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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의 전세계적 유행이 갖는 국제법적 함의
*

- 사이버 안보를 중심으로 -

신 소 현 (고려대학교 정보보호연구원 연구위원)

I. 머릿말

비하고 법적, 제도적 보완을 도모하는데 큰 도움
이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사이버 안보 쟁점을 세

Covid-19의 전 세계적인 유행(pandemic)에 직

분야로 나누어, 접촉자 추적 어플리케이션이 갖는

면하여 대한민국의 방역 시스템의 성공은 이른바

인권의 문제와 보건의료 영역에 대하여 세계적으

‘3T전략’ 이라는 브랜드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

로 벌어지고 있는 무차별적이고 집중적인 사이버

다.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목격한 융합된 안보

공격 및 그 대응의 문제, 마지막으로 허위정보의

위협 사례들은 여러 심리학적, 사회학적, 정치적

유포와 확산 및 가짜 뉴스의 범람으로 인한 또 다

및 국제관계학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분석될 수 있

른 판데믹이라 일컫는 인포데믹(infodemic)의 문

겠으나, 여기서는 특히 Covid-19의 방역과 관련된

제를 분석한다. 이 세 가지 쟁점들은 모두 깊은

진단(Test), 접촉자 추적(Contact Tracing), 그리고

연구를 통해 별개의 논문이나 서적으로 각각 출판

치료(Treat)의 3T로부터 추출되는 사이버 안보 쟁

될 수 있을 정도의 주제들이다. 따라서 이 소고에

점들이 갖는 국제법적인 함의를 정리해 보고자 한

서 관련된 모든 내용을 세세하게 분석할 수는 없

다. 판데믹은 비단 개인의 안보(인간안보)1) 뿐만

고, 다만 최근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국제법적인

아니라 국가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실

논의나 새로운 정책방향 등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요즘, 국제사회에서 공통

살펴보고자 한다.

적으로 겪고 있는 대표적인 사이버 안보 위협 사
례들을 살펴보고 그로 인한 법적 문제점과 각국
정부 및 국제사회의 대응과 정책 논의의 방향 등

II. 접촉자 추적 어플리케이션과 인권

을 살펴 보는 것은 이후 우리나라의 대응을 재정
접촉자 추적 어플리케이션(contact tracing appli* 이 논문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지원을 받아 2020
년 6월 국가보안학회가 주최한 뺷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
사회의 보안 취약점과 대응책뺸 학회에서의 발표문을 기반으
로 하여 발전시킨 것임.
1) UN의 Human Security 에 관해서는, UN Secretary-General,
Human Security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4/701 8
March 2010); United Nations Trust Fund for Human Security,
Human Security Handbook (United Nations Trust Fund for
Human Security January 2016).
6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20, Vol.19, No.3 (통권 제58호)

cation)의 개발, 배포, 및 사용은 많은 법적인 쟁점
들을 내포하고 있다.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
2) Lisa Rapaport, ‘Explainer: What Is Contact Tracing and How
Can It Help Fight the New Coronavirus?’ REUTERS (15 April
2020) Technology News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tracing-explainer/explainer-what-is-contact
-tracing-and-how-can-it-help-fight-the-new-coronavirus-idUS

COVID-19의 전세계적 유행이 갖는 국제법적 함의 - 사이버 안보를 중심으로 -

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간의 긴장 관계이고, 둘째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

Political Rights, ICCPR) 제6조 제1항은 인간의 생

을 개발하거나 앱이 장착되는 플랫폼이나 스마트

명권을 규정하고 있고,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폰을 만드는 기술 기업과 개인 간의 긴장 관계이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다. 시민 개개인보다 월등한 국가 권력과 기업 권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력으로부터 개인의 민감한 정보들을 보호하고 프

제12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라이버시를 방어하며 나아가 개인의 정보자기결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갖

정권을 얼마나 존중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판데믹

는다고 규정한다. 이에 국가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시대에 개인의 생명 및 건강권과 더불어 인권보호

같은 생명과 건강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보호

의 핵심이라고 하겠다.4)

하기 위하여 가능하고 적절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영국 정부는 NHS(National Health Service) 자

야 할 국제인권법적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체적으로 접촉자 추적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5) 어떻게 하면 코로나 바이

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

러스의 확산을 늦추면서도 프라이버시와 정보 보

정하고 있어 간접적인 생명권의 근거로서 일반적

호를 함께 도모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으로 해석되며,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

하였다.6)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은 Isle of Wight에

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서 1차 시범운영을 하였으나, 그 결과는 실패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4조 제1항 상의 인간다운

것으로 평가되었다.7) 이후 8월 중순 경, 업그레이

생활을 할 권리 및 제36조 제3항 상의 국가의 보
건 의무 역시 대한민국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사실적으로 증명된 바와 같이, 가능
한 바이러스 접촉자들을 추적하여 진단하고 격리
한 후 치료하는 것은 감염병의 확산을 막는데 결
정적인 역할을 한다. 한국에서 다양한 디지털 정
보들을 활용하여 접촉자를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
에 대하여 처음에는 낯설어 하고 비판적으로 평가
하던 서구의 선진국들은 자국에 위기 상황이 닥치
자 역시 앞다투어 접촉자 추적 어플리케이션을 개
발하는 등 유사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3)
접촉자 추적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이용에는
크게 두 갈래의 긴장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첫
째는 위치 및 이동 정보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취합하여 분석하게 되는 정부 기관과 국민 개인
KCN21W2N3> accessed 20 April 2020.
3) 권유진, ‘자유가 코로나 막아주냐 … ‘韓비판’ 佛도 도입한
추적앱 마력’ 중앙일보 (2 May 2020) 경제 <https://news.
joins.com/article/23767641> accessed 17 June 2020.

4) 접촉자 추적 어플리케이션의 인권 문제에 대한 대강의 논의
는, Lorna McGregor, ‘Contact-tracing Apps and Human
Rights’ EJIL: Talk! <https://www.ejiltalk.org/contact-tracingapps-and-human-rights/> accessed 4 May 2020.
5) National Cyber Security Centre, NCSC Provides Security
Expertise on NHS COVID-19 Contact Tracing App (4 May
2020 edn, NCSC 2020) <https://www.ncsc.gov.uk/news/ncscprovide-expertise-nhs-covid-19-app>accessed 15 May 2020;
Matt Burgess, ‘There’s a Big Row Brewing over the NHS
Covid-19 Contact Tracing App’ WIRED (5 May 2020) Privacy
<https://www.wired.co.uk/article/nhs-contact-tracing-app-data
-privacy?utm_medium=email&utm_source=Wired.co.uk+We
ekly+Newsletter&utm_campaign=Wired.co.uk+Weekly+New
sletter_2020-05-09&utm_content=%27I%27m+furious%27%
3A+Failing+care+homes+are+the+real+coronavirus+scandal
&utm_source=Adestra&utm_medium=email&utm_campaign
=WIRED%20Weekender%2009.05.2020&utm_content=%27I
%27m%20furious%27%3A%20Failing%20care%20homes%2
0are%20the%20real%20coronavirus%20scandal> accessed 15
May 2020.
6) Ian Levy, High Level Privacy and Security Design for NHS
COVID-19 Contact Tracing App Version: 0.1 (NCSC 3 May
2020) <https://www.ncsc.gov.uk/files/NHS-app-security-paper
%20V0.1.pdf> accessed 15 May 2020.
7) Matt Burgess, ‘Why the NHS Covid-19 Contact Tracing App
Failed’ WIRED (19 June 2020) Surveillance <https://www.
wired.co.uk/article/nhs-tracing-app-scrapped-apple-google-uk?
utm_medium=email&utm_source=Wired.co.uk+Weekly+New
sletter&utm_campaign=Wired.co.uk+Weekly+Newsletter_202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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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된 버전의 NHS Test and Trace app 이 출시되
어 다시 시험 사용에

들어갔다.8)

프랑스의 경우에도 정부가 자체적으로 어플리

9월 24일 현재

케이션을 개발하여 국민들에게 설치하도록 하였

NHS 앱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전역에서 다운로드

다. 디지털 부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StopCovid

NHS

라는 이름의 프랑스 어플리케이션은 6월 23일 현

의 앱은 블루투스와 알림(notifications)의 두 가지

재까지 68명의 국민들만이 자신의 감염 사실을 입

기능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다른 폰 사용자와 얼마

력하였고, 오직 14명의 사용자들에게 그들이 감염

나 가까이,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를 자동으로 익

자들과 접촉 위험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통보하

명화된 상태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10) 그리

였다.13) 6월 2일 StopCovid의 공개 이후 대략 1백

하여 이후 한 사용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을

8십만 명, 총 인구의 2.7%에 해당하는 프랑스 국

앱을 통해 보고하면 근거리에 함께 있었던 모든

민들이 이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였으나,14)

스마트 폰 사용자들에게 경고가 발송되도록 함으

그 중 대략 46만명이 이후 앱을 삭제하였다.15) 8

가능하게 되어 본격적인 사용에

들어갔다.9)

로써 자발적인 격리와 검사를 유도한다. 만약 진

월까지 앱 자체에서 발생한 기술적 결함이나 문제

단이 음성으로 판명되면, 경고를 받았던 사용자들

점들을 계속해서 개선하여 왔고, 이후 6개월 간

은 다시 다른 알림을 받게 되고 격리를 풀 수 있게

지속적으로 앱의 프라이버시 기능을 조사해 나가

된다. 이 때 어떠한 자세한 개인의 위치 정보도

겠다고 한다.16) 독일에서는 Corona-Warn-App 공

수집되지 않는다.11) 이러한 기본 기능들을 바탕으

개 후 1주일 동안, 총 인구의 약 14 % 이상에 상당

로 새로운 버전에서는 일부 기능이 추가된 6가지

하는 대략 1천 2백만 명의 국민들이 앱을 설치하

의 핵심 기능들을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고려하여

였다. 이외에도 이탈리아, 덴마크, 라트비아(Apturi

구현된다.12)

Covid app) 등의 국가들이 접촉자 추적 앱을 개발
하여 배포하였으나, 대략 인구의 4-6%에 이르는

0-06-20&utm_content=Why+the+NHS+Covid-19+contact+tra
cing+app+failed&utm_source=Adestra&utm_medium=email
&utm_campaign=WIRED%20Weekender%2020.06.2020&ut
m_content=Why%20the%20NHS%20Covid-19%20contact%2
0tracing%20app%20failed> accessed 20 June 2020.
8) Ian Levy and Stuart H, NHS Test and Trace App Security
Redux (National Cyber Security Centre 13 August 2020) <
https://www.ncsc.gov.uk/blog-post/nhs-test-and-trace-app-sec
urity-redux> accessed 13 September 2020.
9) <https://covid19.nhs.uk/>
10) 이 때, 앱은 자동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폰을 저전력 블루투
스(Bluetooth Low Energy, 배터리를 닳게 하지 않는 기술)
를 이용하여 찾아내어 다음의 정보들을 교환한다.
• 다른 사용자 앱의 일간 ID
• 접촉 일시
• 블루투스의 강도(strength) 및 세기(power) (접촉자와의
거리를 평가하기 위하여 이용)
• 접촉한 시간
만약, 다른 날짜에 같은 사용자를 다시 마주치게 된 경우
라면, 다른 일간 ID를 형성하므로 새로운 접촉으로 인식하
게 된다. (National Cyber Security Centre, NHS COVID-19:
the New Contact-Tracing App from the NHS (NCSC 4 May
2020) <https://www.ncsc.gov.uk/information/nhs-covid-19-appexplainer>accessed 15 May 2020)
11) Ibid.
12) Supra not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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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만 앱을 다운받아 실행한 것으로 보도되었
13) David Roe, ‘France’s Covid-19 Tracking App Has Only
Identified 14 People at Risk’ rfi (24 June 2020) Science and
Technology <http://www.rfi.fr/en/science-and-technology/
20200624-france-s-covid-19-tracking-app-has-only-identifie
d-14-people-at-risk> accessed 25 June 2020.
14) Sam Schechner, ‘French Contact-Tracing App Struggles with
Slow Adoption. It Isn’t Alone’ The Wall Street Journal (23
June 2020) TECH <https://www.wsj.com/articles/frenchcontact-tracing-app-struggles-with-slow-adoption-it-isnt-alon
e-11592928266> accessed 17 September 2020.
15) Kim Willsher, ‘France’s Contact Tracing App Uninstalled
by 460,000’ The Guardian (24 June 2020) Coronavirus Live
<https://www.theguardian.com/world/live/2020/jun/24/coron
avirus-live-news-update-dr-fauci-disturbing-us-case-surge-br
azil-covid-19-infections-cases-latest-updates?page=with:bloc
k-5ef3273c8f08eb628b55caf3> accessed 24 June 2020; 프랑
스의 StopCovid 앱은 애플과 구글의 소프트웨어에 기반하
지 않고 개발되었다.
16) Catherine Stupp, ‘European Contact-Tracing Apps Stumble
on Privacy Concerns, Glitches’ The Wall Street Journal (17
August 2020) WSJ PRO <https://www.wsj.com/articles/europeancontact-tracing-apps-stumble-on-privacy-concerns-glitches-1
1597656600> accessed 18 August 2020.

COVID-19의 전세계적 유행이 갖는 국제법적 함의 - 사이버 안보를 중심으로 -

다.17) 한편, 노르웨이와 리투아니아는 프라이버시
에 대한 우려를 근거로 앱 사용을

기업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한다. 이

유

경우 이러한 기술기업들은 사기업이면서 다국적

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회원국간 국경의

기업이므로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정의 적용

정상적인 개방 이후에도 각국의 접촉자 추적 어플

이나 관할권에 있어서 여러 법적 쟁점들이 있을

리케이션이 역내에서 국경을 넘어 작동할 수 있는

수 있다.22) 기업 차원에서 접촉자 추적 어플리케

방안을 마련하는데 착수했다. 일명 ‘gateway’라는

이션을 개발하는 것은 분산된 어플리케이션의 보

플랫폼을 개발하여 각국의 앱들이 역내에서는 암

급이 가능할 수 있고 기기 간에 자동으로 데이터

호화된 데이터를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사

를 교환하여 접촉 여부를 판단하게 함으로써 정부

용자들이 다른 국가들에서도 통지를 받을 수 있도

중심으로 데이터가 수집, 보관되는 것을 어느 정

록 하겠다는

계획이다.19)

중단했다.18)

미국에서는 아직 이렇다

도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23) 그러나 이 경우

할 접촉자 추적 어플리케이션이 개발, 배포되어

에도 반드시 사용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기반한 서

있지

않다.20)

접촉자 추적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비스 제공이어야 하고,24) 오로지 코로나 바이러스

이용하게 위해서는 기술 인력과 법, 정책 분야의

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만

인력들이 활발한 토론과 협업을 하여야만 한다.

