외교사절단 등에 한국 무형문
화유산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쉍 이번 법령개정으로 재외국민등록사무의 정확
성이 제고되고, 재외국민의 편의가 크게 증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춘희 명창은 1997년 국가무형문화재 제
57호 경기민요 예능보유자로 지정
◦ 우리 정부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대한민
국 유네스코 가입 70주년을 기념하고자 2020
년에 기념식, 특별전시회, 교육･과학･문화 학

｢2019년 유네스코의 밤｣ 개최
(2019-12-24)

술포럼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추진 중이다.
쉍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유네스코 가입 70주년

쉍 외교부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12.23.(월) 그

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을 보여주며, 주한외

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장재복 공공외교대사,

교사절단, 민관기관 등으로 對유네스코 외교

김광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주한외

저변을 확대하는 주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

교사절단, 유네스코 유관 부처 및 기관 등 관계

가된다.

자들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유네
스코의 밤｣을 개최하였다.
쉍 금번 행사 계기 ｢대한민국 유네스코 가입 70주

우리나라, 아프간 군신탁기금(ANATF)
이사회 공동의장직 수임 (2020-01-07)

년 기념 슬로건 공모전｣시상식이 개최되어 최
우수상･우수상을 시상하였으며, 최우수작품인

쉍 우리나라는 아프가니스탄의 재건 및 평화정착

“유네스코 가입 70년! 평화를 심다, 세계를 품

을 위해 군(軍) 훈련, 병참, 인프라, 지휘･통제

다”기념 슬로건과 로고가 공식 선포되었다.

체계 등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아프간 군신

◦ 지난 11월에 시행한 슬로건 공모전은 2주간

탁기금(ANATF : Afghan National Army Trust

의 짧은 공모기간에도 불구하고 총 1,100여편

Fund)｣ 이사회 공동의장직을 2020.1.6.(월)부

의 응모작이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총 6개

터 1년 임기로 수임하게 되었다.

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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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ATF 이사회 공동의장국은 북대서양조약

※ 최우수상 1명(외교부장관상 및 상금), 우수

기구[NATO] 사무총장과 함께 매년 2/4분기

상 2명 및 장려상 3명(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에 브뤼셀 NATO 본부에서 개최되는 이사회

사무총장상 및 상금)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아프가니스탄 현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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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연간 3차례 개최되는 현장이사회를 NATO

개최(’22. 9월 경)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함으

아프간 고위민간대표와 함께 주재한다.

로써 해양 폐기물을 줄여나가고자 하는 양국

※ ANATF 이사회 : ANATF의 책임성･투명

간의 강한 의지를 공유하는 계기를 가졌다.

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각 공여국이 참여

* (주최기관) 제1차(’84)-제6차(’18): 미 해양대

하는 가운데 기금 집행상황 등을 감독하는

기청(NOAA) 주최 / 제6차(’18.3월): 미 해양

기구로, 주요 공여국(1년 단위 순환 수임)

대기청(NOAA) 및 유엔환경계획(UNEP) 공

및 NATO 대표가 공동 의장직 수임

동개최
◦ 아울러, 예비 IUU 어업국 지정 해제를 위해 미

쉍 우리나라는 그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중견국

측의 예비 적격 증명 결정(Preliminary Positive

으로서 아프간의 안정과 평화 정착을 위해 △

Certification Determination) 절차가 조속히 진

동의, 다산부대 파병(2002-07), △ 지방재건팀

행될 수 있도록 미 국무부 차원의 협조를 당부

[PRT] 운영(2010-14), △ 양자 공적개발원조
[ODA] 지원 및 △ 재정지원(2011-현재) 등을
실시해왔다.

하였다.
◦ 한편, 양국 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
제, 해양과 기후변화 등 다양한 해양환경보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쉍 이번 공동의장직 수임을 통해 국제사회의 對
아프간 지원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NATO와

쉍 상기 해양･환경 관련 회의 종료 후 권세중 외

의 협력도 한층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교부 북극협력대표는 에반 블룸 부차관보 대

된다.

행과 업무오찬을 갖고 양국 북극 정책을 공유
하는 한편, 한-미 양국간 북극 협력 강화 방안
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한미 해양･환경･북극 관련 국장급협의(1.16.)
개최 결과 (2020-01-16)

◦ 양국의 극지(남극+북극)업무 추진 체계에 대
해 설명하고, 한-미 양자간 북극협의회 개최
를 통해 북극이사회를 포함한, 북극 과학연구,

쉍 정기용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우동
식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 1.16.(목) 오

북극항로 등 포괄적 협력을 논의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전 외교부 본부에서 에반 블룸(Evan T. Bloom)
미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과 해양 및 환경 관련
국장급 협의를 갖고, △해양 폐기물, △불법･비
보고･비규제(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제16차 한-유럽연합[EU] 공동위 개최
(2020-01-22)

어업, △해양환경보전 등 제반현안에 대한 의
견을 교환하였다.

쉍 제16차 한-EU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가 윤
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군나 비간트

쉍 양측은 해양 폐기물 저감을 위한 양국의 노력을

(Gunnar Wiegand) EU 대외관계청 아시아태

소개하는 한편, 해양폐기물 관련 최대 국제행사

평양실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1.21(화) 브

인‘제7차 해양 폐기물 콘퍼런스(International

뤼셀에서 개최되었다.

Marine Debris Conference)*’를 우리나라에서

◦ 이번 공동위에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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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EU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EU측의 지속적인 정

사관 등 관계자 및 EU 대외관계청, 집행위원

보 공유와 사전 협의를 요청하였다.

회 통상총국 등 양측 대표단 약 50여명이 참

◦ 아울러, 우리측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석하였다.

안이 국회를 통과된 만큼, 진행 중인 ‘EU의

※ 한-EU 공동위는 2001년 이래 매년 서울,

적정성 평가[Adequacy Assessment]’ 논의가

브뤼셀에서 교대로 개최되고 있으며, 2012

가속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년부터 경제･통상을 다루던 기존 의제에서

※ EU는 적정성 평가를 통해 역외 국가가 EU

벗어나 정무･경제･안보･사회･문화 전반을

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의채널로 기능과 역할

가진 것으로 평가한 경우 별도의 요건 없이

확대

EU 개인정보의 이전 허용
◦ 한-EU 자유무역협정 ｢제13장 무역과 지속가

쉍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

능한 발전｣장의 이행 관련, 우리측은 세계노

하는 한국과 EU가 3대 협정(한-EU 자유무역

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향에 대해 설

협정, 기본협정, 위기관리활동참여 협정)에 근

명하였으며, EU측은 우리측의 노력을 평가하

거하여 포괄적인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

였다.

계를 심화시켜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 특히, 양측은 EU 신지도부 출범 직후인 2019

쉍 한편, 양측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현안이 되고

년 12월 1일 문재인 대통령과 폰 데어 라이엔

있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G20,

(von der Leyen) EU 신임 집행위원장 간 전화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무대에서 양측의

통화를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공조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통상･환경･개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을 상기하고,

인권 등 다자 현안에 있어 앞으로도 긴밀히 협

EU 신지도부 하에서도 양측간 고위급 인사

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활발히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 우리측은 올해 6월 29-30일간 제2차 ‘녹색성
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
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설명하

쉍 양측은 지난 1년간 한-EU 자유무역협정에 힘

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에

입어 경제･통상 관계가 확대, 심화되었음을 평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측 의지와 노력을 강조

가하고, 중소기업･클러스터 등의 산업협력, 정

하였다.

보통신기술[ICT]･과학기술･교통･문화 등 다

※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현황 및 성과를 점

(P4G,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검하는 한편, 양측 지역 전략인 우리의 신남

Global Goals 2030) : 기업･시민사회 등이

방･신북방 정책과 EU의 연계성 전략 간 협력

참여하는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녹색성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지속 가능발전, 파리협정과 같은 지구적 목

◦ 특히, 양측은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최근
동향과 1.31.(금)으로 예정된 브렉시트 대비
양측 준비상황을 공유하였으며, 우리측은 EU
및 영국을 당사자로 하는 국제협정들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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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달성을 가속화 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
(2017.9월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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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국 지정
4개월 만에 조기해제 (2020-01-22)

쉍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요청에 따
라, 지난해 10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
양수산부 합동으로 미국 무역대표부와 ‘한미

쉍 지난해 9월 19일 미국이 우리나라에 취한 예

자유무역협정[FTA] 환경협의’를 서울에서 개

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국 지정조

최하여, 우리의 불법어업 근절 노력을 충분히

치가 해제되었다. * IUU: Illegal, Unreported,

설명하였으며, 미국 해양대기청 및 국무부 당

Unregulated

국자와 양자협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였다.
◦ 이후 미국은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이 불

쉍 정부는 1월 21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해양대

법어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기청[NOAA]이 ｢예비 적격증명서[Preliminary

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예비 적격증명서 발급

Positive Certification Determination]｣를 발급
함으로써 예비 IUU어업국 지정 125일만에 불

쉍 앞으로 정부는 연내에 과징금 부과기준과 절

명예에서 벗어나 미국의 시장 제재조치 우려

차 등을 담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를 해소하고,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 국가 위

을 완료할 계획이며, 불법어업 근절 등을 위하

상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여 지난해 제안한 한미 수산협력 협의회 구성

◦ 2017.12월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이 남극수

을 미국측과 논의할 계획이다.