이용될 수 있으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우선 설계 단계에서부터 정보 보호를 적극 고려한

는 그 기능 및 지역 기반으로 수집된 정보가 삭제

것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 민감한 개인 정보를 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혹시 삭제 이후 부득이

능한 한 분산화(decentralised)하여 저장하는 구조

한 경우에는 삭제된 정보를 다시 복구할 수 있도

를 가져야 하며, 반드시 일정 기간 동안만 필요한

록 할 것인지의 여부 (아니면 영구히 삭제토록 할

정보를 보관하도록 하여 개인 정보가 갑작스레 다

지의 여부) 및 누가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의 범위

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

내에서 복구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한 자세한

장하여야 한다.21)
정부가 직접 나서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는
경우와 달리, 구글과 애플로 대별되는 거대 기술
17) Supra note 14.
18) Supra note 16.
19) Catherine Stupp, ‘European Authorities Aim to Make National
Coronavirus Apps Work Across Borders’ The Wall Street
Journal PRO (24 June 2020) CORONAVIRUS <https://www.
wsj.com/articles/european-authorities-aim-to-make-nationalcoronavirus-apps-work-across-borders-11592991001>
accessed 25 June 2020.
20) Supra note 14.
21) Balthasar Staehelin and Cécile Aptel, ‘COVID-19 and Contact
Tracing: A Call for Digital Diligence’ Humanitarian Law
& Policy <https://blogs.icrc.org/law-and-policy/2020/05/13/
covid-19-contact-tracing-digital-diligence/?utm_campaign=
DP_ORE%20-%20COVID-19%20and%20contact%20tracin
g%3A%20a%20call%20for%20digital%20diligence&utm_s
ource=hs_email&utm_medium=email&utm_content=878524
36&_hsenc=p2ANqtz-8EP6Xh0VZiCm9wZrhCHyLCxPlzA
-kF1P0W8uVXoT5HXIf7hOq1K-H7fasUXNx6zhUcBEMM
lAxA5dEaUTz8ii3K4PKOoA&_hsmi=87852436> accessed
21 May 2020.

22) Sam Schechner, Kristen Grind and Patience Haggin, ‘Tech
Firms Are Spying on You. In a Pandemic, Governments Say
That’s OK.’ The Wall Street Journal (15 June 2020) <https://
www.wsj.com/articles/once-pariahs-location-tracking-firmspitch-themselves-as-covid-sleuths-11592236894?mod=hp_le
ad_pos5> accessed 20 June 2020.
23) Madeleine Forster, ‘Temptations Abound as COVID-19 Drives
Need for Private Data’ Expert Comment, Chatham House
<https://www.chathamhouse.org/expert/comment/temptation
s-abound-covid-19-drives-need-private-data?utm_source=Ch
atham%20House&utm_medium=email&utm_campaign=115
61070_CH%20Newsletter%20-%2022.05.2020&utm_conten
t=Data-Title&dm_i=1S3M,6VSKU,NUT6YG,RMUIW,1>
accessed 20 May 2020.
24) 저자는 필수동의절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설치나 업데이트를 할 수 없다는 점에 대
한 의구심을 가져왔다. 디지털 기기에서 이러한 절차를 진
정한 동의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
치는 현실에 대한 법적인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술권력 및 국가권력과의 관계에서 일개인은 늘 약자일
수 밖에 없으므로 과연 개인에게 어느 정도까지 실질적인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혹은 어디까지 선택권을 요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 법적 및 철학적 논의를 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본다.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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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들을 입법정책적으로 논의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III. 보건의료 영역에 대한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28)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 17조는 인간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하여 규정하

Covid-19의 진단 및 치료와 주로 관련된 사이

고 있다.25) 유엔은 기업활동과 비지니스에서 인권

버 안보 위협으로서 병원, 백신회사, 진단키드회

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 영역(healthcare sector)

기본적인 규정들은 다국적 기업이 추적 어플리케

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 사례

이션을 개발하여 보급하는데 있어 존중되어야 할

들이 있다. 3월 13일 체코 Brno에 있는 병원은 사

것이다.26)

유럽연합은 EU 가이드라인에서 어플

이버 공격을 받아 수술 일정이 미뤄지고 급성환자

리케이션 디자인에서부터 수집정보를 최소화하는

들을 재배치하면서 다른 일정들은 취소하여야 했

등의 프라이버시와 보안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치

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을 진행하던 이 병원

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선

은 이로 인해 며칠 간 진단 자체를 할 수 없었다.29)

택권을 부여하고 비식별화(anonymisation)하거나

보건의료 영역에 대한 사이버 공격 사례들은 프랑

암호화(encryption)한 데이터를 사용토록 규정하

스,30) 스페인,31) 태국,32) 미국33) 등 여러 다수의

고 있다.27)
국가가 비상상황을 통제 및 관리하기 위하여 강
구하는 수단들은 반드시 그 시간과 범위가 제한적
이어야 한다. 또한 해당 조치의 정당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그 필요성과 비례성을 검토하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 이밖에도 스마트폰의 보급률 자체가
사회적으로 디지털 격차가 되어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 생명과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는가를 결정하
는 기준으로 작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같은 맥
락에서 국제사회 안에서도 국가 간 디지털 격차로
인하여 인간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전 지구적인 주의도 필요하다.

25)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7조
1.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
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
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2.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
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6)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2011)
27) 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EDPS Guidelines on
Assessing the Proportionality of Measures that Limit the
Fundamental Rights to Privacy an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19 Decemb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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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이 때, 사이버 공격은 국제인도법상의 ‘공격’ – ‘공세나
수세를 불문하고 적대자에 대한 폭력행위’ (1949년 8월 12
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
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49조 제1항) –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수사로서 위해한 (hostile or malicious)
사이버 활동을 포괄하여 가리킨다. 흔히들 이해하고 있는
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한 해킹을 비롯하여 랜섬 웨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행위 혹은 DDoS (분산
서비스거부) 등을 모두 포괄한다.
29) Sean Lyngaas, ‘Czech Republic’s Second-Biggest Hospital Is
Hit by Cyberattack’ Cyberscoop (13 March 2020) HEALTHCARE
<https://www.cyberscoop.com/czech-hospital-cyberattack-co
ronavirus/> accessed 15 March 2020.
30) Helene Fouquet, ‘Paris Hospitals Target of Failed CyberAttack, Authority Says’ Bloomberg (24 March 2020) Cybersecurity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3-23/pari
s-hospitals-target-of-failed-cyber-attack-authority-says>
accessed 10 June 2020.
31) _____, ‘ARCHIVED - Cyber-attach Threatens Spanish Hospital
Computer Systems’ MURCIA TODAY (24 March 2020) <https://
murciatoday.com/cyber_attack_threatens_spanish_hospital_c
omputer_systems_1367723-a.html> accessed 10 June 2020.
32) Liviu Arsene, ‘5 Times More Coronavirus-themed Malware
Reports during March’ Bitdefender (20 March 2020) Labs
<https://labs.bitdefender.com/2020/03/5-times-more-coronav
irus-themed-malware-reports-during-march/> accessed 10 June
2020.
33) Susan Heavey and Caroline Humer, ‘Cyberattack Hits U.S.
Health Department amid Coronavirus Crisis’ REUTERS (16
March 2020) Technology News <https://www.reuters.com/
article/us-healthcare-coronavirus-usa-cyberattac/cyberattackhits-u-s-health-department-amid-coronavirus-crisis-idUSKB
N21320V> accessed 10 June 2020.

COVID-19의 전세계적 유행이 갖는 국제법적 함의 - 사이버 안보를 중심으로 -

국가들에서 보고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진단키트

보건의료 영역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려

있었다.34)

면 우선 그 공격의 주체가 비국가실체인지 아니면

하지만, 이러한 사이버 공격이 코로나 바이러스

특정 국가인지 혹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 비국가실

업체들에 대한 해킹 시도가 여러 차례

이후에 벌어지기 시작한 현상은 아니다. 이전부터

체인지 등을 밝혀야 후속 대응조치나 반격을 가할

꾸준하게 이런 사례들은 보고되어 왔는데, 특히

수 있다. 즉, 일차적･기술적 귀속(attribution)과 이

영국의 NHS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은 여러

차적･법률적 귀속의 확정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39)

차례 공개된 바 있다.35) 이미 2018년 국제적십자

귀속을 비롯한 대응의 문제는 여러 해결되지 않은

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기술적, 법적 이슈들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우선 가

ICRC)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증가하는 디지털화

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와

(digitisation) 및 상호연결성(interconnectivity)으로

방어일 것이다. 미국 정부는 최근 보고서에서 자

인하여 사이버 공격에 대한 취약성 역시 증가되고

국의 의료 및 Covid-19 관련 핵심 서비스 분야에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고 경고한 바

대한 지능형 지속 공격(Advanced Persistent Threat,

있다.36) 병원 내부 네트워크를 비롯하여 심박기

APT)이 이루어 지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에 대응

및 인슐린 펌프 등의 의료기구들은 인터넷에 연결

하기 위한 지침들을 각 보건의료 영역 관계자들에

되어 원격 조정되거나 모니터링 되는 등 의료에서

게 하달하였다.40) 영국과 미국은 또한 이에 대한

디지털 의존도는 높아졌다. 따라서 병원이 사이버

합동 보고서를 작성하고 권고안을 마련하였다.41)

공격의 장이 될 위험성 역시 날로 증가한 반면,

호주도 이와 유사한 보건의료 영역에 대한 사이버

그에 걸맞는 수준의 사이버 보안 개선은 이루어지

보안 위협에 대한 경고를 발령하고 보안 강화를

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37)

세계보건기구(World

위한 방안들을 마련한 바 있다.42) 전지구적인 코

Health Organisation, WHO) 역시 사이버 공격의

로나 유행 상황에서 병원이나 백신회사 및 진단키

대상이 되었는데, “이 시기에는 코로나 치료와 진
단, 백신 등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가치가 있고 거의 모든 국가들의
정보기관 활동의 우선 업무가 된다.”38)
34) 신은별, ‘국내 코로나 진단키트 업체에 해킹 시도… 기술 유
출될 뻔’ 한국일보 (2020년 3월 31일) <https://www.hankookilbo.
com/News/Read/202003311798732396> accessed 15 September
2020.
35) Alex Hern, ‘NHS Could Have Avoided WannaCry Hack with
‘Basic IT Security’, Says Report’ The Guardian (27 October
2017) Malware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
2017/oct/27/nhs-could-have-avoided-wannacry-hack-basic-it
-security-national-audit-office> accessed 10 June 2020.
36) Laurent Gisel and Lukasz Olejnik, ICRC Expert Meeting on
the Potential Human Cost of Cyber Operations (2018) 18-22.
37) Ibid 6.
38) Raphael Satter, Jack Stubbs and Christopher Bing, ‘Exclusive:
Elite Hackers Target WHO as Coronavirus Cyberattacks Spike’
REUTERS (24 March 2020) CYBER RISK <https://www.
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who-hack-exclusiv
e/exclusive-elite-hackers-target-who-as-coronavirus-cyberatt
acks-spike-idUSKBN21A3BN> accessed 10 June 2020.

39) 사이버 귀속의 기본 문제들에 대해서는, Herbert Lin,
‘Attribution of Malicious Cyber Incidents: From Soup to
Nuts’ Aegis Paper Series <https://www.hoover.org/research/
attribution-malicious-cyber-incidents-soup-nuts-0> accessed
21 March 2017.
40) Cybersecurity &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CISA), Alert
(AA20-126A): APT Groups Target Healthcare and Essential
Services (5 May 2020) <https://www.us-cert.gov/ncas/alerts/
AA20126A> accessed 16 June 2020.
41) National Cyber Security Centre, Cyber Warning Issued for
Key Healthcare Organisations in UK and USA (5 May 2020)
<https://www.ncsc.gov.uk/news/warning-issued-uk-usa-healt
hcare-organisations> accessed 16 June 2020; NCSC (UK) &
CISA (US), Advisory: COVID-19 Exploited by Malicious
Cyber Actors Version 1.0 (8 April 2020) <https://www.ncsc.
gov.uk/files/Final%20Joint%20Advisory%20COVID-19%20
exploited%20by%20malicious%20cyber%20actors%20v3.pd
f>accessed 16 June 2020.
42) Australian Cyber Security Centre, Advisory 2020-009: Advanced
Persistent Threat (APT) Actors Targeting Australian Health
Sector Organisations and COVID-19 Essential Services (8
May 2020) <https://www.cyber.gov.au/threats/advisory-2020009-advanced-persistent-threat-apt-actors-targeting-australia
n-health-sector-organisations-and-covid-19-essential-service
s>accessed 16 June 2020.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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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회사 등으로부터 개인의 의료 정보나 의료 산업

지는 악성 사이버 활동을 비난하고 전 세계가 연

관련 기밀을 빼내려는 보건의료 영역에 대한 사이

대하여 사이버 회복탄력성(cyber resilience)을 증

버 공격은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산업안보의 문제

진하는데 계속적인 지원을 할 것을 강조하는 선언

와도 직결된다.

을 발표했다.47) 네덜란드 정부는 현재 유엔에서

보건의료 영역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이버 공격

진행중인 Open-Ended Working Group(OEWG)

의 사례들이 보고되자 학자들을 비롯한 여러 국제

의 보고서 초안 작업에 대한 응답에서 Covid-19

전문가들은 ‘옥스포드 선언’(the Oxford Statement,

위기 상황을 이용하여 일부 국가들이 보건의료 영

May 2020)43)을 발표하고 보건 의료 영역에 대한 해

역 등에 대한 사이버 작전을 직접 혹은 비국가실

로운 사이버 활동을 막기 위한 국제법적 노력을 다

체들을 통하여 수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

할 것을 각국 정부 및 국제사회를 향하여 촉구하

면서 그에 대한 국제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

였다.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에스토니아의 주도로

다.48) 무력충돌 상황에서 의료 인력 및 시설 등에

5월 22일 Arria-Formula Meeting of the Security

대한 공격이 국제인도법상 위법행위이듯이, 판데

Council44)이 개최되어 비슷한 맥락의 논의를 이

믹 상황에서 보건의료 영역에 대한 위해한 사이버

어갔다. ICRC도 역시 옥스포드 선언의 취지에 공

작업(cyber operation)이나 공격을 가하는 행위들

감한다는 선언을 하고 세계 지도자들에게 보건 영

을 국제법적으로 더욱 명료하게 위법화시키려는

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중지 및 예방하고 그 위

논의나 작업이 앞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법성을 확인할 것을

촉구하였다.45)

8월에는 특히

국제법적 차원의 논의와는 별도로 마이크로소프

백신 연구와 관련된 사이버 공격을 막고, 세계적

트 사의 주도로 만들어진 비정부기구인 Cyberpeace

으로 Covid-19 백신의 개발, 시험, 제조 및 공급

Instutite는 보건의료 영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피

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해에 대응하고 원조하기 위하여 Cyber 4 Healthcare

하는지에 관하여 좀 더 세분화된 ‘옥스포드 선언

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49) 기술은 감염병

II’ 가 발표되었다.46) EU는 판데믹 상황에서 벌어

의 전파와 확산을 막는 역할도 수행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개인과 산업 및 국가안보의 위협 수단으

43) ‘The Oxford Statement on the International Law Protections
Against Cyber Operations Targeting the Health Care Sector’
(2020) <https://www.elac.ox.ac.uk/the-oxford-statement-onthe-international-law-protections-against-cyber-operations-ta
rgeting-the-hea> accessed 25 May 2020.
44) <https://www.securitycouncilreport.org/un-security-councilworking-methods/arria-formula-meetings.php>
45) _____, ‘Call by Global Leaders: Work Together Now to
Stop Cyberattacks on the Healthcare Sector’ Humanitarian
Law & Policy <https://blogs.icrc.org/law-and-policy/2020/
05/26/call-global-leaders-stop-cyberattacks-healthcare/?utm_
campaign=DP_ORE%20blog%20-%20Call%20by%20global
%20leaders%3A%20work%20together%20now%20to%20st
op%20cyberattacks%20on%20the%20healthcare%20sector
&utm_source=hs_email&utm_medium=email&utm_content
=88474803&_hsenc=p2ANqtz--YLR_d8dfeSAM-kUDRDeJ
qSx-j6BiLc92HVL3W2NFGbiqXwSwBIvDNUaTkUmw7iA
Nw5pSpuhqu8VQ3JgsWS4XSEJV-4A&_hsmi=88474803>
accessed 30 May 2020.
46) The Second Oxford Statement on International Law Protections
of the Healthcare Sector During Covid-19: Safeguarding
Vaccine Research (7 August 2020) <https://elac.web.ox.ac.
1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20, Vol.19, No.3 (통권 제58호)

로 이용되기도 하므로,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지속적
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

uk/article/the-second-oxford-statement> accessed 15 August
2020.
47) Council of Europe, Declaration by the High Representative
Josep Borrell, on behalf of the European Union, on Malicious
Cyber Activities Exploiting the Coronavirus Pandemic (30
April 2020)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0/04/30/declaration-by-the-high-representative-j
osep-borrell-on-behalf-of-the-european-union-on-maliciouscyber-activities-exploiting-the-coronavirus-pandemic/>
accessed 8 June 2020.
48)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Response to the Pre-Draft
Report of the OEWG’ <https://front.un-arm.org/wp-content/
uploads/2020/04/kingdom-of-the-netherlands-response-pre-d
raft-oewg.pdf> accessed 15 September 2020.
49) <https://cyber4healthcare.cyberpeaceinst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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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인포데믹(Infodemic: an epidemic
of misinformation)50)

이거나 의도된 역정보(disinformation) 혹은 시중
에 떠도는 소문(rumours)일 수도 있다.53) 허위정
보 및 가짜뉴스의 범람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

WHO의 수장 Tedros Adhanom Ghebreyesus는
“우리는 감염병의 유행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

기 위한 접촉자 추적, 진단 및 치료를 비롯한 그
밖의 모든 관련 영역들에 악영향을 끼친다.

라, 인포데믹과 싸우고 있다.” 라고 2020년 2월 중

원래부터 허위정보의 유통은 상시적인 것이었

순 경 독일 뮌헨에서 열린 외교정책 및 안보 전문

으나, 주요 검색 엔진(search engine) 및 소셜 네트

가들과의 모임에서 언급한 바 있다.51) 가짜 뉴스가

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 SNS)는 허

바이러스보다 더 빠르고 쉽게 전파된다고 한 이 발

위정보를 증폭하여 급속도로 확산시키는 매개체

언은 현재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에서 감염병의

가 되고 있다.54) 특히 디지털 플랫폼들은 개인정

치료나 관리보다도 어쩌면 감염병 관련 정보의 관

보를 정교하게 수집하고 분석하여 맞춤형 정보를

리 및 유통이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

제공하기 때문에 대중의 관심을 최대한 끌 수 있

다. 실제로 Covid-19에 대한 허위정보와 가짜 뉴스

는 논리를 설계하여 실행할 수 있다.55) 기존에 언

의 무분별한 전파는 이미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는

론사들이 일차적으로 허위정보를 걸러내던 게이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52) 허위정보의 생산자는 정

트 키핑(gate keeping) 과정이 생략된 채, 디지털

부나 비국가실체 혹은 불특정 다수일 수도 있으며,

플랫폼에서는 사용자 개별 맞춤형 허위정보가 생

그 정보들은 단순히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

산되어 배달되고 더욱 급속한 허위정보의 확산으
로 이어진다. 이로써 디지털 플랫폼 회사들은 전

50) 통상 우리말에서는 ‘허위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
나 영문 상 misinformation과 disinformation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isinformation은 잘
못된 정보가 의도와는 무관하게 퍼지게 된 것을 의미하고
disinformation은 잘못된 정보를 의도를 가지고 퍼뜨린 경
우를 뜻한다. 이때 그러한 ‘의도’를 가진 주체는 국가의 정
부이거나 정보 기관 등 다양할 수 있다. (‘Misinformation’
vs. ‘Disinformation’: Get Informed on the Difference,
DICTIONARY.COM <https://www.dictionary.com/e/misinformationvs-disinformation-get-informed-on-the-difference/> accessed
15 September 2020)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게시되어 퍼져 나가는 가짜 뉴스 등
의 전파는 겉보기엔 별다른 의도가 없어 보여도, 실제 그
이면에는 각국 정부나 정보기관의 의도된 정보(intelligence)
작전이나 첩보(espionage) 활동이 숨어있을 수도 있다. 그 외
양은 misinformation을 하고 있으나 실질은 disinformation
인 경우, 엄격하게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그 실익도 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허위
정보’라는 단일 용어를 사용하고, ‘허위정보의 유포 및 확
산’이라는 의미로 인포데믹을 이해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51) The Deprtment of Global Communications, UN Tackles
‘Infodemic’ of Misinformation and Cybercrime in COVID-19
Crisis (United Nations 31 March 2020)
52) Bel Trew, ‘Coronavirus: Hundreds Dead in Iran from
Drinking Methanol amid Fake Reports It Cures Disease’
THE INDEPENDENT (27 March 2020) <https://www.independent.
co.uk/news/world/middle-east/iran-coronavirus-methanol-dri
nk-cure-deaths-fake-a9429956.html> accessed 10 June 2020.

례없이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2016년 영
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와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서 심각한 허위정보 캠페인이 인터넷에서 SNS 등
을 통해 정교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후 드러났
다.56) 이 두 사건을 기점으로 허위정보를 규제하
기 위한 논의들 역시 활발해졌다. 이전에 온라인
상의 SNS 플랫폼들은 ‘아랍의 봄’(Arab Spring)
사례에서 보았듯이 민주주의를 증진시키고 시민

53) House of Common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Committee, Misinformation in the COVID-19 Infodemic:
Second Report of Session 2019-21 (UK House of Commons
July 2020)
54) House of Common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Committee, Disinformation and ‘Fake News’: Final Report
(UK House of Commons February 2019)
55) 이를 ‘microtargeting’이라고 하는데, 특정 개인이나 그룹
의 사람들에 대하여 기존에 축적된 정보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그들을 표적화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을 의미한다.
56) Julian Jaursch, Regulatory Reactions to Disinformation: How
Germany and the EU are Trying to Tackle Opinion Manipulation on Digital Platforms (Stiftung Neue Verantwortung
October 2020)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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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간의 정보교류와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긍정적

각국의 정부나 정보기관 등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인 역할이 더 부각되었으나, 새로운 국면은 디지

각종 허위정보를 적극적으로 퍼뜨린다고 의심받

털 플랫폼이 허위정보의 확산 창구가 되어 정상적

는 경우도 있는데, 미국의 빌 게이츠가 바이러스

인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에

를 만들어 퍼뜨린 혐의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웹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며 더 나아가 국가 안보 자

사이트를 러시아 국방부가 직접 개설하였다는 보

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

도도 있었다.60)

식하는 계기가 되었다.57)

인포데믹은 효율적인 공공 보건 대응을 곤란하

코로나 사태에서도 여러 불분명한 출처들로부

게 만들며 사람들 사이에 혼란과 불신을 가중시켜

터 허위정보가 생산되어 확산되는 것은 역시 큰

판데믹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한 통계에 따르

문제가 되고 있다. 5G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

면, 실제로 2020년 4월 1주간 동안 영국 성인의

정서58)

거의 절반 이상이 가짜 뉴스 및 허위정보에 노출

및 정치적 선동과 결합되어 일반 대중의 공포를

되었다고 한다.61) 디지털 플랫폼에서 증가되고 있

자극하였고, 네덜란드와 영국 등지에서 통신장비

는 국가들의 허위정보 공작들에 대한 대응 방안이

시설 등을 파손하는 범죄 행위들로 이어졌다.59)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 차원에서 모색되고 있다.

리는 매개체라고 하는 가짜 뉴스는 혐중

세계보건기구는 ‘mythbusters’라는 팀을 구성하
57) Ibid.
58) Covid-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소(WIV)
에서 만들어진 후 실수로 유출 혹은 고의로 살포되었다는
류의 정치적 동기를 의심받을 수 있는 뉴스가 전 세계 온
라인 상에 퍼지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 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s의 수장인 Dr.
Fauci는 부정한 바 있다. (John Haltiwanger, ‘Dr. Fauci Throws
Cold Water on Conspiracy Theory That Coronavirus Was
Created in a Chinese Lab’ BUSINESS INSIDER (19 April
2020) <https://www.businessinsider.com/fauci-throws-coldwater-conspiracy-theory-coronavirus-escaped-chinese-lab-20
20-4> accessed 10 June 2020; Rosie Perper, ‘Fauci Agagin
Dismisses Conspiracy Theory That the Coronavirus Was Made
in a Wuhan Lab After Pompeo Touted ‘Enormous Evidence’
of a Cover-up’ BUSINESS INSIDER (5 May 2020) <https://
www.businessinsider.com/fauci-denies-wuhan-lab-conspirac
y-theories-national-geographic-interview-2020-5> accessed 10
June 2020)
59) Jim Waterson and Alex Hern, ‘At Least 20 UK Phone Masts
Vandalised over False 5G Coronavirus Claims’ The Guardian
(6 April 2020) 5G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
2020/apr/06/at-least-20-uk-phone-masts-vandalised-over-fals
e-5g-coronavirus-claims> accessed 15 April 2020; _____,
‘Dutch telecommunications towers damaged by 5G protestors:
Telegraaf’ REUTERS (11 April 2020) Technology News
<https://www.reuters.com/article/us-netherlands-5g-sabotage
/dutch-telecommunications-towers-damaged-by-5g-protestor
s-telegraaf-idUSKCN21T09P#:~:text=Dutch%20telecommun
ications%20towers%20damaged%20by%205G%20protestors
%3A%20Telegraaf,-2%20Min%20Read&text=AMSTERDA
M%20(Reuters)%20%2D%20Several%20Dutch,De%20Tele
graaf%20reported%20on%20Saturday.> accessed 15 April
2020; James Temperton, ‘The 5G Coronavirus Conspiracy
Theory Just Took a Really Dark Turn’ WIRED (7 Ma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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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페이스북(Facebook), 구글(Google), 핀트레스
트(Pinterest), 텐센트(Tencent), 트위터(Twitter), 틱
톡(TikTok), 유튜브(YouTube) 등 검색 및 미디어
회사들과 공동으로 온라인 상에서 가짜 뉴스와 허
위정보의 전파를 차단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6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8년부터 허위정보에 대항하는 유럽연합 직능규

Crime <https://www.wired.co.uk/article/5g-coronavirusconspiracy-theory-attacks?utm_medium=email&utm_source
=Wired.co.uk+Weekly+Newsletter&utm_campaign=Wired.c
o.uk+Weekly+Newsletter_2020-05-09&utm_content=%27I
%27m+furious%27%3A+Failing+care+homes+are+the+real
+coronavirus+scandal&utm_source=Adestra&utm_medium=
email&utm_campaign=WIRED%20Weekender%2009.05.20
20&utm_content=%27I%27m%20furious%27%3A%20Faili
ng%20care%20homes%20are%20the%20real%20coronaviru
s%20scandal> accessed 10 June 2020.
60) Betsy Woodruff Swan, ‘State report: Russian, Chinese and
Iranian Disinformation Narratives Echo One Another’ POLITICO
(21 April 2020) Coronavirus <https://www.politico.com/
news/2020/04/21/russia-china-iran-disinformation-coronavir
us-state-department-193107> accessed 10 June 2020.
61) _____, ‘Half of UK Adults Exposed to False Claims about
Coronavirus’ Ofcom (9 April 2020) <https://www.ofcom.
org.uk/about-ofcom/latest/features-and-news/half-of-uk-adul
ts-exposed-to-false-claims-about-coronavirus> accessed 10
June 2020.
62) Supra note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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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EU Code of Practice against Disinformation)
과63)

V. 맺음말

허위정보에 대항하는 유럽연합 실천계획(EU

Action Plan against Disinformation)을64) 마련하

개인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차

였다. 그러나 이런 규율은 주로 자발적인 참여를

원에서도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독려하고 별도의 제제 방안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

있다. 동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러온 판데믹은

지 않아 그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

개인의 생명과 건강 및 안전에만 영향을 주는 것

다.65) 이에 EU는 디지털 플랫폼 전반에 대한 명확

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질서에도 적지 않은 충격

한 규칙과 제제 방안 등을 포괄하는 디지털 서비

과 변화를 주고 있다. 흡사 제 1, 2차 세계 대전이

Act)의 입법을 준비 중이다.66)

이후의 국제질서 및 국제법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

허위정보에 대한 규율 및 규제는 표현의 자유

던 것처럼, 그 속도와 양태에는 차이가 있겠으나

및 언론의 자유 보장이라는 중대한 인권 가치의

코로나 이후의 국제질서와 국제법 역시 변화할 것

대척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기존

이 예상된다. 이상에서는 Covid-19 판데믹 상황

의 규제는 주로 불법 컨텐츠의 삭제나 처벌 등에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대비하고 고려해야 할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불법성이 모호한

사이버 안보 및 정보보안의 문제들에 대하여 개략

새로운 형태의 허위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적절히

적으로 정리하여 살펴보았다. 이미 일부 국제 표

대응하기 어렵다. 사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및 언

준처럼 자리잡기도 한 대한민국의 코로나 방역은

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디지털 플랫폼

크게 칭찬 받아 마땅하지만, 해외 사례들을 분석

기업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하여 자율규제를

하고 국제 사회 동향을 잘 살펴서 얻은 교훈을 이

우선시하고 자체적인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

후 국내의 법적, 제도적 정비에 반영하는 일도 역

력들 역시 제대로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시 중요할 것이다.