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조업하여 남
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보존

쉍 정부 관계자는 “IUU어업 근절을 통해 수산자

조치를 위반한 사유로 미국은 지난해 9월 자

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국 의회에 보고하는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

직면한 중요한 과제로서, 이번 일을 계기로 다

선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예비 IUU 어업

시는 IUU어업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불신과

국으로 지정

국민들의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업계,

◦ 당시 미국은 우리나라 ｢원양산업발전법｣상의
벌금형으로는 불법어업으로 획득한 경제적

시민단체와 함께 불법어업 재발 방지에 최선
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아 불법어
업 억제력이 미흡하다고 의회에 보고

쉍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미측에 의한 이번 예

◦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미국과 협의를 통해 과

비 IUU 어업국 지정 조기해제 조치는 우리 국

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양산업발

회의 초당적 협력에 따른 신속한 원양산업발

전법｣이 개정되면, 통상 예비 IUU어업국 지

전법 개정을 통한 법적 대응기반 강화와 그간

정 후 2년 후에 취해지는 해제결정을 이례적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가 각 분

으로 조기에 하기로 합의하였고, 정부와 국회

야별 협의 채널을 통해 우리측의 강력한 IUU

는 법안상정 후 4개월 만에 ｢원양산업발전법｣

어업 근절 의지를 충분히 설명한 결과이며, 무

개정 완료*

엇보다 전통적인 한-미 동맹의 상호신뢰관계

* 상임위 상정(’19.7.11.)→본회의 가결(’19.10.

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31.)→국무회의 통과(’19.11.19.)→공포(’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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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 뺷알기쉬운 인도의
수입규제뺸 발간 (2020-02-13)

외교정책>경제>국제경제동향 게시판에서
검색)

1. 외교부는 우리 기업의 인도 수입규제대응 역량

3.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수입규제대책반은 정

제고를 위해 ｢알기쉬운 인도의 수입규제｣책자

부 서한 발송, 조사당국 면담, 공청회 참석 등의

를 발간하였습니다.

활동을 전개하여 주요국 수입규제 조사･조치

◦ 인도는 우리 수출품에 대해 미국 다음으로 많

종결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은 수입규제를 부과하는 국가로서 2019년 말

◦ 구체적인 성과로는 △터키 철강 세이프가드

기준 총 32건의 수입규제조치가 부과 또는 조

조사 조치 없이 종료, △말레이시아 냉연강판

사 중이며,

(1300mm 이하) 반덤핑 재심 결과에서 한국산

◦ 특히 2019년 한 해 동안 반덤핑, 상계관세, 세

제외, △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시 한국

이프가드 등 총 12건의 신규 조사를 개시하는

산 제외, △과테말라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없

등 수입규제조치를 더욱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이 종료, △멕시코 스티렌-부타디엔 고무(SBR)

※ 2019년 말 기준 인도의 대한국 수입규제조

반덤핑 조사에서 우리기업 무혐의 판정 등이

치(조사중 포함)는 반덤핑 25건, 상계관세

있습니다.

1건, 세이프가드 6건

※ 對韓 수입규제조치(건, 조사중 포함) : ('15)
177 → ('16)184 → ('17)189 → ('18)193 →

2. 외교부는 수입규제대책반(반장 : 양자경제외교

(‘19)206

국 심의관)을 중심으로 재외공관 소재 현지대
응반, 관계부처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

4. 외교부는 2020년도에도 품목별(철강, 석유화학

여 우리 기업의 안정적 해외 수출시장 확보 노

등) 협회･단체, 국내외 법률･회계법인 등과의

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수입규제 인프라 및 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민관 합동

문성 제고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수입규제 대응 업무를 강

※ 수입규제 현지대응반 설치공관(14개국) : 인

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도, 미국, 중국, 브라질, 터키, 인도네시아, 호
주, 태국, 말레이시아, 캐나다, EU, 베트남,
이집트, 멕시코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에 발간된 ｢알기

강경화 장관, 뮌헨안보회의 다자주의 세션
참석 (2020-02-15)

쉬운 인도의 수입규제｣책자는 인도 수입규제
제도의 특징과 절차를 소개하고 인도 수입규

쉍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2.14(금) 오후(현지시간)

제 조사 대응시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제56차 뮌헨안보회의

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막식에 참석하고, 연이어 열린 다자주의의

※ 외교부는 2018년 ｢주요국 수입규제 가이드｣,

위기를 주제로 한 전체회의에 하이코 마스 독

2019년 ｢알기쉬운 미국의 수입규제｣를 발

일 외교장관,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 등과

간하였으며, 이번 ｢알기쉬운 인도의 수입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규제｣를 포함한 모든 책자는 외교부 홈페
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홈페이지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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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질서 내 다자주의(Westlessness in the world

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을 보편적 호소력을

: Multilateralism in a Changing International

지닌 문화적 사례로 제시하였습니다.

Order)
- (발언자) 강경화 외교장관, 하이코 마스(Heiko

쉍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은 미국이 세계 경

Maas) 독일 외교장관, 수브라마냠 자이샨카

찰 역할을 원치 않은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이

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장

다자주의 질서를 유지･강화하고 범대서양 안

관, 마그렛 베스타거(Margrethe Vestager)

보 협력 및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안정을

EU 집행위 수석부위원장, 린지 그레이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

(Lindsey Graham) 미국 상원위원

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사회자) 암리타 날리카(Amrita Narlikar)
독일 글로벌지역연구소(GIGA) 소장

◦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은 국제질서가 경
제, 정치적으로 서방에서 아시아 등으로 재균

※ 뮌헨안보회의는 1963년 창설된 세계 최대 규

형이 이루어지면서, 서방의 역할이 줄어든 다

모의 연례 국제안보 포럼으로, 안보 분야의

극체제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다보스 포럼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번 회

다자주의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 질 것이라고

의에는 주요국 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국

지적하였습니다.

회의원 등 350여명 참석

◦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미국 정부가 다자
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며, 보다 공평

쉍 강 장관은 그간 다자주의의 기초가 되어 온 민
주주의, 법치, 인권 등의 가치가 더 이상 서구

한 책임 분담의 차원에서 다자주의 제도를 개
혁하고자 하는 것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의 가치가 아닌 인류보편적 가치임을 강조하
고, 다자주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역할과 기여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쉍 뮌헨안보회의에 우리 외교장관이 전체회의 토
론자로 초청받아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

◦ 또한, 지역 차원의 협력 메커니즘이 부재한 한

로서, 이는 다자주의 강화와 관련 우리나라의

반도 및 동북아 지역이야말로 다자주의 정신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임을 언급하고, 한반도

강 장관의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우리나라가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이 더딘 상황이지만, 이

책임있는 중견국가로서 규범기반 질서 강화

를 지속 추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의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한 좋은 기회가 된 것

◦ 이와 관련, 우리 정부가 비무장지대(DMZ)의

으로 평가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을 통한 DMZ
국제평화지대화와 같은 다자 이니셔티브를 통
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
해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소개하였

재외국민 보호, 외교다변화 등을 위한
외교기반 강화 (2020-02-18)

습니다.
◦ 아울러, 유엔 창설 75주년을 계기로 유엔측에

쉍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현장인력 보강(사건사

서 젊은 세대의 세계시민 정신을 확산･강화하

고 영사인력 충원, 발리 분관 신설 등) 및 ▴외

기 위해 전 세계 젊은이들과의 대화 노력을

교다변화 정책 강화를 위한 지역국 2개과 신설

기울이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와 관련 영화 ‘기

(유라시아2과･아프리카2과)을 주요내용으로 하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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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외교부 직제 개정안(총 81명 증원)이 2.18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1990년 한･러 수교 이래 최초로 러시아 전
담과 신설

쉍 외교부는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재외국민 보

◦ 아프리카1과는 남동부 아프리카, 아프리카2

호 및 영사서비스 인력을 충원하여 우리 국민

과는 중서부 아프리카, 아프리카 인도양 도서

들이 전 세계 어디서든 안심하고 체류할 수 있

국 및 아프리카연합[AU]과의 협력 확대를 통

도록 지원하는 안전망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

해 더욱 심도 있는 아프리카 외교를 펼쳐 나갈

정이다.

예정이다.

◦ 365일 24시간 해외 체류 우리 국민들의 안전

◦ 작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

을 책임지고 있는 해외안전지킴센터 인력을

콩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모든 아

보강하는 한편,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

세안 10개국과의 정상급 상호 방문을 완료함

스 담당 인력 28명, ▴인력사정이 열악한 5개

으로써 더욱 강화된 신남방정책의 모멘텀을

의 1인 공관에 영사 5명 등 현장 인력들을 충

동남아 주요국의 공관 인력 충원을 통해 지

원할 예정이다.

속･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특히, 외교부는 지난 3년간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인력을 꾸준히 보강(2018년
39명, 2019년 14명, 2020년 28명)함으로써
2021.1월 예정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
사조력법｣시행에 차질없이 대비해 나가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총회･이사회 의장
재선임 (2020-02-21)

◦ 우리 방문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인도

쉍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020.2.20.(목) 글

네시아 발리에 분관이 신설된다. 발리지역은

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36개 회원국들의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이 소재하고 있는 자카르

컨센서스에 의해 총회･이사회* 의장으로 재선

타에서 1,200km 이상 떨어져 있어 영사조력

임되었다.

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분관 신설

* GGGI는 별도로 개최되던 정기 총회･이사회

로 보다 신속히 영사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전

를 2016년 이후 합동 개최하며 회장･의장을

망이다.