스 법(Digital Services

평가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허위
정보의 생산, 유통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적
절한 방안들을 국제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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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규약의 존중, 보호, 실현을 위한 국가들의
국제협력의무의 존부에 대한 검토
: COVID-19 상황에서의 시사점
강 우 현 (서울대학교 국제법 박사과정 수료)

I. 서론

적 국제지원과 국제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COVID-19 상황에서 동 국제협력의무

COVID-19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에 대한 기존

가 갖는 의미를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의 논의는 패권국의 리더십 실종과 중견국의 대

이하에서는 사회권규약상 국제협력의무를 크

응이라는 이른바 국제정치적, 다자주의이론의 맥

게 사회권규약의 역외적용성과 국제협력이라는

락에서 주로 고찰되어 왔다. 국제사회에서의 글

구절이 갖는 독립된 의미를 중심으로 고찰해보기

로벌 공공재 공급을 주도해 왔던 강대국들이 이

로 하고, 특히 의약품 등에 대한 제재상황이나 국

제는 상대적 이득(relative gains)를 취하기 위한

가들의 정보제공거부 등의 상황에서 사회권규약

제로섬적 경쟁에 골몰하는 모습은 지정학의 부활

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라는 우리 시대의 현실을 명징하게 말해주고
있기에, 이것이 다자주의적 협력의 맥락에서 어
떤 의미를 갖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나름의 의미
가 있는 작업이다.

II. 사회권규약 제2조 제1항에서 국가들의
국제협력의무가 도출되는지 여부

다자주의적인 기제가 왜 작동에 한계를 노정하
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작동하게 할 것인지의 논

1. 사회권규약상 국가들의 의무에 대한 개관

의와 더불어, 국제법규범상 현재의 협력 부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의 문제도 아울러 논의해

사회권규약상 국가들의 의무는 여러 각도를 갖

봄 직하다. 특히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

고 있으며, 림버그 원칙과 마스트리히트 원칙, 나

한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아가 사회권규약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이에 대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규약)은 제

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는 3중 구도로

12조에서 개인의 건강권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

설명할 때에는 권리의 존중, 보호, 충족으로 크게

1항은 상기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국가들의 의무(점진

나뉜다.1) “존중”이란 “국가 스스로 권리침해를 하

적 실현의무(the duty of progressive realization)를

지 않는 것”을, “보호”란 “제3자에 대한 침해로부

규정하면서 그 실현수단으로 “경제적 또는 기술

1) 박찬운, 뺷인권법뺸, 한울아카데미, 2011, 제101면.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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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충족”이란 “권리가

석론, 즉 일정 영토에 대한 실효적 통제 또는 특정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비로소 실현되는

개인에 대한 권한행사를 뛰어넘어 어떤 국가의 자

의미한다.2)

국 관할권 내 조치가 뛰어넘는 역외적용성이 인정

경우 그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될 수 있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 이에 찬동하

2. 사회권규약상 국가들의 국제협력의무의
존부
(1) 사회권규약의 역외적용성(extraterritoriality)

는 견해로는 인권이라는 개념 그 자체가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에 기반하고 있고, 그것을 존중, 보
호, 실현하는 것이 도덕적이라는 국가들의 서약행
위(pledge)로 만들어진 것이 인권조약이므로,5) 모

사회권규약상의 인권에 대한 존중, 보호, 실현

든 국가는 자신의 통제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사

의무에 대한에 관한 국가들의 국제협력의무를 도

람들의 인권을 존중, 보호, 실현하여야 한다는 견

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국가들이 자국 영토 외

해가 있다.6) 또한 국가는 자국 내에서 할 수 없는

의 개인에 대하여 사회권규약상 의무를 부담한다

행동은 바깥에도 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기

는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 경우 국가들은 자

도 한다.7) 심지어는 그저 ICCPR상의 관할권조항

국 영토 외 개인의 사회권규약상 인권을 직접 존

이 ICESCR에 부재한 데서 ICESCR의 물적 적용

중, 보호 그리고 실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범위가 국가의 “영토 내 또는 관할권 하 개인”으

그 개인들이 소재한 국가와 공동으로 의무를 부담

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는 취지의

하게 되고, 이는 역외국가들이 단순히 협력할 의

견해도 발견된다.8)

무를 부담한다는 것보다 더 강력한 의무를 도출할
수 있는 근원이 된다.

사회권규약위원회는 명시적으로 사회권규약이
국가의 영토 또는 그 관할권 내에 있는 개인을 넘

실제로 사회권규약 제2조 제1항은 “각 당사국

어선 개인에게도 적용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지

은...자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치까지 조

는 않았다.그러나 일반논평상 구체적 언급들을 살

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3),

펴보면 상반된 언급들이 발견된다. 우선 일반논평

자유권규약과 달리 그 물적 적용범위를 “자국 영

1에서는 사회권규약 당사국들은 ‘자국 영토 내 또

토 그리고 그 관할권 하에 있는 개인”으로 한정하

는 그 관할권 하의 개인’이 사회권규약상 권리들

는 문구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사회권규약이 어

을 어느 정도로 누리고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느 정도 역외적용성을 내포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

고(have) 하였다.9)

을 여기서 유추할 수는 있겠으나,4) 자유권규약상

그러나 식량권(the right to food)에 관한 일반논

의 “관할권 하에 있는 개인”에 대한 통상적인 해

평 12에서는 “사회권규약상 국가들의 국제적 의
무(International Obligations)”라는 제하에 (자국

2) 박찬운, 상게서(각주 1), 제102면;
3) 사회권규약 제2조 1항 : Each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s to take steps, individually and through
internation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especially economic
and technical, to the maximum of its available resources, with a
view to achieving progressively the full realization of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venant by all appropriate means,
including particularly the adoption of legislative measures.
4) Foo Coomans, The Extraterritorial Scope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the
Work of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uman Rights Law Review, Vol.11, 2011,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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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ea Brilmeyer, From Contract to Pledge: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Agreements, British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77., No.1., 2006, p.169-171.
6) http://www.ejiltalk.org/vaughan-lowe-on-marko-milanovics-book/
[2020년 8월 31일 최종방문]
7) Coomans, supra note 4, p.6.
8) Takele Soboka Bulto,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Human Right to Water in Afri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p.150.
9) CESCR General Comment No. 1: Reporting by States Parties,
27 July 1981, E/1989/22, par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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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다른 국가 내 식량생산

자신 외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점진적 실현의무와

이나 식량접근권을 훼손하는 식량봉쇄나 유사한

긴밀히 연결된 의무(closely linked)를 부과받는다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should refrain... from)

고 주장하기도 한다.13) 상기 문구를 가지고 국가

하고, 타국에서의 식량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조치

들에게 사회권규약의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의무

를 취하여야 한다(should)고 하면서, 그 타국의 범

를 부과받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항목을 나누

위에 대해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10) 식수

어 논해보도록 한다. 여기서는 설령 상기 문구가

권에 관한 일반논평 15에서도 비슷한 문구가 등장

국가들에게 국제협력의무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하였다.11)

상기 국제협력의무가 국가들이 부담하는 점진적

그러나 실제로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이러한 설

실현의무와 동치될 수는 없음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를 가지고 사회권규약위원회가 사회권규약의

족할 것이다. 사회권규약 제2조 제1항은 국제협력

역외적용성을 전적으로 긍정하였다거나, 아니면

을 국가들이 자신의 의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이러한 해석이 사회권규약의 해석으로서 타당하

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점진적 실현의무를 자국

다고 보기에는 몇 가지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사

의 관할권 바깥의 개인에게까지 적용시키는 “대

료된다. 첫째로, 이러한 해석이 타당한지를 살피

상” 확대의 효과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14)

기 위해 사회권규약의 맥락부터 고려해 보자. 사

ICJ도 Legal Consequences of a Construction

회권규약상의 의무들이 자유권규약상의 의무들과

of a Wall in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사건

는 달리 점진적 실현(progressive realization)의 형

에서 이와 같은 맥락의 판시를 하고 있다. 즉 ICJ

태로 규정되게 된 기저에는, 사회권규약상 인권들

는 사회권규약상의 권리들은 근본적으로 영토적

은 자유권규약상 일정한 인권들과는 달리 국가의

(essentially territorial)이라고 하면서, 다만 그 국

의지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고 국가의 적극적인 자

가가 영토적 관할권(territorial jurisdiction)을 행

원공여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관념이 깔려 있다.

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회권규약상 의무가 역

즉 그 능력에 있어 국가들 간 차이가 현저히 노정

외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15)

되는 상황에서 자유권규약과 마찬가지 수준의 적
극적 실현을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다.12)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들이 자국 내 상황이
아닌 타국의 사회권 실현 상황까지 고려하여야 한
다는 취지의 의무를 규정하여야 한다고 관념하기
는 어려웠을 것이다.
혹자는 사회권규약이 위 점진적 실현의무의 이
행수단으로서 “경제적 또는 기술적 국제지원과 국
제협력”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가들은
10) CESCR General Comment No. 12: The Right to Adequate
Food (Art. 11 of the Covenant), 12 May 1999, at paras.
36-41.
11) CESCR General Comment No. 15: The Right to Water (Arts.
11 and 12 of the Covenant), 20 January 2003, para.31.
12) Ben Saul, David Kinley, Jacqueline Mowbray,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ommentary,
Cases, and Materials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134.

13) Magdalena Sepúlveda Carmona, The obligations of ‘internation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un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 possible entry point to
a human rights based approach to Millennium Development
Goal 8,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Vol.13.,
2009, p.89.
14) Ben Saul et al., supra note 12, p.137.
15)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ICJ Reports 2004, p. 4, para.
112: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ontains no provision on its scope of application. This may be explicable by the fact that this Covenant
guarantees rights which are essentially territorial. However,
it is not to be excluded that it applies both to territories over
which a state party has sovereignty and to those over which
that state exercises territorial jurisdiction. Thus Article 14
makes provision for transitional measures in the case of any
state which ‘at the time of becoming a Party, has not been
able to secure in its metropolitan territory or other territories
under its jurisdiction compulsory primary education, free of
charge’.”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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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회권규약의 역외적용가능성에 대한 사

여기서 몇 가지 쟁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

회권규약위원회의 언급 역시 일견 조심스러운 면

다. 하나는 국가들이 역외제재입법과 같이 역외입

이 발견된다. 하나는, 국가들이 자국 관할권 바깥

법관할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회권규약상의 점진

의 개인에 대해서도 일련의 의무들을 부과받을 수

적 실현의무가 적용되기 위한 관할권이 성립하는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국가들의 구속력

지의 문제이다. 이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국가

있는 의무를 시사하는 “shall”을 쓰지 않고, “should”

관할권론상의 관할권 개념은 주권으로부터 흘러

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한 가지

나오는 국가의 권한인 반면, 국제인권조약의 적용

지적할 점은,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사회권의 존중

범위를 획정하는 개념으로서의 관할권은 국가의

의무가 아닌 보호의무나 실현의무에 대한 관할권

의무범위를 획정하는 개념으로서 양자는 다른 개

외 국가의 의무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그 의무의 강

념이기 때문이고,18) 실무적으로는 국가가 실효적

도를 높게 규정하는데 다소 유보적이라는 것이다.

통제를 전혀 행사하고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일반논평 14에서는 국가들이 “필요한

대외정책상의 목적을 위해 역외입법관할권을 행

경우(when required)”, “자원의 이용 가능한 정도

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가는 인

에 따라(depending on the availability of resources)”

권을 보편적으로 존중하여야 한다는 사회권규약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should)고 설시하는데,16)

의 전문의 취지를 놓고 보았을 때, 국가는 자국이

이는 “자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치”까지

주권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

사회권을 실현할 것을 규정하는 사회권규약 제2

권한이 입법적인 것이든, 집행적인 것이든, 사법

조 제1항보다는 다소 그 강도가 약한 문구이다.

적인 것이든) 국제인권법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

정책적으로 국가들 간의 사회권규약상 인권의 실

다. 어떤 지역에 대해 실효적 지배가 없다고 하더

현능력이 다르므로 관련 국제협력을 장려해야할

라도 해당 국가가 국제법상 그 지역의 어떤 사안

필요성과는 별개로, 사회권규약상의 점진적 실현

에 대해 역외입법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의무의 적용대상을 회원국 관할권 외 개인에게

놓일 경우, 그 국가는 그 역외입법관할권을 행사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주저하는 것으로

함에 있어서 사회권규약을 포함한 국제인권법상

보인다.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았을 때, 사회권규약상

둘째는, 국가가 역외의 어떤 개인에 대해 사회권

의 점진적 실현의무의 역외적용의 범위 역시 자

규약상 권리를 해함으로써 그 자체로 실효적 지배

유권규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원국의 영토 내

가 성립할 가능성에 대한 검토이다. 유럽인권재판

또는 그 관할권 하의 개인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이하 ECtHR)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자유권규약의 경우와

은 Bankovic and Others v. Belgium and Others

마찬가지로 점진적 실현의무의 역외적용성을 검

사건에서 국가가 개인에게 위력을 행사한 순간 관

토함에 있어서는 해당 개인이 회원국의 관할권

할권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하였다.19)

내에 있는지 여부를 “영토에 대한 실효적 통제”

이른바 ‘인과관계에 의한 관할권(cause-and-effect

또는 “개인에 대한 지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jurisdiction)’이라 불리는 이 개념은 국가의 외부

한다.17)
16) CESCR General Comment No. 14: The Right to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Art. 12 of the Covenant),
para.39.
17) 안준형, 점령지역에서의 국제점령법과 국제인권법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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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뺷국제법학회논총뺸, 제63권 제1, 2018.3월, 제82면.
18) Cedric Ryngaert, Jurisdiction in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Second Edition, 2015), p.22.
19) ECtHR, Bankovic and Others v. Belgium and Others [Judgment],
App.52207/099, 12 December 2001, paras.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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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위력행사가 모두 인권법적 맥락에서 해석

원회도 일반논평 3에서 이를 모든 국가들의 “의

됨으로써 인권조약이 국가의 대외활동까지 제약

무”로 상정하고 있다.22)

하는 것을 해석론상 막기 위한 취지로 사료되지

이에 대해서 Philip Alston 그리고 Gerald Quinn

만, 인권조약상 관할권 개념이 국가가 지배를 행

은 사회권규약 제정 당시의 국가들의 견해표명을

사하는 개인에 대한 인권의 확보에 있는 이상 그

세심히 검토한 결과, 사회권규약상의 국제협력에

해석론적 근거를 찾기 쉽지 않다. 따라서 국가의

대한 문구가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라

강제력 행사에 따라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는 견해는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한다.23) 그러나

인권조약의 관할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

Alston과 Quinn은 국제협력에 대한 언급이 아주

당하다.20)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
인 권리의 맥락에서는 경우에 따라 국제협력을 할

(2) 사회권규약 제2조 제1항의 “국제지원과
국제협력을 통하여(through international
assistance and cooperation)”의 의미

의무를 추출할 만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하고,

위 문구가 사회권규약상의 점진적 실현의무의

현재까지 이러한 해석의 변경을 추동할 만한 국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문구가 아님은 앞서 살펴보

들의 추후합의나 추후관행을 찾아보기 어렵고, 이

았으므로, 이하에서는 상기 문구가 (점진적 실현

것이 협약이 당초 의도한 바에 위배하여 국가들의

의무와는 별도로) 국가들 간의 국제협력의무를 창

주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여전하다.24)

아울러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트렌드에 따라 상기
해석이 변경될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설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검토해보도록 한다. 위

사회권규약 제2조 제1항은 앞서 말했듯이 국가

문구를 UN헌장 제56조상의 “헌장의 목적달성을

들이 국제협력을 할 의무를 직접 규정한 것이 아

위한 협력의무”와 연계지어 법적 구속력 있는 의

니라, 국가들이 국제협력을 통해서, 또는 자국 자

무로 관념하는 견해가 존재한다.21) 사회권규약위

체의 행동을 통해서, 자국의 점진적 실현의무를

20) Ralph Wilde,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Routledge
Handbook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Routledge
Press, 2014), pp.645-646; Noam Lubell, Extraterritorial Use
of Force Against Non-State Actors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224.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졸고, 해상이민자의
공해상 차단활동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뺷국제법학회논총뺸
제64권 제4호, 2019.12월, 제20-22면 참고.
21) Emily A. Mok, Internation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for
access to essential medicines, Health and Human Rights,
Vol.12., No.1., 2013, available at: https://www.hhrjournal.org/
2013/08/international-assistance-and-cooperation-for-accessto-essential-medicines/; [2020년 8월 31일 최종방문] Diane
Descierto, Beyond the State: Our Shared Duties to Cooperate
to Realize Human Rights during the Evolving Risks of a
Global Pandemic, EJIL:Talk! (August 20, 2020), https://www.
ejiltalk.org/beyond-the-state-our-shared-duties-to-cooperate-t
o-realize-human-rights-during-the-evolving-risks-of-a-global
-pandemic/; [2020년 8월 31일 최종방문] Fons Coomans,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Organisation, Max Planck Yearbook of United Nations Law,
Vol.11, 2007, p.366.

22) …in accordance with Articles 55 and 56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with well-establishe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nd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venant itsel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 and thus for the realiza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s an obligation of
all States.
23) Philip Alston and Gerald Quinn, The Nature and Scope of
State Parties’ Obligations un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uman Rights
Quarterly, Vol.9., 1987, p.191: “Thus on the basis of the
preparatory work it is difficult, if not impossible, to sustain
the argument that the commitment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contained in the Covenant can accurately be characterized
as a legally binding obligation upon any particular State to
provide any particular form of assistance. It would, however,
be unjustified to go further and suggest that the relevant
commitment is meaningless. In the context of a given right
it may,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be possible to identify
obligations to cooperate internationally that would appear to
be mandatory on the basis of the undertaking contained in
Article 2(1) of the Covenant.”
24) 백범석, COVID-19와 국제인권법의 역할, 뺷서울국제법연
구뺸 제27권 제1호, 2020.6월, 제43면.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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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할 것을 규정한 데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구 자체에서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를 도출하

III. COVID-19 상황에서의 국제협력의무
문제상황에 대한 검토

기는 문언상 쉽지 않다.25) 그러나 이러한 문구 자
체가 아주 법적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국제협력에서 도움을 받는 국가(주로 개발도상국
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통상 사회권규약상

1. 의약품･검사키트 수출제재에 대한
제재국의 해제 의무 여부

이들 국가들은 자국의 사회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1) 일방적 제재의 경우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되지만, 사회권 실현을 위

올해 초 이란은 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해

해 오롯이 쓸 수 있는 자원이 존재하는데도 불구
하고 이를 사회권실현을 위해 활용하지 않는 것
은 사회권규약 위반을

구성한다.26)

따라서 무상

이나 아주 저렴한 자원제공에도 불구하고 수원국
이 국제협력 자체를 거부한다면 사회권규약 위반
이 검토될 수 있다. 둘째, “이용가능한 최대의 자
원”의 의미상 수원국은 자원제공국이 제공하는
자원이 최대한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27) 셋째, 사회
권규약의 제 권중 국가가 일정한 범위 내의 최소
핵심의무(minimum core obligations)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고,28)

국가가 이를 자체적으로는 충

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국제협력의 요청에 대
한 국가의 재량권이 사실상 0으로 수축되는 경우
도 있을 것이다.
국제협력에서 도움을 주는 국가의 경우에는 원
칙적으로 수원국의 개인에 대하여 점진적 실현의
무를 부과받지 아니하므로, 이와 연계하여 국제협
력의무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만한 기제가 부재
하다. 만일 역외입법관할권의 행사를 통하여 앞서
언급한 사회권규약의 역외적용 조건이 충족된다면
해당 국가도 점진적 실현의무를 부과받을 것이다.

필요한 검사키트 등을 대미 제재로 인해 수입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며 미국의 대이란제재의 일시
적인 중단을 요구하였다.29) 이처럼 의약품수출이
그 자체로 사회권규약상 국제협력의무나 제반 의
무 위반을 구성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약품 등의 공여국은
원칙적으로 사회권규약상 수원국 내 국민들에 대
한 의무부담주체가 아니다. 그러나 공여국이 어떠
한 이유로 수원국의 국민에게 역외입법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공여국은 수원국 국민에 대하여
사회권규약상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대이
란 의약품 제재가 이란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역
외입법관할권의 행사에 해당한다면, 미국은 대이
란 제재를 함에 있어 이란 국민들의 의약품접근권
을 방해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그렇다면, 미국의 의료장비 또는 의약품 수출제
재가 역외입법관할권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미국의 이란 국민에 대한 사회권규약상 의무
성립 여부 판단에 있어 관건이 될 것이다. 우선
이란 국민이 미국으로부터의 의약품이나 의약장
비, 또는 그 생산에 필요한 부속물품 수입하는 것
에 대한 직접적 금지(1차제재) 역외입법관할권의
행사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다. 이는 어찌 보면

25) Rana Moustafa Essawy, The Legal Duty to Cooperate Amid
COVID-19: A Missed Opportunity?, EJIL:Talk! (April 20,
2020), https://www.ejiltalk.org/the-legal-duty-to-cooperate-amidcovid-19-a-missed-opportunity/ [2020년 9월 1일 최종방문]
26) Oliver De Schutt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Cases,
Materials, Commenta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p.587.
27) Magdalena Sepúlveda Carmona, supra note 13, p.95.
28) 박찬운, 상게서(각주 1), 제1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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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핵개발에 대한 법규범의 선언으로서 역외
입법관할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지
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미국 국민이 이란 국민과
미국 역내에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속지주의원칙(the territoriality principle)에 따른
29) https://www.bbc.com/news/world-middle-east-52218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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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의 행사에 불과한 것이다. Joanne Scott와
같은 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역외입법관할권의
행사(extraterritoriality)와 구분하여 관할권의 영토
적 연장(territorial extension)이라 부르면서, 후자
는 전자와는 달리 역내입법관할권의 행사이지만
그 행사에 있어 국외적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30)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규율대상이 이란 핵개발과 같은 역외의
현상임을 간과한 채 규율의 수범자 중 일부가 해
당국에 입국하였다는 측면에만 주목하였다는 비
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형식의 관할권 행사
는 이미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어 그 논리의 국제법 합치
성 유무를 쉽게 논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31) 따
라서 이 경우에는 이란 국민 본인에게 미국 역외
에서 입법관할권이 행사된다고 보기에는 곤란하
므로, 해당 이란 국민에게 미국이 사회권규약상
제의무를 부과받는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반면, 이란 국민이 제3국 국민과 상기 물품을
거래한 경우 제3국 국민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제
2차 제재의 경우에는, 제3국에서는 합법인 행위를
미국이 입법관할권의 행사를 통해 규제하는 것으
로서 역외입법관할권의 행사에 해당할 것이다.32)
따라서 이 경우에는 미국이 이란 국민에 대하여
사회권규약상 건강권을 존중, 보호, 충족시켜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미
국은 이란 국민이 코로나19 관련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제재수위를 조절할 의
무와 더불어, 제재수위가 너무 높아 필요최소의무
가 위반되지 않도록 할 의무룰 부담하게 되는 것
이다.

30) Joanne Scott, Extraterritoriality and Territorial Extension in
EU Law,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2,
2013, p.90.
31) Cedric Ryngaert, supra note 18, p.95.
32) 이동은, 일방적 경제제재 조치의 국제법적 타당성 및 대북
제재 관련 시사점, 뺷국제법학회논총뺸 제65권 제2호, 2020.
6월, 제196-197면.

(2) 다자 제재의 경우
만일 이 제재가 어느 한 국가의 일방적 제재가
아니라 UN안전보장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이하 안보리)의 결의에 근거한 제재라면
사회권규약이 어떻게 적용될지가 문제된다. 이 경
우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안보리의 결
의를 받아 실행한 제재의 경우 UN헌장 제103조
등의 메커니즘으로 인하여 사회권규약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하는 문제이다. 우선, 헌장 제24조 제2
항, 제1조 제3항에 따라 안보리는 기본적인 인권
을 존중하여 결의를 발하여야 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이 사회권규약 전체를 준수해 가면서 결의를
발하여야 하는 내용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De Wet
은 이에 대하여 UN제재는 사회권규약상 권리를
제한할 수 있지만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
고, 인권의 본질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33)
비례의 원칙의 경우에는 UN헌장 제39조, 제41조
상의 “필요한 조치”라는 문구로부터 도출되는, 즉
국제인권법의 수입물이 아니라 UN헌장의 논리적
귀결이겠지만,34) 인권제한이라는 측면에서는 사
회권 제4조상의 비례의 원칙을 그 내용상 상당부
분 따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즉 어떤 국가의 역외
입법이 안보리결의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
가는 여전히 사회권규약을 준수하여 자국의 역외
입법관할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의 쟁점은, 직접적으로 역외입법관할
권을 행사하는 국가가 아니라, 제재에 단순히 찬
성한 경우에도 사회권규약의 위반이 문제될 수 있
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8에서는 “국가들은 국제기구 회원국으
로서의 자국 행동이 건강권에 대한 적절한 고려
33) Erika de Wet, Human Rights Violations to Economic Enforcement Measures under Article 41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and the Iraqi Sanctions Regime, Leid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14., 2001, p.287-292.
34) Eugenia Lopez-Locoiste, The United Nations Security System
and its Relationship with Economic Sanctions and Human
Rights, Max Planck Yearbook of United Nations Law, Vol.14.,
2010., p.290.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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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account)를 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일응 이를

긍정한다.35)

대한 통고의무를 규정하면서, 당해 사건에 관한

그러나 앞서 언급한

공중보건정보 역시 함께 통고할 의무를 정하고 있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들은 자국이 법적으로 관할

는데,38) 여기에는 “공중보건정보, 발병 사례, 실험

권을 보유하거나 실효적 지배 등을 행사하고 있지

실 결과, 위험의 출처와 유형, 발병자 수와 사망자

아니한 영토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사회권규약상

수, 질병의 확산에 영향을 주는 조건, 도입한 보건

의무를 원칙적으로 부과받지 않는다. 국제기구의

조치, 사건과 관련하여 직면한 어려움과 사건 대

회원국으로서 다른 국가에 대한 제재결의안에 찬

응에 필요한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한다.39) 이

성표를 던졌다 하여 바로 그 국가에 대한 실효적

는 수원국의 국제협력의무 이행에 있어서 하나의

지배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법적 관할권이 인

지침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정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36)

따라서 이들 국가

그러나 이만으로 충분한지가 문제될 수 있다.