1인이 겸임
※ 역대 의장 현황

쉍 아울러, 신북방･신남방 정책 등 외교다변화 정
책을 보다 확대해나가기 위해 유라시아2과와
아프리카2과를 신설하는 한편, 주말레이시아
대사관, 주태국대사관 등 동남아시아 주요국
의 공관 인력을 충원해 나갈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유라시아1과는 러시아 업무를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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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의장 : 라스무센 前덴마크 총리(2012.
10월-2014.10월)
- 2대 의장 : 유도요노 前인도네시아대통령
(2015.1월-2016.12월)
- 3대 의장 : 반기문 前유엔 사무총장(2018.2
월-2020.2월)

하고, 유라시아2과가 중앙아시아 5개국 및 여

◦ 의장은(임기 2년, 연임 가능) GGGI 총회･이

타 신북방정책 대상 국가를 총괄하게 되어 대

사회를 주재하고,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 유

러외교 강화와 신북방정책의 본격적 이행에

엔총회, 유엔환경총회 등 주요 국제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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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I 대표로 참석하며, GGGI 및 그 활동을
지원

강경화 외교장관,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면담 (2020-02-23)

※ GGGI 이사회 의석은 17석으로 구성되며 의
장을 포함 5석이 민간이사로 구성

1. 강경화 장관은 제43차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참석 계기 2.23(일)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

쉍 반 의장의 재임 기간 동안 국제사회의 GGGI

예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세계보

활동에 대한 관심과 평가가 크게 제고*되었고,

건기구(WHO)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최근 코로

8개국**이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였다.(회원국

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 대

28개국→36개국으로 확대)

응 및 한-WHO 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

* 2018.6월 USAID(미국 국제개발처) PIO(공

하였습니다.

공국제기구) 지위 획득 및 2018.6월 UK
DFID(영국 국제개발부) 연간 평가 A+ 획득

2. 강 장관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 신규 회원국 : 파라과이, 통가, 스리랑카, 우

우리 정부의 범정부적이고 투명한 코로나19 대

즈베키스탄, 부르키나파소, 동카리브국가기

응 현황을 설명하고,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

구(OECS), 에콰도르, 앙골라

자 급증 등으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범정부적인 대응 체계를 대폭 강

쉍 파리협정 체결 및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화해나가기로 하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Development Goals, SDGs) 등 전 지구적 기

◦ 이에 대해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 관

후변화 대응의 상징적 인물인 반 전 총장의 의

련 우리 정부의 총력 대응을 평가하면서, 한국

장 재선임은 GGGI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정

이 견고하고 우수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고,

치적 모멘텀 확보 및 국제사회의 인지도 향상

메르스(MERS) 등에 대한 대처 경험도 보유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고 있어, 금번 코로나19 사태도 잘 극복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고, 이 과정에서 한

쉍 우리 정부는 GGGI 최대공여국이자 부의장국
및 감사당담국 수임 국가로서 GGGI가 명실상

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하였습
니다.

부한 중견 국제기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금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P4G 정

3. 아울러,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WHO가 코로나

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GGGI와

19 발생 이래 확산 방지 및 효과적 대응을 위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노력을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특히 전략적대응

※ 우리 정부는 금년 6.29.-30.간(6.28. Pre-Summit

계획(SPRP: Strategic Preparedness and Response

개최) 서울에서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

Plan)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보건시스템이 취

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약한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and Global Goals 2030, P4G) 정상회의 개최

고 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

예정

였습니다.
◦ 이에 대해 강 장관은 WHO를 중심으로 한 국
제사회의 공동 대응 노력의 중요성에 공감하
고, 우리 정부도 이러한 노력에 지속 동참하기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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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가겠다고 하였습

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갈

니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4. 양측은 작년 처음으로 개최된 한-WHO 정책대

◦ 바첼렛 최고대표는 우리 정부가 유엔인권최

화 등을 통해 한-WHO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

고대표사무소 활동을 적극 지원해주고 있는

어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올해 5월 한국의 WHO

데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양자간 협력이 지

차기 집행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향후 코로나19

속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대응 노력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보건안보를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하였습니다.

3. 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전 세계 분쟁하 성폭력

※ 강 장관은 상기 면담 직후 WHO의 전략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

운영센터(Strategic Health Operations Center)

참하고 있다고 하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를 방문, WHO의 코로나19 대응 현황 브리

재작년 출범한 ｢여성과 함께 하는 평화｣ 이니

핑을 청취하고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

셔티브를 소개하면서, 금년중 개최될 제2차 국

을 교환

제회의에 대한 최고대표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
했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 바첼렛(Bachelet) 유엔
인권최고대표 면담 (2020-02-24)

4. 바첼렛 최고대표는 우리 정부가 신기술과 인권,
지방정부와 인권 등의 분야에서 인권이사회 결
의 채택 등을 통해 논의를 주도해가고 있음을

1. 강경화 외교장관은 제네바 개최 ｢제43차 유엔

평가하였으며, 강 장관은 향후 동 분야 논의 진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참석 계기, 미첼 바첼

전을 위해 양측이 지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

렛(Michelle Bachelet)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2.24

가자고 하였습니다.

(월) 오전 면담하고, 우리 정부와 유엔인권최고
대표사무소(OHCHR)간 협력 방안 및 주요 인

5. 강 장관의 금번 유엔 인권최고대표와의 면담은

권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인권최고대표 사무소(OHCHR)를 중심으로 한

※ 인권최고대표(High Commissioner for Human

국제사회의 인권보호 증진 노력에 우리 정부가

Rights)는 유엔의 인권관련 업무 및 활동을

지속적으로 적극 동참할 의지를 표명하고, 분

총괄하는 최고 직책으로 1993년 비엔나 세계

쟁하 성폭력 문제, 신기술과 인권, 지방정부와

인권회의의 권고에 따라 설치

인권 등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한 양측의 이해와

- Bachelet 현 인권최고대표는 칠레 출신의

협력 의지를 제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

7대 최고대표로 2018.9월 취임

된다.

2. 강 장관은 바첼렛 인권최고대표가 2018년 취임
이래 다양한 현장 활동을 통해 전 세계 인권 보
호와 증진을 위해 매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강경화 외교 장관,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 (2020-02-25)

우리 정부는 2020-22년 임기 인권이사국으로
인권 위기 상황 대응과 새로운 도전과제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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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강경화 외교장관은 2.24(월) 오후(현지 시

조하면서, 올해 5월 광주에서 개최되는 제10

간) 기조연설을 통해, 2020-22년 임기 인권 이

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을 소개했습니다.

사국으로서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불평등,
차별, 혐오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기후변화, 디

4. 강 장관은 올해가 북경행동강령 25주년이자 안

지털 기술, 신종 전염병 등 인권에 영향을 주는

보리 결의 1325호 20주년으로, 그간 여성 인권

새로운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신장에 중요한 성취가 다수 있었으나, 여전히

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분쟁지역에서 성폭력이 전쟁수단으로 자행되
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용납할 수 없는 현실

2. 강 장관은 최근 빠르게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유엔 협약

대응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소개하고,

기구가 강조하듯 피해자 및 생존자 중심의 접

한국 정부가 관련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

근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

개해옴과 동시에 대응 역량을 강화해오고 있다
고 설명하였습니다.

니다.
◦ 우리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

◦ 또한, 최근 코로나19 감염 발생 국가 출신자

과 명예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현재와 미래

에 대한 혐오 및 증오 사건, 차별적 출입국 통

세대를 위한 역사적 교훈을 남기기 위한 노력

제 및 자의적 본국 송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

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작년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를
통해 로힝야, 시리아 여성 난민과 아프가니스
탄,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성폭력 피해자를

3. 강 장관은 신기술과 인권, 기후변화, 지방정부

지원하는 한편, 작년 7월에는 동 문제에 대한

와 인권 등 인권이사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

국제사회 인식 제고를 위해 국제회의를 개최

는 새로운 도전 과제를 대응하는 과정에도 국

하였으며 올해에는 피해자 중심 접근에 더욱

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습

초점을 맞춘 2차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

니다.

였습니다.

◦ 인권 중심 접근은 디지털 기술 시대에도 중요
하며, 한국 정부는 작년 6월 주도한 ‘신기술과

5. 강 장관은 작년 북한이 참여한 3주기 보편적정

인권’ 채택을 바탕으로 향후 인권이사회가 관

례인권검토(UPR)를 언급 하면서, 북한 당국이

련 논의를 확대하는 데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우리 정부가 권고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포

밝혔습니다.

함하여 북한이 수락한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

◦ 아울러, 기후변화 도전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

나가길 바란다고 하고,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

에서 올해 6월 우리 정부가 개최하는 ｢녹색성

특별보고관과 북한인권서울사무소와 계속해서

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정상회의가 COP26 초석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높이는 계
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6. 강 장관은 인권협약기구 재검토 등 유엔 인권
메커니즘이 중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고 하면

◦ 한편,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은 물론 지속가능

서, 국제사회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와

개발목표 달성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결의를 더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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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강조하고, 한국 정부가 이러한 국제사
회의 노력에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동참하겠

위해 매 5년마다 평가회의를 개최
- 금년 회의는 4.27-5.22간 뉴욕 개최 예정

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 회의 결과문서로 △공동선언문 및 △핵군축
관련 구체 행동이 담긴 부속서 채택

강경화 장관, 제2차 핵군축. NPT 관련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 참석
(2020-02-26)

※ 공동선언문 및 부속서 주요내용
1) 공동선언문(제목 : The NPT at 50: Advancing
Nuclear Disarmament, Securing Our Future)
- 올해 발효 50주년을 맞이하는 NPT 평가

쉍 강경화 장관은 2.25.(화) 독일 베를린에서 개

회의를 앞두고 NPT 및 NPT의 3대축(핵

최된 ｢제2차 핵군축･핵확산금지조약(NPT) 관

군축, 비확산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련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에 참석,
핵군축 진전 및 NPT 평가회의의 성과 도출에
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하였다.
◦ 우리나라 포함 핵비보유국 16개국 대표(장･

지지 재확인
- △NPT 공약 준수 및 핵군축 진전 필요
성, △핵보유국들의 핵위협 감소를 위한
투명성 제고 및 핵무기 역할 축소, △

차관급 또는 고위인사) 참석

New START 연장 및 차세대 군비통제

※ 이번 회의는 작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

준비, △핵실험 금지, △핵분열물질생산

서 개최된 제1차 회의에 이은 두 번째 장관

금지협약(FMCT) 협상 개시, △핵군축

급 회의

검증역량 개발 등 장려

- 참석국(16) : 독일, 스웨덴(이상 공동의장

- 비확산 이슈로서 △북한 비핵화 및 △이

국),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일본, 요르단,

란 핵합의(JCPOA) 보존 및 완전한 이행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아르헨티

중요성 강조

나, 카자흐스탄, 스페인, 스위스, 에티오
피아, 캐나다, 핀란드

- 이 밖에 △청년 교육, △핵무기 사용 및
실험 피해 지역에 대한 존중, △여성 참
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핵 비확

쉍 이번 회의는 올해 발효 50주년을 맞는 핵확산
금지조약(NPT) 평가회의의 성공을 위해 주요
핵비보유국간 핵군축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 입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
었다.
◦ 참석국들은 당면한 국제안보 상황 하 NPT 체

2) 부속서(제목 : Stepping Stones for Advancing
Nuclear Disarmament)
- (의의) 핵군축 진전을 위해 단기간 내 달성
할 만한 의미 있는 구체 행동(일명 stepping
stones) 식별

제 강화 및 이를 위한 2020년 NPT 평가회의

- (구체 행동) △핵무기 불사용 및 핵군축

성과 도출을 목적으로 핵군축･비확산 관련

진전, △New START 연장 및 확대 가능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 입장을

성 논의, △핵보유고 감소,△핵무기 역할

모색

축소, △핵보유국간/핵보유국-비보유국간

※ NPT 평가회의(Review Conference)

핵정책 등 논의 심화, △소극적 안전보장

- NPT 당사국들은 조약 이행상황 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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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A) 강화, △비핵지대 설립 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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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위협 감소 노력, △유사시 대비 소통채

노력할 필요성 강조

널 개선, △핵실험 금지･CTBT 발효 노
력, △핵분열물질 생산 금지･FMCT 협

쉍 또한, 강 장관은 북핵문제와 관련, 한반도의 완

상 개시, △IPNDV 등 핵군축 검증 역량

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개발, △청년 관여, △핵무기 사용 및 실

정부의 노력을 상세 설명하고, 이에 대한 국제

험 피해 지역 방문 등 장려, △여성 참여

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하였다.

제고 등 젠더 고려, △전략적 안정성 유
지에 관한 대화 심화, △국가별 NPT 이
행보고서 제출 등

쉍 우리나라는 금번 회의를 통해 국제 군축･안보
분야 주요현안인 핵군축･비확산 논의에 적극
참여한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쉍 강 장관은 조약 발효 50주년을 맞은 NPT가 다
자주의(multilateralism) 하에서 그간 국제 핵

의 위상과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
으로 평가된다.

군축･비확산 체제의 초석으로서 국제 평화･안
보에 기여해온 점을 평가하면서, 국제사회가

쉍 한편, 강 장관은 금번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

“핵 없는 세상”의 목표를 향해 NPT를 중심으

해 각국 대표들에게 우리 정부가 범정부 차원

로 핵군축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

에서 선제적으로 코로나19에 총력 대응하고

하였다.

있으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음

◦ 핵보유국간 대화를 통한 투명성 강화, 신뢰구

을 설명하였다.

축, 핵위협 감소 등의 중요성을 제기하는 한

◦ 또한, 최근 우리 국민에 대한 일부 국가의 출입

편, 점진적이고 실효적인 핵군축 진전을 위해

국 통제 사례와 관련하여, 과도한 조치를 자제

핵보유국 뿐만 아니라 핵비보유국 등 모든 국

하고, 우리 정부와의 긴밀한 사전 협조를 당부

가들이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하에 함께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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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제법률국 국제법 소통
❚ 기간 : 2019. 12. 1. ~ 2020. 2. 29. ❚

- 자세한 내용 및 기타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 [외교정책 > 조약･국제법 > 국제법 소통] 게시판 참조
O 제38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개최 결과 (2019-12-02)
O 제7회 국제법 타운홀 미팅 개최 결과 (2019-12-05)
O 2019년 국제법 모의재판/논문경시대회 시상식 개최 (2019-12-06)
O 제74차 유엔총회 제6위원회 회의(의제79: 국제법위원회(ILC) 보고서) 참석 결과(2019-12-13)
O 2020년 남극 정부조사단 남극 세종기지 방문점검 결과 (2020-02-24)
O 국제형사재판소(ICC) 제18차 당사국총회 결과 (2020-02-24)
O 집단살해방지협약 적용 사건(감비아 v. 미얀마) 관련 ICJ 잠정조치 명령 (2020-02-25)

제38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CCAMLR) 개최 결과 (2019-12-02)

근절 의지와 보존조치 이행 준수 의지를 표명하
여 많은 회원국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38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타회원국 보존조치 이행평가 관련해서는 6개

: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체약당사국의 7개 보존조치 위반에 관한 총 16건

Marine Living Resources)가 지난 10월 21일부터

이 지적되었습니다.

11월 1일까지 호주 호바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웨델해, 남극동부, 도메인1 해양보호구역(MPA)
금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보존조치 이행평

설립 관련, 회원국들 간 폭넓은 논의가 진행되었

가(2018 이행위원회 후속조치 관련), △타 회원국

으나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모든 제안서가 채택되

보존조치 이행 관련 주요 지적 사항, △해양보호

지는 못하였습니다. 동 제안에 대한 논의는 회기

구역(MPA) 논의, △기타 보존 조치 제･개정 등

간에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외 기타 보존조치 제･개정 논의가 있었고, 행
2018년에 CCAMLR 이행준수위원회는 우리나
라 선박 2척의 보존조치 위반 관련 후속 조치사항

정재정위원회에서는 2019년 회계감사 및 사무국
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해양수산부
는 금번 회의에서 △해당 선박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 △과징금 제도 도입을 위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현황, △남극 이빨고기 어획증명제도에

제7회 국제법 타운홀 미팅 개최 결과
(2019-12-05)

관한 고시 제정 현황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CCAMLR 회원국으로서 한국 정부의 불법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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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4일 경희대학교 청운관에서는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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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강의 시간을 활용하여 제7차 국제법 타운홀 미
팅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미팅에는 약 100여명

2019년 국제법 모의재판/논문경시대회
시상식 개최 (2019-12-06)

이 참석하여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2019년 제11회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 및 제
황준식 국제법률국 심의관의 어벤져스 영화 등

19회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시상식이 지난 2019년

을 소재로 한 쉽게 풀이한 외교와 국제법에 대한

12월 6일 외교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금년도 시

모두발언에 이어, 국제법률국 국제법규과 및 조

상식에는 강경화 장관을 대신하여 이태호 외교부

약과 담당자들이 미세먼지, 해수면 상승 등의 주

2차관이 수상자들에게 격려사를 전하면서, 국제

제와 관련한 유엔에서의 최신 국제법 논의 동향,

법은 여러 중요한 외교정책의 탄탄한 기반을 조성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의 사례를 든 조약체결

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 전문가들이 최

의 국내절차, 국제민간항공기구 제정 규범 소개

근 국제법위원회(ILC),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및 최근 우리측의 국제기구 선거 활동에 대한 생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국제기구에 진출하여 주

생하고 유익한 강연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

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국제

로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 담당자의 외교부의

법의 형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참여할 전문가 양

국제기구 진출 지원에 대한 설명회가 이어졌습

성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수상자들도 앞으로 국제

니다.

법 분야에서 활약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는 격려를
전하였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ILO 기본 협약 비준
을 위한 우리 정부차원의 노력, ICAO가 제정하는

금년도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에서는 외교

새로운 규범들의 빠른 국내 도입을 위해 정부는

관의 특권면제와 접수국의 형사관할권을 주제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해수면 상승에 따라 국

열띤 변론 끝에 서울대학교팀(백재원, 김민수, 안

가의 해양경계가 변화하는 것에 대한 국제법적인

솔지, 홍승기)이 최우수상을, 서울대학교･연세대

해결책은 무엇인지, 미세먼지 관련 한-중간 실무

학교 연합팀(신가영, 장성원, 권강수, 김태현)이

적 노력이나 협정 체결 노력은 있는지 등 세부분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번 모의재판경연대

야에 대한 질문부터, 한국에서 국제법 교육이 제

회 최우수변론상은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김민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기는지 등 학생들이 평

수 학생에게 돌아갔습니다.

소 국제법 수업을 수강하면서 또는 외교부의 업무
관련 가졌던 궁금한 점 등에 대한 열띤 질의응답
이 이어졌습니다.

국제법 논문경시대회에서는 대학부에서 무력
충돌 상황에서의 민간인 보호 관련 논문을 제출한
연세대학교 이정문 학생,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외교부 국제법률국은 국제법 타운홀 미팅을 지

위한 국제법적 방안 관련 논문을 제출한 한양대학

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타운홀 개최를 희망하

교 임재성 학생이 우수상을, 서울대학교 이혜민

시는 대학에서는 담당자(jeukim17@mofa.go.kr)

학생이 무력충돌 상황에서의 민간인 보호 주제의

와의 협의 부탁드립니다.

논문으로, 연세대학교 한샛별 학생이 미세먼지 문
제해결을 위한 국제법적 방안의 논문으로 각각 장
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부에서는
국제조약과 MOU-개념 및 효력, 국내적 이행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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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제하의 논문을 작성한 연세대학교 강

원칙(General principles of law), △해수면상승 관련

예은 학생이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장려상은 정부

국제법(Sea-level rise in relation to international

부처 체결 양해각서의 현황과 과제 제하 논문을

law)입니다.