에게는 적어도 제재대상국 국민에 대해서는 사회

박진아 박사는 국제보건규칙상의 국가의 정보제

권규약이 문제될 여지가 많지 않다.

공의무의 범위에 병원체 표본, 그리고 국가가 보
유하고 있는 진단･백신･치료제에 관한 기술이 포

2. 국제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할
의무
앞서 언급한 대로, 국제협력의무의 일환으로서
국가는 자국의 역량이 필요최소의무를 이행할 수
도 없을 정도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제협력을
요청할 의무를 부과받고, 이 경우 해당 국가는 국
제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

함되지 않은 점을 아쉬워하며 국가가 자발적으로
상기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40) 적어도 전자의 경우에는, 특히
해당 전염병이 수원국에서 처음 발병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대
응이 어려우므로 사회권규약상 국제협력의무의 일
환으로 포섭될 수 있을 것이다.

할 의무를 부과받는다. COVID-19 확산세로 인하
여 질병을 위한 검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거
나, 병상이 과포화되어 일상적인 질병 치료가 불
가능한 경우에는 최소핵심의무의 한 부분인 “최
소한의 건강의 충족의무”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
므로 이 경우에 해당 국가는 국제협력을 요청하여
야 할 것이다.
COVID-19 상황에서 수원국이 국제협력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제공하여야 할 정보의 범위가 무엇
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제보
건규칙이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다. 동 지침은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37)이 될 수 있는 사건에
35) General Comment 8: “States Parties have an obligation to ensure
that their actions as members of international organisations
take due account of the right to health.”
36) Foo Coomans, supra note 22, p.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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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결론적으로 사회권규약 제2조 제1항상의 “국제
협력” 문구는 그 법적 의미가 다소간에 제한적이
라고 하겠다. 어떤 국가가 국제협력의 수혜국이
되어 일련의 협력의무 그리고 공여의 수락의무 등
을 부과받지 않는 이상 이 문구에 독립적인 의미
는 없다. 다만 어떤 국가의 역외입법관할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그 국가가 타국 국민에 대하여 인
권조약상 관할권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
37) “국제적인 질병 확산으로 다른 국가에게 공중보건상의 위
험이 되면서 둘째, 잠정적으로 국제협력 대응이 요구되는
경우이다.” - 박진아, 코로나19와 국제보건규칙의 대응,
뺷서울국제법연구뺸 제27권 제1호, 2020.6월, 제5면.
38) 국제보건규칙 제6조(통고) 제2항.
39) 박진아, 상게논문(각주 37), 제11면.
40) 박진아, 상게논문(각주 37), 제11면.

사회권규약의 존중, 보호, 실현을 위한 국가들의 국제협력의무의 존부에 대한 검토 : COVID-19 상황에서의 시사점

로 사회권규약이 그 타국 국민과 역외입법관할권

제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COVID-19

행사국 사이에 적용되게 된다.

백신을 둘러싼 국가들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COVID-19 상황에서 이와 같

고, 일방적 무역제재가 외교를 위한 무기로 쓰이

은 법리는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제재에 나서고자

고 있는 현 세태에 나름대로 시사하는 바가 있을

하는 국가들이나, 어떠한 이유로 정보를 축소, 은

것으로 보인다.

폐하고자 하는 국가들을 억제할 수 있는 나름의 기

< 국문 초록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규약)은 제2조 제1항, 제12조에서 국가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건강권을 실현해나갈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사회권규약이 사회권의 점진적 실현을 위한 국가의 “협력의무”를 규정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존재
한다. COVID-19 극복을 위하여 국가들이 독자적 백신개발, 주요 의약품 사재기 및 경제제재
유지 등 일방적인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현 상황을 법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위 사회권규약
규정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사회권규약상의 국제협력에 대한 언급은 국제협력의 수혜국에게는 국제협력을 수
락할 의무 및 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력할 의무를 창출하겠지만, 다른 국가들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를 위하여 국제협력을 제공할 의무가 바로 도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만 어떤
국가의 역외입법관할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그 국가가 타국 국민에 대하여 인권조약상 관할권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사회권규약이 그 타국 국민과 역외입법관할권 행사국 사이에
적용되게 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와 같은 법리는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제재에 나서고자 하는
국가들이나, 어떠한 이유로 정보를 축소, 은폐하고자 하는 국가들을 억제할 수 있는 나름의 기제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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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요 결의

결 없이 채택했다. 유엔 총회는 모든 회원국들이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중 말라리아와 다른 필수

제74차 유엔총회 회기 중 2020년 5월부터 2020
년 9월 사이에 채택된 국제법 관련 주요 결의는
다음과 같다.
- 2030년까지 말라리아 통제 및 제거를 위한 목
표달성의 통합과 가속화에 관한 결의(A/RES/
74/305)
-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에 대한 종합적이고 조
정된 대응에 관한 결의(A/RES/74/306)
- 전 세계 보건 위협에 대한 단결된 대응: 코로
나19와의 싸움에 관한 결의(A/RES/74/307)

II. 주요 내용
1. 2030년까지 말라리아 통제 및 제거를 위한
목표달성의 통합과 가속화에 관한 결의
(Consolidating gains and
accelerating efforts to control
and eliminate malaria in
developing countries, particularly
in Africa, by 2030, A/RES/74/305)

서비스들이 지속되도록 보장하고, 회복력 있는 보
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총회는 무엇보다도 지속가능발전목표 3(건강과 웰
빙), 목표 3.3과 세계보건기구(WHO) 말라리아 글
로벌 기술전략 2016-2030에 요약된 관련 목표들
을 더 많이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말라리
아 풍토병을 겪는 국가들이 보편적인 건강 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보건 체계, 의약품 생산, 인적 자원
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2.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에 대한 종합적이고
조정된 대응에 관한 결의
(Comprehensive and coordinated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A/RES/74/306)
2020년 9월 11일, 유엔 총회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에 대한 종합적이고 조정된 대응에 관한 결의
를 채택했다. 총회는 본 결의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세계적 대응을 촉진하고 조정하는 데 있어 세계보
건기구(WHO)의 핵심 지도적 역할과 유엔 체계의
기본적 역할을 인정했으며, 회원국들의 중심적 노
력을 인정했다. 총회는 또한, 인권에 대한 존중과

2020년 9월 11일, 유엔 총회는 2020년까지 개

함께 인간 중심적 및 성인지적(gender-responsive)

발도상국,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 말라리아를 통

대응을 통해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과 그로 인한

제하고 제거하기 위해 지금까지 달성한 것들을 통

결과를 억제․완화 및 극복하기 위한 국제협력과 연

합하고 그러한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결의를 표

대의 강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유엔의 지원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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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회원국들이 공공 보건 요구에 기반하여 코로나

라는 제목의 결의를 채택했다. 총회는 시기적절하

19 퇴치를 위한 부족한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 과

고 정확하며 투명한 정보 공유, 역학 및 임상 데이

학 및 증거에 기반한 협력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

터 교환,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료의 공유, 국제보

을 발전시키도록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회

건규칙(IHR 2005)의 이행 및 관련 지침의 실시 등

원국들이 백신과 의약품에 대한 연구 개발 자금을

질병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협력 강화와 다자

늘리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며 코로나19 퇴치에

간 노력을 촉구했다. 총회는 특히 의료 물자의 신

필요한 과학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이해당사

속한 전달, 백신과 의약품에 대한 연구 개발 기금

자들과 협력할 것을 권장했다.

확대, 그리고 의료 물자가 가장 필요한 곳에 공평
하게,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널리 보급될 수 있

3. 전 세계 보건 위협에 대한 단결된 대응:
코로나19와의 싸움에 관한 결의(United
response against global health
threats: combating COVID-19,
A/RES/74/307)
2020년 9월 11일, 유엔 총회는 “전 세계 보건
위협에 대한 단결된 대응: 코로나19와의 싸움”이

도록 보장함으로써, 보건 위기와 감염병 퇴치를 위
한 세계적인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적 안전
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회는 또한, 세계
보건기구(WHO)를 포함한 최전방 국제기구들과
함께 경제지원, 노동자와 기업(특히 중소기업) 보
호, 적절한 사회보장을 통한 취약계층의 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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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요 결의

II. 주요 내용

2020년 6월부터 2020년 8월 사이에 안전보장이
사회가 채택한 국제법 관련 주요 결의는 다음과
같다.
-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S/RES/2532)
-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결의(S/RES/
2535)

1.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결의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S/RES/2532)
2020년 7월 1일, 안전보장이사회는 코로나19에
관한 첫 안보리 결의를 채택했다. 안보리는 전례 없
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이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
지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참고: 안보리 채택 결의 목록 (2020.06~2020.08)

30

S/RES/2541 (2020)

31 August 2020

The situation in Mali

S/RES/2540 (2020)

28 August 2020

The situation in Somalia

S/RES/2539 (2020)

28 August 2020

The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S/RES/2538 (2020)

28 August 2020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S/RES/2537 (2020)

28 July 2020

The situation in Cyprus

S/RES/2536 (2020)

28 July 2020

The situation in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S/RES/2535 (2020)

14 July 2020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S/RES/2534 (2020)

14 July 2020

The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S/RES/2533 (2020)

11 July 2020

The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S/RES/2532 (2020)

1 July 2020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S/RES/2531 (2020)

29 June 2020

The situation in Mali

S/RES/2530 (2020)

29 June 2020

The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S/RES/2529 (2020)

25 June 2020

International Residual Mechanism for Criminal Tribunals

S/RES/2528 (2020)

25 June 2020

The situation concerning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S/RES/2527 (2020)

22 June 2020

The situation in Somalia

S/RES/2526 (2020)

5 June 2020

The situation in Libya

S/RES/2525 (2020)

4 June 2020

Reports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Sudan and South Sudan

S/RES/2524 (2020)

4 June 2020

Reports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Sudan and South Su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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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의제에 관한 모든 상황에서 일반적이고 즉각

국제 평화 및 안전에 관한 결의를 채택했다. 안보

적인 적대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사무총장과 그의

리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함에 있어 청소년을

특별대표 및 특별사절단의 노력을 지지했다. 안보

주변화(marginaliztions)하는 것이 손해라는 것을

리는 또한 유엔 사무총장에게 유엔 체계의 모든 관

인식하고, 모든 관련 행위자에게 평화협정의 협상

련 기관이 각자의 의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에

및 이행을 포함한 평화 구축뿐만 아니라, 분쟁의

대한 대응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예방과 해결을 위해 청소년의 대표성을 높일 방안

2.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결의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S/RES/2535
(2020)
2020년 7월 14일, 안전보장이사회는 청소년과

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청소년들의 완전하고 효
과적이며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안보리는, 시민적 정치적 공간을 보호하고 혐오 발
언과 폭력 선동을 규탄하는 것을 포함하여, 평화와
안전을 위해 일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안전한 환경
을 조성할 국가의 의무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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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요 결의
인권이사회 제43차 정기회기(2020.2.24.-2020.3.20.)
에서 채택된 국제법 관련 주요 결의와 내용은 다음
과 같다.1)
-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점령지 내
모든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과 정의 보장에
관한 결의(Res. 43/3, A/HRC/43/L.36/Rev.1)
- 출생등록과 어느 곳에서든 법 앞에 사람으로
인정받을 모든 사람의 권리에 관한 결의(Res.
43/5, A/HRC/43/L.3)

II. 주요 결의의 내용
1.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점령지 내
모든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과 정의 보장에
관한 결의(Ensuring accountability
and justice for all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including
East Jerusalem, Res. 43/3,
A/HRC/43/L.36/Rev.1)
2020년 6월 19일, 인권이사회는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점령지 내 모든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과 정의 보장에 관한 결의 43/3을 채택

인권이사회 제44차 정기회기(2020.6.30.-2020.7.17.)

하고, 모든 의무 보유자와 유엔 기관이, 팔레스타

에서 채택된 국제법 관련 주요 결의와 내용은 다음

인 점령지 시위에 대한 독립 국제사실조사위원회,

과 같다.

2014년 가자 지구 분쟁에 대한 독립 사실조사위
원회, 동예푸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점령지 전

-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 및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결의(Res. 44/9, A/HRC/44/L.7)
- 인권 분야 국제협력 강화에 관한 결의(Res.
44/18, A/HRC/44/L.22)

역의 팔레스타인 국민의 시민적･정치적･경제적･
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독립 국제사실조사위원회 및 가자지구 충돌
에 대한 유엔 사실조사임무 등의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인권이사회는
아울러, 국제형사재판소(ICC)가 2019년 12월 20
일 팔레스타인 사태에 대한 예비심사에 대해 내린
결론을 주목하며, 재판소의 임무와 소추관의 독립

1) 유엔인권이사회의 정기회기는 매년 최소 3회 이상이며, 기
간은 최소 10주 이상 개최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인권이사회
는 매년 3월(4주간), 6월(3주간), 그리고 9월(3주간)에 정기
회기를 개최하고 있다. 특별회기는 이사국의 1/3 이상의 요
구가 있는 경우에 횟수에 제한 없이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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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생등록과 어느 곳에서든 법 앞에 사람으로
인정받을 모든 사람의 권리에 관한 결의
(Birth registration and the right of
everyone to recognition everywhere
as a person before the law, Res.
43/5, A/HRC/43/L.3)
2020년 6월 19일, 인권이사회는 출생등록과 어
느 곳에서든 법 앞에 사람으로 인정받을 모든 사람
의 권리에 관한 결의 43/5를 채택했다. 인권이사회
는 전 세계 출생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의 2억 3천 7백만 명의 어린
이들이 여전히 출생증명서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
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국가가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이 모든 출생을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음
을 상기하고, 또한 국제인권법과 국내법에 따라 출
생 즉시 출생신고가 이뤄져야 하며, 출생신고는 이
주민, 비국적자, 망명신청자, 난민, 무국적자 자녀
들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권이사회는 모든
국가에게 판사와 변호사의 독립성과 검사의 객관
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여기에는
여하의 간섭, 괴롭힘, 위협 없이 전문적 기능을 수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야 한다고 강조했
다. 인권이사회는 아울러 모든 국가에게 사법기관
이 기능성, 책임성, 투명성 및 완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능력을 갖도록 보장할 것과 코로
나19 세계적 유행 및 기타 위기 상황을 포함한 비
상 상황 동안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기타
기본적 권리 및 자유에 부합하는 사법에 대한 효율
적인 접근을 포함하여 사법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
할 것을 촉구했다.