작성한 성균관대학교 강영준 학생에게 돌아갔습
니다.

금년 ILC에서 제2회독 초안이 채택된 ‘인도에
반하는 죄’ 의제 관련 향후 협약 채택방식 등에

외교부는 국제법 연구층의 저변확대 및 국제법

대한 회원국들의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일반국제

에 대한 관심 제고를 목적으로 실시된 양대회를

법상 강행규범’의 경우 금년 ILC 제1회독 초안이

포함하여 향후 국제법 학계와의 협력하에 다양한

채택되어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논의도 있었습니

관련 행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 그 외 의제들에 대해서도 초안 내용 및 ILC
위원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제74차 유엔총회 제6위원회 회의(의제79:
국제법위원회(ILC) 보고서) 참석 결과
(2019-12-13)

※ 자세한 회원국별 발언 내용은
https://papersmart.unmeetings.org/en/ga/sixth
/74th-session/agenda/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0.28(월)-11.6(수)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제74차 유엔총회 제6위원회 회의(의제79: 국제법

금년 ILC는 새로운 장기 작업주제로 △중대한

위원회(ILC) 보고서)가 개최되어 우리 정부대표

국제인도법 위반 및 심각한 국제인권법 위반으로

단이 참석, 각 의제별 우리 입장을 발언하며 회의

인한 피해자 배상, △해적 및 해상강도의 예방과

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억제를 제안한바, 작업주제 채택 관련 회원국들의
찬반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국제법위원회는 매년 5월 및 7월 중 제네바
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연도의 의제에
대한 ILC 위원간 논의를 진행 후, 그 결과를
유엔총회 제6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하며, 회

2020년 남극 정부조사단 남극 세종기지
방문점검 결과 (2020-02-24)

원국들은 동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발언하는 방식으로 회의 진행

｢남극조약｣, ｢남극조약의정서｣, ｢남극활동 및 환
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극 세종과학기지

금년 국제법위원회의 의제는 △인도에 반하는

의 운영, 환경 보호 등 남극활동을 지도･감독할

죄(Crimes Against Humanity), △일반국제법상 강

목적으로 외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부, 국방

행규범(Jus cogens), △국가공무원의 외국 형사관

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

할권 면제(Immunity of State officials from foreign

부조사단은 1. 9. (목) ~ 15. (수) 간 남극 세종과학

criminal jurisdiction), △무력충돌시 환경 보호

기지를 방문하여 동 기지의 운영현황 및 연구현장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relation to armed

을 점검하였습니다.

conflicts), △국가책임의 국가승계(Succession of
State in respect of State responsibility), △법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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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지 및 인근 연구현장 방문을 통해 기지 기

 

반의 연구사업 추진현황 점검, ▲ 월동연구대 및
하계연구대 애로사항 청취, ▲ 한-칠레 남극협력
센터 운영현황 점검 및 타국 연구기관 및 인근 기
지(칠레 프레이기지, 중국 장성기지, 러시아 벨링
스하우젠기지 등)과의 협력 기반 구축 등의 활동
을 수행하였습니다.
  




  !"#

  

국제형사재판소(ICC) 제18차 당사국총회
결과 (2020-02-24)
국제형사재판소(ICC) 제18차 당사국총회가 2019
년 12월 2일부터 7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ICC는 가장 중대한 국제 범죄(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를 저지
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유일한 상설 국제
형사재판소
- 당사국총회는 ICC의 운영감독, 인사, 예산,
ICC 로마규정(Rome Statu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및 관련 규칙 제･개
정 등을 논의･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
로 122개 당사국 대표 등이 참여하여 연1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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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권오권 당사국총회 의

로힝자족이 피해를 입고, 방글라데시 등으로 피난

장을 중심으로 △ICC기능강화 및 평가 방안, △재

해있는 상황에 대해 감비아가 미얀마를 상대로 집

판관 선거 관련 절차 개선 방안, 로마규정 개정안

단살해방지협약에 근거하여 ICJ에 제소한 사건입

(비국제적 무력충돌 시 ‘기아(starvation)’를 전투수

니다.

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쟁범죄’에 추가) 등을 논
의하였으며, 송상현 前 ICC재판소장을 재판관추천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the nomination

ICJ가 금번 사건과 관련하여 내린 잠정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of judges) 9인 중 1인으로 선출하였습니다.
1) 미얀마는 집단살해협약상의 의무에 따라 그
우리 정부는 로마규정의 보편성(universality) 확

영토 내 로힝자족에 대하여 (a) 그 구성원의

대 행사를 지원하는 등 의장 배출 국가로서의 역

살해, (b) 심각한 신체적 및 정신적 상해, (c)

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ICC의 효율성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로힝자족의

및 효과성 강화를 위해 예산 규율을 강화할 필요

물리적으로 파괴하기 위한 고의적인 생활

가 있다는 점, △ICC의 직원채용이 일부국가에 편

조건 침해, (d) 로힝자족 내에서의 출산 제

중된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의 의견을

한 조치 등 동 협약 제2조의 범위에 속하는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모든 행위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
를 취할 것

이번 총회 결과 및 기타 관련 문서는 ICC 당사
국총회 홈페이지(http://asp.icc-cpi.int)에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2) 미얀마는 그 영토 내 로힝자족에 대하여 미
얀마군, 미얀마의 지시 또는 지원을 받는 비
정규군, 미얀마의 통제･지시･영향 하에 있는
기구 및 개인이 1)항 기재 행위 또는 집단살

집단살해방지협약 적용 사건
(감비아 v. 미얀마) 관련 ICJ 잠정조치
명령 (2020-02-25)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는 지난 1월 23일 집단살해방지협약 적용 사건 관

해 음모･선동･시도･공모 등을 범하지 않도
록 보장할 것
3) 미얀마는 동 협약 제2조의 범위에 속하는 행
위 혐의와 관련하여 증거 보존 및 훼손방지
를 위한 효과적 조치를 취할 것

련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를 명령하였습
4) 미얀마는 잠정조치 명령일로부터 4개월 이

니다.

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최종판결이 선고
※ 사건명: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되기 전까지 6개월마다, 동 명령의 이행을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위해 취한 모든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ICJ에

of Genocide (The Gambia v. Myanmar)

제출할 것

금번 사건은 미얀마 북서부 라카인 주 내에서
전개되어온 미얀마 정부 및 군부 활동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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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ICJ 홈페이지의 관련 내용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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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는 ‘건강’(Health)에 관한 학술 도서
및 논문을 소개합니다.

Lee, K., and J. Fang, Historical dictionary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Lanham, Scarecrow
Press, 2013.

○ 주요 도서 및 논문
Åhman, J., Trade, Health, and the Burden of Proof
in WTO Law, Alphen aan den Rijn, Kluwer Law
International, 2012.

Lenard, P. and Straehle, C., Health inequalities and
global justice,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2.
Lezotre, P., International Cooperation, Convergence

Burci, G.L. and C. Vignes, World Health Organi-

and Harmonization of Pharmaceutical Regulations:

zation, The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A Global Perspective, Amsterdam, etc., Academic

2004.

Press, 2014.

Clarke, L.,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respon-

Li, P., Health Technologies and International

sibility under international law : a global health

Intellectual Property Law : a Precautionary

perspective, London, New York, 2014.

Approach, London, New York, Routledge, 2014.

Ferguson, P.R. and G.T. Laurie, Inspiring a Medico-

Raptopoulou, K., EU law and Healthcare Services:

legal Revolution : Essays in Honour of Sheila

Normative Approaches to Public Health Systems,

McLean, Farnham, Surrey, UK England, Burlington,

Alphen aan den Rijn, Wolters Kluwer, Law &

VT USA, Ashgate, 2015.

Business, 2015.

Ferraud-Ciandet, N., Protection de la sante et se

Rosskam, E., and I. Kickbusch, Negotiating and

curite alimentaire en droit international, Bruxelles,

navigating global health : case studies in global

Larcier, 2009.

health diplomacy, New Jersey, World Scientific,

Flood, C.M., The Right to Health at the Public/

2012.

Private Divide: A Global Comparative Study,

Schrecker, T., The Ashgate research companion to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the globalization of health, Farnham, Ashgate,

Freeman, M. (ed.), Law and Global Health,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Gostin, L., Global Health Law, Cambridge, Massachusetts, 2014.
Harman, S., Global health governance, London,
Routledge, 2012.
Iyioha, I.O. and Nwabueze, R.N., Comparative

2012.
Spronk, S.I., The Right to Health of the Child : an
Analytical Exploration of the International
Normative Framework, Cambridge, Antwerp,
Portland, Intersentia, 2014.
Toebes, B. (ed.), The Right to Health : a Multicountry Study of Law, Policy and Practice, The

Health Law and Policy : Critical Perspectives

Hague, Asser Press, Berlin, Springer, 2014.

on Nigerian and Global Health Law, Farnham,

Vadi, V., Public Health in International Investment

Surrey, England, Burlington, VT, USA, Ashgate,

Law and Arbitration, London, Routledge, 2012.

2015.
Lee, K. and Fang, J., Historical Dictionary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Lanham, Scarecrow
Press, 2013.

Van der Wolf, W., and C. Tofan, Human rights and
HIV/AIDS : selected documents, Nijmegen, Wolf
Legal Publishers, 2011.
Wolff, J., The human right to health,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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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on, 2012.

der globalen Gesundheitspolitik, Vereinte Nationen”,

Yamin, A.E., Power, Suffering, and the Struggle for

Zeitschrift für die Vereinten Nationen und ihre

Dignity : Human Rights Frameworks for Health

Sonderorganisationen, 60 (2012), No. 5, pp.

and why they matter, Philadelphia, University of

202-207.

Pennsylvania Press, PENN, 2016.
Promoting access to medical technologies and

○ 학술지 및 연속간행물

innovation, Geneva, World Health Organiza-

Actes officiels de l'Organisation Mondiale de la

tion,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Santé by Organisation mondiale de la sante

World Trade Organization, 2013.

(1947-1978)
Basic Documents by World Health Organization

○ 주요 논문 및 문서

(1956-)

Beigbeder, Y., “Die Weltgesundheitsorganisation im

Handbook of Resolutions and Decisions of the World

Wandel, Vereinte Nationen”, Zeitschrift für die

Health Assembly and the Executive Board by

Vereinten Nationen und ihre Sonderorganisa-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World

tionen, 60 (2012), No. 5, pp. 195-201.

Health Assembly (1973-)

Davies, S., Youde J., “The IHR (2005), Disease

Official Records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by

Surveillance, and the Individual in Global Health

World Health Organization. Interim Commission

Politic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1947-)

rights, 17 (2013), No. 1, pp. 133-151.
Engelhardt, M., “Weltgesundheitsorganisation :
Besinnung auf die Kernaufgaben, Vereinte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Nationen”, Zeitschrift für die Vereinten Nationen

Law, World Health Organization, by Yves

und ihre Sonderorganisationen, 60 (2012), No.

Beigbeder.

5, pp. 209-213.
Fleming, M., “Combating the Spread of Disease :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Columbia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50 (2012), No. 3,
pp. 805-825.
Ulbert, C., “Reformfähig oder irrelevant? : die
WHO auf der Suche nach einer neuen Roll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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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Public Health, International Cooperation,
by Makane Moise Mbengue.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Health, Right to, International Protection,
by Eibe Rie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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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 Dialogues on International Law Conference
The 4th Conference “Dialogues on International

○ ESIL Conference on the ICC’s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and Enforcement of

Law” will take place at Di Tella Law School (Buenos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ires) on 11 August 2020. The general theme of the
conference will be “International Law and Violence”.

An ESIL supported conference called ICC’s Con-

The keynote lecture will be given by Samuel Moyn

tribution to the Development and Enforcement of

(Henry R. Luce Professor of Jurisprudence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ill be held at the

Professor of History at Yale Law School). Abstracts

Law Faculty of Palacky University Olomouc on 21

will be received (maximum 500 words) until 10

– 22 May 2020. Several distinguished experts have

February 2020.

already confirmed participation in the conference
(ICC Vice-President Robert Fremr, prof. Daniel
Thürer and others). The conference is organised by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utdt.edu/ver_contenido.php?id_co
ntenido=19546&id_item_menu=31282를 참고.

the Centre for International Humanitarian and Operational Law which was established jointly by the
Palacký University Faculty of Law and the Czech
Armed Forces to interconnect academia with practice.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ihl.upol.cz/를 참고.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limate Risk and
Divestment
The University of Bergen, Norway, is hosting a
conference on the implications of the Paris Agreement for divestment approaches, metrics, and due

○ Conference: Custom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diligence on 16 January 2020 from 9am-4pm. The
conference builds also on one of the European

On 23-24 September 2020 the Washington College

Green Deal’s thematic areas, sustainable finance,

of Law will hold a conference on Custom and

and addresses it with economists, lawyers, jurists,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The conference will

linguists, film directors, and political scientists from

focus on the issues relating to the interaction between

the University of Bergen, the Norwegian School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invest-

Economics, Frankfurt School of Management and

ment law, both from a theoretical and a practical

Finance, the University of Oslo, IDDRI Paris, and

perspective. It will bring together leading academics,

Columbia University.

international judges/arbitrators and other practitioners.

보다 자세한 내용은

The deadline for the submission of abstracts is 1

https://drive.google.com/file/d/1YhcNsaJ8gt8D

April 2020.

An1oGc1Q9a0qT9c17qQc/view를 참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wcl.american.edu/impact/initiative

○ Conference on Human Rights for the Planet

s-programs/arbitration/events/call-for-papers-cust

Clean environment is a precondition to the enjoy-

om-and-international-investment-law-conference/

ment of human rights. Climate change, loss of bio-

?previewid=6A651DCD-C01E-0055-5C6919EC0

diversity, deple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chemical

D866D26를 참고.

pollution bring new challenges for society, Govern-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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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s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he Conference will also examine the concept of risk

How will the Court take account of these issues

and its place in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when interpreting the ECHR in future cases relating

law. How can international law help to manage

to the environment? Meaningful answers to this

regional and global risks? And what theoretical and

question call for a general and conceptual reflection

practical challenges must be overcome in order to

on the rol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ibunals in

maintain and strengthen international rule of law?

reviewing Member States’ efforts to comply with

보다 자세한 내용은

their obligations under the environmental law to

http://cilj.co.uk/conference/를 참고.

mitigate and adapt to the effects of the climate crisis
and to stop nature’s degradation. The High Level
Conference “Human Rights for the Planet” will be

○ Conference on Persistent and Emerging
Challenges in International Fisheries Law

held on 9 April 2020 on the premises of the European

On 10 – 12 September 2020 a conference entitled

Court of Human Rights in Strasbourg, France. The

“Persistent and Emerging Challenges in International

conference aims at facilitating a debate between the

Fisheries Law” will be held in Tórshavn, Faroe

Court’s Judges, as well as practitioners and academic

Islands. The conference is co-hosted by the University

experts in the field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of the Faroe Islands and the Law of the Sea Institute

law and human rights.

of Iceland and gathers together 32 strong panelists,

보다 자세한 내용은

including judges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https://www.coe.int/en/web/portal/human-rights

prominent professors of international law, well

-for-the-planet를 참고.

established practitioners and young promising scholars.
The Conference will focus on challenges that emerge

○ Annual Cambridge International Law
Conference International Law and Global

and those that persist in international fisheries law,

Risks: Current Challenges in Theory and

in RFMOs, jurisdictional aspects in regard to fisheries

Practice

disputes, substantive aspects in regard to disputes on

including IUU related matters, institutional mechanisms

Registration for the Ninth Annual Cambridge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ransboundary

International Law Conference ‘International Law

fish stocks, trade related measures with respect to

and Global Risks: Current Challenges in Theory and

fisheries resources and fisheries related matters

Practice’ is now open. To register, please visit the

concering BBNJ.

Conference webpage and complete the registration

보다 자세한 내용을

form. The Conference will platform cutting-edge

https://www.faroeislandsfisherieslawconference

scholarship on international law and its response to

2020.com/를 참고.

some of the most pressing and complex issues facing
humanity: from the vast and multiple impacts of
climate change, to the threat of nuclear proliferation,
to the regulation of risk in cyberspace, outer-space,
and in maritime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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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l for Papers: 4th Annual Postgraduate
Conference in International Law and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Law and Human Rights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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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of the School of Law and Social Justice at the
University of Liverpool, welcomes paper, poster and

○ Call for Proposals – BIICL Conference on
Teaching International Law

‘soapbox’ proposals for its 4th Annual Postgraduate

The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

Conference in International Law and Human Rights.

parative Law (BIICL) is delighted to be convening

The conference will take place on 11 – 12 June 2020.

a conference entitled Teaching International Law.

The conference theme is “Conflict and Contestation

The conference will take place at BIICL on 7 – 8

in International Law”. We are delighted to announce

September 2020. The Organising Committee invites

that Professor Antje Wiener, Professor of Political

all those engaging with the teaching of international

Science & Global Governance, University of Hamburg

law from around the world to share their experiences

& By-Fellow Hughes Hall Cambridge, will deliver

and critically reflect on current practices of teaching

the keynote lecture. We encourage proposals from

international law. The aim is to foster reflection and

any postgraduate student specialising in international

discussion amongst the plurality of actors that teach

law, human rights or related subjects. The conference

international law across different contexts, traditions,

offers a unique opportunity for postgraduate/doctoral

and perspectives. A call for paper and panel pro-

students to present and discuss their work in a

posals has just been published. The deadline for

stimulating and friendly academic environment,

proposals is 15 April 2020.

among peers with similar research interests.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liverpool.ac.uk/media/livacuk/law/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iicl.org/teaching-international-law
를 참고.

2-research/ilhru/ILHRU,PGR,Conference,2020,-,
Call,for,Papers.pdf를 참고.