4. 인권 분야 국제협력 강화에 관한 결의
(Enhance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Res. 44/18, A/HRC/44/L.22)

3.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 및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결의(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of the judiciary,
jurors and assessors, and the
independence of lawyers, Res.
44/9, A/HRC/44/L.7)

19 세계적 대유행이 전대미문의 사회와 경제 및

2020년 7월 16일, 인권이사회는 사법부의 독립

국가에게 코로나19 관련 진단, 치료제, 의약품 및

과 공정성 및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결의 44/9를

백신이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저렴하고 공평한 접

채택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부, 독립된 법조

근과 제공이 가능하고, 배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7월 17일, 인권이사회는 인권 분야 국제
협력 강화에 관한 결의 44/18를 채택하고, 코로나
세계 여행과 상업에 대한 심각한 혼란, 그리고 신
체적, 정신적 건강과 사람들의 생계에 대한 파괴적
인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전세계 모든

인,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찰은 인권 보호와 법치주

아울러 높은 부채 수준이 코로나19의 충격을 견딜

의 적용, 그리고 여하의 차별없이 공정한 재판과

수 있는 국가의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은

사법행정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임을 확신하

우려를 인식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제협력 및 지원

며, 사법 독립의 필수 요소로서 그리고 법치주의에

강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내재된 개념으로서 사법부의 책임성, 투명성,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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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제법 관련 보고서

조 이행 규정 재검토를 위한 가능한 옵션과 회원국
들이 제기한 쟁점에 대한 검토 등을 제공한다. 유

이번호에서는 2020년 6월부터 2020년 8월 사이

엔헌장 제102조 이행 규정은 1946년 유엔 총회에

에 발표된 국제법 관련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서 채택됐으며,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 유엔헌장

소개한다.

제102조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등록대상, 절차,

- 유엔헌장 제102조 이행 규정 검토에 관한 사
무총장 보고서(A/75/136)
- 보편적 관할권 원칙의 범위와 적용에 관한 사
무총장 보고서(A/75/151)
-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
(A/75/271)
- 사형제도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A/HRC/45/20)

제출자료 등을 명시한다.

2. 보편적 관할권 원칙의 범위와 적용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The scope and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universal jurisdiction, A/75/151,
2020년 7월 9일 배포)
유엔 총회 제75차 회기를 위해 제출된, 보편적
관할권 원칙의 범위와 적용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

II. 주요 내용
1. 유엔헌장 제102조 이행 규정 검토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Review of the
regulations to give effect to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75/136, 2020년
7월 6일 배포)
유엔 총회 제75차 회기를 위해 제출된, 유엔헌
장 제102조 이행 규정 검토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
서는 총회 결의 제73/210호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서는 총회 결의 제74/192의 요청에 따라 작성됐다.
사무총장은 회원국 및 관련 옵서버로부터 받은 정
보와 의견에 근거하여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적절
한 경우, 관련 국제 조약 및 해당 국가의 국내법과
사법 관행에 관한 정보 및 보편적 관할권의 범위와
적용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담았다.

3.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75/271, 2020년 7월 30일
배포)

조약의 등록과 공표의 관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
고, 조약 등록 요건 명확화, 조약 등록 과정에서의

유엔 총회 제75차 회기를 위해 제출된 북한 인

전자 자원 활용 촉진을 포함하여, 유엔헌장 제102

권 상황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는 총회 결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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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66호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코로나19 세계적

정 제18/117호에 따른 것으로 이전 보고서를 갱신

유행 상황을 포함해 2019년 9월부터 2020년 7월

하기 위해 제출됐다. 본 보고서에서 사무총장은 사

까지 북한의 국내 인권 상황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

형제도의 보편적 폐지에 대한 추세를 확인하고 사

다. 이 보고서는 또한 유엔의 인권 분야에 대한 북

형제도에 직면한 사람들의 권리 보호를 보장하는

한 정부의 참여에 관해서도 기술한다.

안전장치 시행과 사용을 제한하는 이니셔티브를
강조한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소수의 국가들이 국

4. 사형제도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
(Question of the death penalty,
A/HRC/45/20, 2020년 8월 13일
배포)
유엔 인권이사회 제45차 회기를 위해 제출된 사

제인권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형제도를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는 또한 인권
이사회 결의 제22/11호에 따라 사형 또는 사형 집
행을 선고받은 사람의 자녀의 인권에 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형제도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는 인권이사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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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제72차 회기
국제법위원회는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2020년 4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그리고 7월 6일부터 8월
7일까지(총 11주) 국제법위원회 제72차 회기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진행중인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제72차 회기 2021년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제72차 회기에서 다뤄질 주제 관련 주요 소식은 다음과 같다.

1. 조약의 잠정적용(Provisional application of treaties)
2020년 2월 24일, 특별보고자 Juan Manuel Gómez-Robledo의 여섯 번째 보고서가 나왔다.(A/CN.4/738)
2월 14일에는 이 주제에 대해 정부 및 국제기구로부터 받은 의견과 논평이 포함된 보고서도 발표됐
다.(A/CN.4/737) 이번 보고서에서 2018년 1회독 초안에 대해 특별보고자가 수정을 제안한 지침은 다음과
같다.

Guidelines adopted by the Commission on first reading in 2018, with changes recommended
by the Special Rapporteur
Guideline 1. Scope
The present draft guidelines concern the provisional application of treaties by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Guideline 2. Purpose
The purpose of the present draft guidelines is to provide guidance regarding the law and practice on the
provisional application of treaties, on the basis of article 25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nd other rules of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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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line 3. General rule
A treaty or a part of a treaty may be provisionally applied, pending its entry into force between the Stat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ncerned, if the treaty itself so provides, or if in some other manner it has been
so agreed.
Guideline 4. Form of agreement
In addition to the case where the treaty so provides, the provisional application of a treaty or a part of a treaty
may be agreed through:
(a) a separate treaty; or
(b) any other means or arrangements, including a resolution adopted by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or at
an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if such resolution has not been opposed by the State concerned, or a
declaration by a State or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at is accepted by the other Stat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ncerned.
Guideline 5. Commencement of provisional application
The provisional application of a treaty or a part of a treaty, pending its entry into force between the Stat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ncerned, takes effect on such date, and in accordance with such conditions and
procedures, as the treaty provides or as are otherwise agreed.
Guideline 6. Legal effect of provisional application
The provisional application of a treaty or a part of a treaty produces a legally binding obligation to apply
the treaty or a part thereof between the Stat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ncerned, unless the treaty
provides otherwise or it is otherwise agreed.
Guideline 7. Reservations
1.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rules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pplied mutatis
mutandis, a State may, when agreeing to the provisional application of a treaty or a part of a treaty,
formulate a reservation purporting to exclude or modify the legal effect produced by the provisional
application of certain provisions of that treaty.
2.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rules of international law,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may, when
agreeing to the provisional application of a treaty or a part of a treaty, formulate a reservation purporting
to exclude or modify the legal effect produced by the provisional application of certain provisions of that
treaty.
Guideline 8. Responsibility for breach
The breach of an obligation arising under a treaty or a part of a treaty that is provisionally applied entails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rules of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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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line 9. Termination and suspension of provisional application
1. The provisional application of a treaty or a part of a treaty terminates with the entry into force of that treaty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Stat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ncerned.
2. Unless the treaty otherwise provides or it is otherwise agreed, the provisional application of a treaty or
a part of a treaty with respect to a State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is terminated if that State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so notifies the other Stat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etween which the
treaty or a part of a treaty is being applied provisionally, irrespective of the reason for such termination.
3. The present draft guideline is without prejudice to the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relevant rules set
forth in part V, section 3,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or other relevant ru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termination and suspension.
4. Unless the treaty otherwise provides or it is otherwise agreed, the termination of the provisional
application of a treaty or a part of a treaty does not affect any right, obligation or legal situation created
through such provisional application prior to its termination.
Guideline 10. Internal law of States and rul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observance of
provisionally applied treaties
1. A State that has agreed to the provisional application of a treaty or a part of a treaty may not invoke the
provisions of its internal law as justification for its failure to perform an obligation arising under such
provisional application.
2.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at has agreed to the provisional application of a treaty or a part of a treaty
may not invoke the rules of the organization as justification for its failure to perform an obligation arising
under such provisional application.
Guideline 11. Provisions of internal law of States and rul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garding
competence to agree on the provisional application of treaties
1. A State may not invoke the fact that its consent to the provisional application of a treaty or a part of a treaty
has been expressed in violation of a provision of its internal law regarding competence to agree to the
provisional application of treaties as invalidating its consent unless that violation was manifest and
concerned a rule of its internal law of fundamental importance.
2.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may not invoke the fact that its consent to the provisional application of a
treaty or a part of a treaty has been expressed in violation of the rules of the organization regarding
competence to agree to the provisional application of treaties as invalidating its consent unless that
violation was manifest and concerned a rule of fundamental importance.
Guideline 12. Agreement to provisional application with limitations deriving from internal law of States and
rul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present draft guidelines are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 of a State or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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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 in the treaty itself or otherwise to the provisional application of the treaty or a part of the treaty with
limitations deriving from the internal law of the State or from the rules of the organization.

2. 외국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 국가공무원 면제(Immunity of State officials from foreign criminal
jurisdiction)
2020년 4월 24일, 특별보고자 Concepción Escobar Hernández의 여덟 번째 보고서가 나왔다.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채택된 초안 조항은 다음과 같다.
Part One
Introduction
Draft article 1
Scope of the present draft articles
1. The present draft articles apply to the immunity of State officials from the criminal jurisdiction of another
State.
2. The present draft articles are without prejudice to the immunity from criminal jurisdiction enjoyed under
speci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in particular by persons connected with diplomatic missions, consular
posts, special miss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military forces of a State.
Draft article 2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draft articles:
…
(e) “State official” means any individual who represents the State or who exercises State functions;
(f) an “act performed in an official capacity” means any act performed by a State official in the exercise of
State authority.
Part Two
Immunity ratione personae
Draft article 3
Persons enjoying immunity ratione personae
Heads of State, Heads of Government and Ministers for Foreign Affairs enjoy immunity ratione personae
from the exercise of foreign criminal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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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ft article 4
Scope of immunity ratione personae
1. Heads of State, Heads of Government and Ministers for Foreign Affairs enjoy immunity ratione personae
only during their term of office.
2. Such immunity ratione personae covers all acts performed, whether in a private or official capacity, by
Heads of State, Heads of Government and Ministers for Foreign Affairs during or prior to their term of
office.
3. The cessation of immunity ratione personae is without prejudice to the application of the ru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immunity ratione personae.
Part Three
Immunity ratione personae
Draft article 5
Persons enjoying immunity ratione personae
State officials acting as such enjoy immunity ratione personae from the exercise of foreign criminal
jurisdiction.
Draft article 6
Scope of immunity ratione personae
1. State officials enjoy immunity ratione personae only with respect to acts performed in an official
capacity.
2. Immunity ratione personae with respect to acts performed in an official capacity continues to subsist after
the individuals concerned have ceased to be State officials.
3. Individuals who enjoyed immunity ratione personae in accordance with draft article 4, whose term of
office has come to an end, continue to enjoy immunity with respect to acts performed in an official
capacity during such term of office.
Draft article 7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in respect of which immunity ratione personae shall not apply
1. Immunity ratione personae from the exercise of foreign criminal jurisdiction shall not apply in respect
of the following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a) crime of genocide;
(b) crimes against humanity;
(c) war crimes;
(d) crime of apartheid;
(e) tor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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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nforced disappearance.
2.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draft article, the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mentioned above are to
be understood according to their definition in the treaties enumerated in the annex to the present draft
articles.
Annex
List of treaties referred to in draft article 7, paragraph 2
Crime of genocide
•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17 July 1998, article 6;
•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9 December 1948, article II.
Crimes against humanity
•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17 July 1998, article 7.
War crimes
•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17 July 1998, article 8, paragraph 2.
Crime of apartheid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Apartheid, 30 November
1973, article II.
Torture
•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10
December 1984, article 1, paragraph 1.
Enforced disappearance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20 December
2006, article 2.

3. 국가책임의 승계(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State responsibility)
2020년 5월 27일, 국가책임의 승계 특별보고자, Pavel Šturma의 네 번째 보고서가 나왔다. (A/CN.4/743).
네 번째 보고서에서 제안된 초안 조항은 다음과 같다.
Text of the draft articles proposed in the fourth report
Draft article 7 bis
Composite acts
1. When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is of a composite character,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a
predecessor State and/or that of a successor State is engaged if a series of actions or omissions defined
in aggregate as wrongful occurs. If the action or omission, taken with the other action or omission,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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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fficient to constitute the wrongful act of either the predecessor State or the successor State, such State
is responsible only for the consequences of its own act.
2. However, if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occurs only after the last action or omission by the successor
State,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this State extends over the entire period starting with the first of
the actions or omissions and lasts for as long as these actions or omissions are repeated and remain not
in conformity with the international obligation.
3.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are without prejudice for any responsibility incurred by the predecessor
State or the successor State on the basis of a single act if and to the extent that it constitutes a breach of
any international obligation in force for that State.
Draft article 16
Restitution
1. In cases of succession of States where a predecessor State continues to exist, that State is under an
obligation to make restitution, provided and to the extent that restitution is not materially impossible or
does not involve a burden out of all proportion.
2. If, due to the nature of restitution, only a successor State or one of the successor States is in a position to
make such restitution or if a restitution is not possible without participation of a successor State, a State
injured by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of the predecessor State may request such restitution or
participation from that successor State.
3. Paragraphs 1 and 2 are without prejudice to any apportionment or other agreement between the successor
State and the predecessor State or another successor State, as the case may be.
4. A successor State may request restitution from a State which committed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against the predecessor State if the injury caused by this act continues to affect the territory or persons
which, after the date of succession of States, ar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successor State.
Draft article 17
Compensation
1. In cases of succession of States where a predecessor State continues to exist, that State is under an
obligation to make compensation for the damage caused by its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insofar as
such damage is not made good by restitution.
2. In particular circumstances, a State injured by such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may request
compensation from a successor State or one of the successor States, provided that the predecessor State
ceased to exist or, after the date of succession of States, that successor State continued to benefit from such
act.
3. Paragraphs 1 and 2 are without prejudice to any apportionment or other agreement between the successor
State and the predecessor State or another successor State, as the case may be.
4. A successor State may request compensation from a State which committed an internationally wrong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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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against the predecessor State, provided that the predecessor State ceased to exist or, after the date of
succession of States, the successor State continued to bear injurious consequences of such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Draft article 18
Satisfaction
1. In cases of succession of States where a predecessor State continues to exist, that State is under an
obligation to give satisfaction for the injury caused by its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insofar as such
injury is not made good by restitution or compensation.
2. Paragraph 1 is without prejudice to an appropriate satisfaction, in particular prosecution of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that any successor State may claim or may provide.
Draft article 19
Assurances and guarantees of non-repetition
1. In cases of succession of States where a predecessor State continues to exist, that State is under an
obligation to offer appropriate assurances and guarantees of non-repetition, if circumstances so require,
even after the date of succession of States.
2. Provided that the obligation breached by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remained in force after the date
of succession of States between a successor State and another State concerned, and if circumstances so
require:
(a) a State injured by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of the predecessor State may request appropriate
assurances and guarantees of non-repetition from a successor State; and
(b) a successor State of a State injured by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of another State may request
appropriate assurances and guarantees of non-repetition from this State.