○ UN Peacekeeping Operations Conference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and European Law

○ International Criminal Law before Domestic
Courts Conference

at the Faculty of Law, Pavol Jozef Safarik University
in Kosice is hosting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Ludwig Boltzmann Institute of Human Rights

‘UN Peacekeeping Operations – Past and Future

and the University of Vienna are inviting to the

Challenges in the 21st Century Conference.’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rnational Criminal

conference will provide a forum for international

Law before Domestic Courts – The role of national

experts and practitioners to critically discuss the

criminal justice in the prosecution of core inter-

past and future challenges related in particular to the

national crimes.’ The conference will provide a forum

UN GA Res. Uniting for Peace, legal and other

for leading international experts and practitioners to

aspects of the UN peacekeeping force. The event

critically discuss the current challenges and difficulties

will take place from 21 – 22 May 2020 at the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The event will take

Rectorate of the Pavol Jozef Safarik University in

place from 19 to 20 March 2020 at the law faculty of

Kosice, Slovakia. Interested authors are invited to

the University of Vienna, Austria.

register and submit an abstract of an original paper

보다 자세한 내용은

that has not yet been published nor accepted for

https://core-humanrights.com/en/conference/를참고.

publication before 15 Apri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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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mierove-operacie.pravo.upjs.sk/를 참고.
○ Call for Papers: 2020 Environmental Crimes
Conference, Jersey UK

https://www.iidh.org/UK/index.php?p=voir_act
ualite&idNews=124를 참고.
○ Sustainable Ocean Project Conference
‘Accommodating Multiple Interests at Sea’

The 2020 Environmental Crimes Conference will

The Sustainable Ocean Project (ERC grant agree-

take place in Jersey, UK on 1 – 2 October. It invite

ment No 639070) is pleased to announce its final

law academics, researchers, and those who are

conference on ‘Accommodating Multiple Interests

practicing in the field to submit abstracts related to

at Sea’ to be held in Utrecht on 3 – 4 September

climate justice, indigenous issues related to environ-

2020. The conference will be structured around four

mental abuse and exploitation, corporate accountability,

interrelated themes: 1. due diligence as obligation

and environmental trafficking related issues.

and/or balancing standard; 2. balancing principles

보다 자세한 내용은

in international law interpretation; 3. the role of

http://www.actwithus.org/call-for-papers-2020/

regionalism in the accommodation of multiple

를 참고.

interests; and, 4. the role of state consent and the
participation of other actors in international law-

○ Women’s Human Rights in the Twenty-First
Century Conferenc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n coopera-

making and law implementation.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uu.nl/en/research/sustainable-ocean
를 참고.

tion with the Foundation René Cassin-International
Institute of Human Rights invite you to the conference
“Women’s Human Rights in the Twenty-First Century:
Developments and Challenges under International

○ The Institute for Digital Law Trier Conference
on Democracy and Information Warfare – An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and European Law”. The conference will take place at

The Institute for Digital Law Trier is pleased to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on 14 February

announce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emocracy

2020 from 9am to 6pm and was organized at the

and Information Warfare – An International Law

initiative and under the generous sponsorship of Mr.

Perspective” organized by Thomas Burri (University

Akamatsu Takeshi, Ambassador and Permanent Ob-

of St. Gallen) and Antje von Ungern-Sternberg

server of Japan to the Council of Europe and Consul

(University of Trier), which will be held on 14 – 15

General of Japan in Strasbourg. The conference aims

May 2020 in Trier, Germany. The informational

to discuss the state of women’s human rights and the

influence on democracy has so far only been the

challenges to gender equal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subject of a domestic discourse. The conference aims

by looking at the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gender

to broaden the discussion and bring international

equality under International and European Law and

law into the picture and focuses on informational

before regional courts, particularly the ECtHR.

pressure and its influence on democratic processes.

보다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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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ambridge), Heike Krieger (Freie Universität

the 6th session of the Thessaloniki Summer Courses

Berlin), Silja Vöneky (University of Freiburg).

on International Law and Human Rights from 24

보다 자세한 내용은

June – 3 July 2020 in Thessaloniki, Greece, on the

https://irdt.uni-trier.de/veranstaltungen/democra

topic of “Social Rights in International Law: From

cy-and-information-warfare-an-international-law-

Theory to Practice”. The programme is open to

perspective/를 참고.

advanced law students,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Speakers include Manfred Nowak, Fons Coomans

<국제법 관련 강의>

(TBC), Zdzislaw Kedzia, Christina Binder, Ralph
Wilde, Eric de Brabandere, Christina Deliyianni-

○ Munich Advanced Course in International Law
The Munich Advanced Course in International

Dimitrakou, Aristoteles Constantinides, Karin Lukas,
Amaya Úbeda de Torres, Solon Solomon.

Law (MACIL) is a summer school held at Ludwig

보다 자세한 내용은

Maximilian University Munich (Germany) and

https://www.koufafoundation.org/announcemen

dedicated to questions of international law. Its next

t-of-2020-summer-courses/를 참고.

session, entitled “Public International Law under
International Law”, will take place in the first two

○ iCourts / Pluricourts PhD Summer School 2020
Building on the success and achievements of eight

weeks of August 2020. Seminars will address various

years of innovative and ground-breaking research of

issues regarding shortcomings and inherent problems

international courts, iCourts (University of Copenhagen)

of international law and their possible solutions (e.g.

in cooperation with PluriCourts (University of Oslo)

the perceived undermining of the prohibition of the

hosts the 8th high-level summer school for PhD

use of force, challenges of climate change and robot

students working on international law and courts 22

warfare, institutional problems of the ICC and the

– 26 June 2020. We particularly welcome students

WTO, the question of accountability regarding non-

who take an interest in the social and political

state actors). Students of international law, young

context of international courts and are writing up a

academics and practitioners are invited to apply.

PhD thesis that involves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Deadline for applications is 1 April (early birds) or

the study of one or more international courts and a

1 May 2020. Students who submit their application

strong focus on methodology.

Pressure – Crises, Responses and the Future Role of

until 1 March 2020 benefit from a reduced regist-

보다 자세한 내용은

ration fee.

https://jura.ku.dk/icourts/calendar/2020/summer

보다 자세한 내용은

-school-2020/를 참고.

https://www.macil-misu.de/en/를 참고.

<기타 안내>
○ Thessaloniki Summer Courses on International
The Kalliopi Koufa Foundation for the Promotion

○ Protecting Common Goods and Values through
Domestic Litigation

of International and Human Rights Law announces

The Interest Group on “Domestic Law and Inter-

Law and Human Rights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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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Law” of the Italian Society of International

os-nippon-foundation-capacity-building-and-traini

Law (ISIL) has issued a call for papers for a round-

ng-programme/를 참고.

table to be held at the University of Salento (Lecce)
on 17 June 2020, on the occasion of the XXV ISIL
Annual Conference on “Common Goods and Values
in the International and Supranational Dimensions”.

○ Call for Submission of Abstracts for the Third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Disaster Law
Essay Contest”

The main aim of the roundtable is to discuss the

The contest is co-sponsored by the International

potential, already expressed or latent, of the strategic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use of domestic litigation as a means of protecting

(IFRC), 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goods and values that international law protects in

Disaster Law Interest Group (ASIL DLIG), the Jean

the collective interest.

Monnet Module on “International and EU Law” at

보다 자세한 내용은

Roma Tre University and the International Disaster

http://www.sidi-isil.org/wp-content/uploads/20

Law Project (IDL) of the Universities of Bologna,

20/02/17.06.2020.Lecce_GIT_DIEDI.pdf를 참고.

Roma Tre, Scuola Superiore Sant’Anna, and Uninettuno.
The contest, open to current university students and

○ ITLOS – Nippon Foundation Capacity
Building and Training Programme 2020-2021

recent graduates, aims to stimulate creative thinking

The ITLOS-Nippon Foundation Capacity-Building

or comparative perspective. Submissions not to

and Training Programme on Dispute Settlement under

and analysis about disaster law, from an international
exeed 500 words.

UNCLOS, July 2020 – March 2021, to be held at

보다 자세한 내용은

ITLOS (Hamburg, Germany), is welcoming applicants

https://media.ifrc.org/ifrc/2019/09/30/call-abstr

until 3 April 2020.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itlos.org/en/the-registry/training/i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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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국제법 시청각 도서관 |

<강의시리즈>

International Law)의 ｢기초강의｣(Mini-Series)는
국제법의 기본 지식이 거의 없는 일반 사용자를

유엔국제법시청각도서관(Audiovisual Library of

위한 것으로, 국제법학자가 국제법의 핵심 주제에

International Law)의 ｢강의시리즈｣(the Lecture Series)

대해 일반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강의 및 첨부

는 다양한 지역, 법체계, 문화 및 특정 법 분야를

자료는 강사의 개인 의견이 포함될 수 있으며, 유

대표하는 학자와 실무가들의 강의를 제공하며, 거

엔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강의｣의 모

의 모든 국제법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강의 및

든 강의는 유엔 국제법 시청각 도서관홈페이지

첨부 자료는 강사의 개인 의견이 포함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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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강의시리즈｣의

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강의는 유엔 국제법 시청각 도서관홈페이지
(http://legal.un.org/avl/intro/welcome_avl.html)에
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 초 사이에 새롭게
발표된 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 초 사이에 새롭게
발표된 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FG H IJ KLM-N,#'!/-. !+) *#+>7,!&
O(,!/-#+>0
“Diplomatic and Consular Relations” by Ms.

  !" #$ %&'() *#+$,-./0
“Crímenes de Guerra” by Sr. Rafael Prieto Sanjuán
(Profesor, Pontificia Universidad Javeriana)

Philippa Webb (Professor of Public International
Law, King’s College London)
- Part I Introduction and Diplomatic Missions
- Part II Immunities of Diplomatic and Consular

 123 45(!.( !+) 6(.7&-/80 >

Officials and Diplomatic Asylum

9:;<=(&&#&->'0

- Part III Consular Relations

“Tensions between Sanctions, Counter-terrorism

- Part IV The Breakdown of Diplomatic Relations

Measures and Humanitarian Action”. by Ms. EmanuelaChiara Gillard (Senior Research Fellow, Oxford
Institute for Ethics, Law and Armed Conflict)

 ?PQR !" #$ 6/!/( O(>N#+>-D-,-/80
Law of State Responsibility by Mr. Jorge E.
Viñuales (Harold Samuel Chair of Law and Environ-

 ?@A+/(&+!/-#+!, !"0 > ?@
BC67DE(./> #$ A+/(&+!/-#+!, !"0
“The Evolving Position of the Individual in
International Law” by Ms. Chiara Giorgetti (Professor
of Law, University of Richmond)

mental Policy, University of Cambridge)
- Part I General Overview on the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 Part II Conditions that Trigger the Responsibility
of a State
- Part III Consular Relations
- Part IV Legal Consequences of an Interna-

<기초강의(Mini-Series)>

tionally Wrongful Act and Invocation of the
Responsibility of a State

유엔국제법시청각도서관(Audiovisual Library of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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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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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유엔사무국에
의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Youth forum, New York, 1-2 April.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Partnership forum, New York, 3 April.
• Disarmament Commission, Annual session, New York, 6 - 24 April.
•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 Eleventh session, New York, 6-9 April.
• UNCITRAL, Working Group IV (Electronic Commerce), Sixtieth session, New York, 6-9 April.
• ESCWA, Thirty-first ministerial session, Tunis, 13-16 April.
• Permanent Forum on Indigenous Issues, Nineteenth session, New York, 13-24 April.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Management meetings, election to fill vacancies in subsidiary bodies of the
Council and related bodies, New York, 15 April.
• Committee for Programme and Coordination, Organizational session (1 meeting), New York, 16 April.
• Committee for the United Nations Population Award, Second regular session, New York, 16 April.
• Ad Hoc Committee of the Human Rights Council on the Elaboration of Complementary Standards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Eleventh session,
Geneva, 20 April-1 May.
• Committee against Torture, Sixty-ninth session, Geneva, 20 April-15 May.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101st session, Geneva, 20 April-8 May.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Annual Economic and Social Council forum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follow-up including the special high-level meetings of the Council with the World Bank, IM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UNCTAD, New York, 20-23 April.
•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problems arising from the accumulation of conventional ammunition
stockpiles in surplus, Second session, Geneva, 20-24 April.
•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Eighty-seventh session, Geneva, 20-29
April.
• UNCITRAL, Working Group VI (Judicial Sale of Ships), Thirty-seventh session, New York, 20-24 April.
• United Nations Congress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Fourteenth session, Kyoto, Japan,
20-27 April.
• Committee on Conferences, Organizational session (1 meeting), New York, 22 April.
• Security Council, Governing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Compensation Commission, established
pursuant to Security Council resolution 692 (1991), Eighty-seventh session, Geneva, 22 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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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and Signatories of Treaties that Establish Nuclear-Weapon-Free Zones and
Mongolia, Fourth conference, New York, 24 April.
• 2020 Review Conference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ew York, 27 April-22 May.
• Committee of Expert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ax Matters, Twentieth session, New York, 27-30
April.
• Committee on Information, Forty-second session, New York, 27 April-8 May.
•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Seventy-second session, first part, Geneva, 27 April-5 June.
• Independent Audit Advisory Committee, Fiftieth session, New York, 29 April-1 May.
• Independent Audit Advisory Committee, Fiftieth session, New York, 29 April-1 May.
• UNEP,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150th meeting, Nairobi, 30 April.
• United Nations Staff Pension Committee (1 meeting), New York, April.
2020년 5월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Special meeting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ax matters, New York, 1 May.
• General Assembly, Fifth Committee, Second part of the resumed session, New York, 4-29 May.
• High-level Committee on South-South Cooperation, Organizational meeting of the 20th session, New York,
4 May.
• Human Rights Council, Open-ended Working Group on the Right to Development, Twenty-first session,
Geneva, 4-8 May.
•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Thirty-sixth session, Geneva,
4-15 May.
• IAEA, Board of Governors : Programme Budget Committee, Vienna, 4-6 May.
•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 128th session, Vienna, 4-15 May.
• United Nations Forum on Forests, Fifteenth session, New York, 4-8 May.
• Commission for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Organization, Advisory Group, Fifty-fourth
session, Vienna, 11-15 May.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Eighty-fourth session, Geneva, 11-29 May.
•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Twenty-sixth session, Geneva, 11-15 May.
• 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to elaborate the content of an international regulatory
framework on the regulation, monitoring and oversight of the activities of private military and security
companies, Second session, Geneva, 11-15 May.
• UNCITRAL, Working Group V (Insolvency Law), Fifty-seventh session, New York, 11-15 May.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Multi-stakeholder forum o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New York, 12-13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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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nomic and Social Council, High-level segment,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 New York, 14-15
May.
• United Nations System Chief Executives Board for Coordination, First regular session, Nairobi, 14-15 May.
• Advisory Committee on Administrative and Budgetary Questions, Spring session, New York, 18 May-7
August
•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Twenty-ninth session, Vienna, 18-22 May.
• Committee o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Resumed session, New York, 18-28 May.
• ESCAP, Seventy-sixth session, Bangkok, 18-22 May.
• WHO, World Health Assembly, Seventy-third session, Geneva, 18-23 May.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perational activities for development segment, New York, 19-21 May.
• Conference on Disarmament, Second part, Geneva, 25 May-10 July.
• ECLAC, Thirty-eighth session, San Jose, Costa Rica, 25-29 May.
•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girls, Twenty-eighth session,
Geneva, 25-29 May.
• ILO, General Conference, 109th session, Geneva, 25 May-5 June.
• ILO, General Conference, 109th session, Geneva, 25 May-5 June.
•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63rd session: Briefing to Permanent Missions, Vienna, 28
May.
• Executive Boards of UNDP/ UNFPA/UNOPS, UNICEF, WFP and UN-Women, Joint meeting, New York,
29 May.
• UNFCCC, meeting of subsidiary bodie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Bonn, Germany,
31 May-10 June.

2020년 6월
• Committee for Programme and Coordination, Sixtieth session, New York, 1-26 June.
• Committee on Contributions, Eightieth session, New York, 1-19 June.
•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Organization, Working Group A, 57th session, Vienna, 1-June.
• Executive Board of UNDP/ UNFPA/UNOPS, Annual session, New York, 1-5 June.
• Meeting of the Chairs of the human rights treaty bodies, New York, 1-5 June.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pre-sessional working group, Eighty-sixth session, Geneva, 2-5 June.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Management segment, New York, 2-3 June.
• United Nations Conference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4: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s, seas and marine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Lisbon, 2-6 June.
• Committee o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Resumed session, New York, 5 June.
• Conference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Implementation
Review Group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Eleventh session, Vienna, 8-10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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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level Committee on South-South Cooperation, Twentieth session, New York, 8-11 June.
• Human Rights Council, Expert Mechanism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Thirteenth session,
Geneva, 8-12 June.
• IAEA, Board of Governors, Vienna, 8-12 June.
• Meeting of the Chairs of the human rights treaty bodies, Thirty-second session, New York, 8-9 June.
• Meetings of the special rapporteurs, special representatives, independent experts and chairs of the working
group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Twenty-seventh session, Geneva, 8-12 June.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Humanitarian affairs segment, New York, 9-11 June.
• Conference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irteenth
session, New York, 10-12 June.
• Conference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Asset Recovery, Fourteenth session, Vienna, 10-11 June.
• Conference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open-ended
intergovernmental expert meetings to enhance international cooperation, Ninth session, Vienna, 12 June.
• Biennial Meeting of States to Consid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me of Action to Prevent, Combat
and Eradicate the Illicit Trade in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in All Its Aspects, Seventh meeting, New
York, 15-19 June.
• Committee against Torture, Subcommittee on Prevention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Forty-first session, Geneva, 15-19 June.
• Human Rights Council, Forty-fourth session, Geneva, 15 June-3 July.
• Special Committee on the Situation with regar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Declaration on the Granting
of Independence to Colonial Countries and Peoples, Resumed session, New York, 15-26 June.
• States Parties to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irtieth meeting, New York,
15-19 June.
• States parties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irty-eighth meeting, New York,
15 June.
• States parties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irty-eighth meeting, New York,
15 June.
• UNIDO, Programme and Budget Committee, 36th session, Vienna, 15-16 June.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orking Group on Communications
under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Forty-seventh session, Geneva, 17-19 June.
•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Sixty-third session, Vienna, 17-26 June.
• Conference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to Protocol V to the 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ed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 Meeting of experts, Geneva, 17 June.
• UNCTA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f Experts on International Standards of Accounting and
Reporting, Thirty-seventh session, Geneva, 17-19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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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ual Conference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to Amended Protocol II to the 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ed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 Group of experts, Geneva, 18-19 June.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Seventy-sixth session, Geneva, 22
June-10 July.
• 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ed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 (CCW),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to the CCW on Emerging Technologies in the Area of Lethal
Autonomous Weapons Systems-1st Part, Geneva, 22-26 June.
• Executive Board of UN-Women, Annual session, New York, 22-24 June.
• Human Rights Committee, pre-sessional Working Group on Communications, 129th session, Geneva,
22-26 June.
• Open-ended Informal Consultative Process on Oceans and the Law of the Sea, Twenty-first meeting, New
York, 22-26 June.
• UNCTAD, Trade and Development Board, Sixty-seventh session, Geneva, 22 June-3 July.
• Ad Hoc Committee of the General Assembly for the Announcement of Voluntary Contributions to the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 (1 meeting), New York,
23 June.
• Advisory Board on Disarmament Matters, Seventy-fourth session, New York, 24-26 June.
•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Organization, Preparatory Commission, 54th session, Vienna,
25-June.
• United Nations Appeals Tribunal, Summer session (1 meeting), New York, 26 June.
• Human Rights Committee, 129th session, Geneva, 29 June-24 July.
•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wenty-first meeting, New York, 29 June.
• Subcommittee of Expert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Fifty-seventh session, Geneva, 29 June-8
July.
• UNICEF Executive Board, Annual session, New York, 29 June-2 July.
• WFP, Executive Board, Annual session, Rome, 29 June-3 July.
• Human Rights Council, Expert Mechanism on the Right to Development, First Session, New York, 30
June-2 July.
•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Eighteenth meeting, New York, 30 June.
• UNODC: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Subcommission on Illicit Drug Traffic and Related Matters in
the Near and Middle East, Fifty-fifth session, Venue to be determined, June/June.
• United Nations Joint Staff Pension Board, Committee of Actuaries, New York,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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