4. 해수면 상승과 국제법(Sea level rise in relation to international law)
2020년 6월 18일, 이 주제에 관한 연구 그룹의 공동의장인 Bogdan Aurescu와 Nilüfer Oral의 첫 번째
보고서가 나왔다. (A/CN.4/740 and Add.1) 첫 번째 보고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Contents
Introduction
I. Inclusion of the topic in the Commission’s programme of work; consideration of the topic by the
Commission
II. Debate in the Sixth Committee of the General Assembly; level of support for the topic from the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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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s and outreach
III. Scientific findings and prospects of sea-level rise and relationship with the topic
IV. Previous references to the topic in the works of the Commission
V. Consideration of the topic by th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VI. Purpose and structure of the issues paper
Part One: General
I. Scope and outcome of the topic
A. Issues to be considered by the Commission
B. Final outcome
II. Methodological approach
Part Two: Possible legal effects of sea-level rise on the baselines and outer limits of the maritime spaces
measured from the baselines, on maritime delimitations, and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and jurisdiction of the coastal State and its nationals, as well as on the rights of third States and
their nationals in maritime spaces in which boundaries or baselines have been established
I. Possible legal effects of sea-level rise on the baselines and outer limits of the maritime spaces that are
measured from the baselines
A.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role of baselines in
establishing maritime spaces and their outer limits
B. Effects of the ambulation of the baseline as a result of sea-level rise
II. Possible legal effects of sea-level rise on maritime delimitations
III. Possible legal effects of sea-level rise on islands insofar as their role in the construction of baselines and
in maritime delimitations is concerned
IV. Possible legal effects of sea-level rise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and jurisdiction of the coastal
State and its nationals, as well as on the rights of third States and their nationals, in maritime spaces in
which boundaries or baselines have been established
A. Maritime entitlements under international law
B. Sea-level rise and sovereign rights and jurisdiction of the coastal State and its nationals, and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ird States and their nationals in maritime zones
Part Three: Possible legal effects of sea-level rise on the status of islands, including rocks, and on the
maritime entitlements of a coastal State with fringing islands, and legal status of artificial
islands, reclamation or island fortification activities as a response/adaptive measures to
sea-level rise
I. Possible legal effects of sea-level rise on the status of islands, including rocks, and on the maritime
entitlements of a coastal State with fringing is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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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Legal status of artificial islands, reclamation or island fortification activities under international law as
response/adaptive measures to sea-level rise
Part Four: Observations and future programme of work
I. Observations
II. Future programme of work

5. 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of law)
2020년 6월 26일, 법의 일반원칙 특별보고자, Marcelo Vázquez-Bermúdez의 두 번째 보고서가 나왔다.
(A/CN.4/741) 6월 23일에는 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사무국의 메모랜덤이 나왔다. (A/CN.4/742)
이번 보고서에서 특별보고자는 결론 초안 4부터 9까지 새로 제시했으며, 지금까지 나온 초안 전체는
다음과 같다.
Consolidated draft conclusions
Draft conclusion 1
Scope
The present draft conclusions concern general principles of law as a source of international law.
Draft conclusion 2
Requirement of recognition
For a general principle of law to exist, it must be generally recognized by [the community of nations].
Draft conclusion 3
Categories of general principles of law
General principles of law comprise those:
(a) derived from national legal systems;
(b) formed within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Draft conclusion 4
Identification of general principles of law derived from national legal systems
To determine the existence and content of a general principle of law derived from national legal systems,
it is necessary to ascertain:
(a) the existence of a principle common to the principal legal systems of the world; and
(b) its transposition to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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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ft conclusion 5
Determination of the existence of a principle common to the principal legal systems of the world
1. To determine the existence of a principle common to the principal legal systems of the world, a
comparative analysis of national legal systems is required.
2. The comparative analysis must be wide and representative, including different legal families and regions
of the world.
3. The comparative analysis includes an assessment of national legislations and decisions of national courts.
Draft conclusion 6
Ascertainment of transposition to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A principle common to the principal legal systems of the world is transposed to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if:
(a) it is compatible with fundament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nd
(b) the conditions exist for its adequate application in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Draft conclusion 7
Identification of general principles of law formed within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To determine the existence and content of a general principle of law formed within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it is necessary to ascertain that:
(a) a principle is widely recognized in treaties and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b) a principle underlies general rules of conventional o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r
(c) a principle is inherent in the basic features and fundamental requirements of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Draft conclusion 8
Decisions of courts and tribunals
1. Decisions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in particular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concerning the existence and content of general principles of law are a subsidiary means for the
determination of such principles.
2. Regard may be had, as appropriate, to decisions of national courts concerning the existence and content
of general principles of law, as a subsidiary means for the determination of such principles.
Draft conclusion 9
Teachings
Teachings of the most highly qualified publicists of the various nations may serve as a subsidiary means for
the determination of general principles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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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국제사법재판소)

ICJ - 심리 및 판결에 관한 법원 규칙 제59조, 제94조 개정
2020년 6월 25일자 보도에 따르면, ICJ는 절차와 작업 방식에 대한 현재 진행 중인 검토의 일환으로,
ICJ 규칙 제59조와 제94조를 개정했다.
이번 제59조 개정은 재판소가 건강, 보안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상 연결’(video link)을
통해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최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개정사항은 제59
조 제2항으로 신설되며, 종전의 제59조는 제59조 제1항으로 변경됐다.
개정된 ICJ 규칙 제59조와 제94조는 6월 25일자로 발효된다.

[개정 전 제59조]
Article 59
The hearing in Court shall be public, unless the Court shall decide otherwise, or unless the parties demand that
the public be not admitted. Such a decision or demand may concern either the whole or part of the hearing,
and may be made at any time.
제59조
재판소의 심리는 재판소가 달리 결정하거나 양 당사자가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 경우 외에는 공개한
다. 이 결정 또는 요구는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언제든지 행할 수 있다.
[개정 후 제59조]
Article 59*
1. The hearing in Court shall be public, unless the Court shall decide otherwise, or unless the parties demand
that the public be not admitted. Such a decision or demand may concern either the whole or part of the
hearing, and may be made at any time.
2. The Court may decide, for health, security or other compelling reasons, to hold a hearing entirely or in part
by video link. The parties shall be consulted on the organization of such a hearing.
*Amendment entered into force on 25 June 2020.
[개정 전 제94조]
Article 94
1. When the Court has completed its deliberations and adopted its judgment, the parties shall be notified of
the date on which it will be read.
2. The judgment shall be read at a public sitting of the Court and shall become binding on the parties on the
day of the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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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1. 재판소는 심의를 완료하고 판결을 채택하는 때에는 판결을 낭독할 일자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2. 판결은 재판소의 공개법정에서 낭독되며 낭독된 일자부터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개정 후 제94조]
Article 94*
1. When the Court has completed its deliberations and adopted its judgment, the parties shall be notified of
the date on which it will be read.
2. The judgment shall be read at a public sitting of the Court. The Court may decide, for health, security or
other compelling reasons, that the judgment shall be read at a sitting of the Court accessible to the parties
and the public by video link. The judgment shall become binding on the parties on the day of the reading.
*Amendment entered into force on 25 June 2020.

< 관련보도자료 >

No. 2020/16
25 June 2020

Rules of Court regarding hearings and the reading of Judgments by video link
THE HAGUE, 25 June 2020. As part of the ongoing review of its procedures and working methods,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has amended Articles
59 and 94 of its Rules.
The amendment to Article 59 makes clear that the Court may decide, for health, security or other
compelling reasons, to hold a hearing entirely or in part by video link. This amendment is contained in a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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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graph 2 of Article 59; the previous Article 59 has been renumbered as Article 59, paragraph 1. The
amendment to Article 94 is in existing paragraph 2 and provides that the reading of the Court’s judgment in
a case may also take place by video link, when this is necessary for health, security or other compelling
reasons.
The amended rules enter into force as of today.
___________
The texts of Articles 59 and 94 are appended to this press release.
The integral updated text of the Rules of Court can be viewed on the Court’s website (www.icj-cij.org)
by clicking on “basic documents”.
___________
Note: The Court’s press releases are prepared by its Registry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do not
constitute official documents.
___________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It w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June 1945 and began its activities in April 1946. The Court is
composed of 15 judges elected for a nine-year term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The seat of the Court is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Netherlands). The Court has a
twofold role: first, to settl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legal disputes submitted to it by States (its
judgments have binding force and are without appeal for the parties concerned); and, second, to give advis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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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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to press release No. 2020/16

Amendments to Articles 59 and 94 the Rules of Court
New paragraph 2 of Article 59
The Court may decide, for health, security or other compelling reasons, to hold a hearing entirely or in
part by video link. The parties shall be consulted on the organization of such a hearing.
*
Amended paragraph 2 of Article 94
The judgment shall be read at a public sitting of the Court. The Court may decide, for health, security
or other compelling reasons, that the judgment shall be read at a sitting of the Court accessible to the parties
and the public by video link. The judgment shall become binding on the parties on the day of the reading.
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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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 1899년 10월 3일 중재판정 (가이아나 v. 베네수엘라) 사건 공개심리 종료

ICJ - 1899년 10월 3일 중재판정 (가이아나 v. 베네수엘라) 사건 공개심리 종료
2020년 6월 30일, 1899년 10월 3일 중재판정 (가이아나 v. 베네수엘라) 사건에 관한 재판소의 관할권
문제에 대한 공개심리가 오늘 헤이그 평화궁에서 열렸다. 가이아나만 구두진술을 제시했으며, 베네수엘
라는 공개심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일부 재판관은 재판정에 직접 참석했
고, 일부 재판관은 영상 연결을 통해 원격으로 참석했다. 재판소는 이제 심의(deliberation)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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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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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보도자료 >

No. 2020/18
30 Jun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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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bitral Award of 3 October 1899 (Guyana v. Venezuela)
Conclusion of the public hearing held on Tuesday 30 June 2020
The Court to begin its deliberation

THE HAGUE, 30 June 2020. The public hearing on the question of the Court’s jurisdiction in the case
concerning the Arbitral Award of 3 October 1899 (Guyana v. Venezuela) was held today. Oral arguments
were presented by the Co-operative Republic of Guyana. The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did not
participate in the hearing.
In view of the current COVID-19 pandemic, some Members of the Court attended the hearing in
person in the Great Hall of Justice, while others participated remotely via video link. The delegation of
Guyana, led by Hon. Carl B. Greenidge, as Agent, and Sir Shridath Ramphal and H.E. Ms Audrey Waddell,
Ambassador, as Co-Agents, addressed the Court by video link.
The Court will now begin its deliberation.
Submissions of the applicant Party
At the end of the hearing, Sir Shridath Ramphal made the following submissions to the Court on behalf
of the Co-operative Republic of Guyana:
“On the basis of its Application of 29 March 2018, its Memorial of 19 November 2018, and its oral
pleadings, Guyana respectfully requests the Court:
1. To find that it has jurisdiction to hear the claims presented by Guyana, and that these claims are
admissible; and
2. To proceed to the merits of the case.”
___________
History of the proceedings
The history of the proceedings can be found in paragraphs 207-215 of the Court’s Annual Report for
2018-2019 and in press releases Nos. 2020/5, 2020/8, 2020/15 and 2020/17, which are available on the
Court’s website (www.icj-cij.org).
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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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The Court’s press releases are prepared by its Registry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do not
constitute official documents.
___________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It w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June 1945 and began its activities in April 1946.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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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ough judgments which have binding
force and are without appeal for the parties concerned, legal disputes submitted to it by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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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민간항공협약 제84조하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의 관할권에 관한 항변(바레인,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v. 카타르) 사건, 기각 결정
2020년 7월 14일, ICJ는 국제민간항공협약 제84조하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관할권에 관한
항변(바레인,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v. 카타르)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ICJ는 판결을 통해 (1) 만장일치로, 바레인 등 4개국이 2018년 6월 29일자 ICAO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2018년 7월 4일자로 ICJ에 제기한 항변을 기각하고, (2) 15대 1로, ICAO는 2017년 10월 30일자
카타르의 소송 신청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며, 카타르의 신청은 수리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면, 2017년 10월 30일 카타르는 바레인,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
트 4개국이 카타르 항공기의 운항을 금지한 조치(영공통과금지 포함)가 국제민간항공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4개국을 ICAO 이사회에 제소했다. 바레인
등 4개국은 2018년 3월 19일 카타르의 위 제소사건에 대해 ICAO가 관할권이 없다는 선결적 항변을
제기했으나, ICAO 이사회는 2018년 6월 29일 이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2018년 7월
5일, 바레인 등 4개국은 공동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의 2018년 6월 29일자 결정에 불복
하는 소송을 ICJ에 신청했다.

< 관련보도자료 >

No. 2020/20
14 Jul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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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urt rejects the appeal brought by Bahrain, Egypt, Saudi Arabia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from the Decision of the ICAO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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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AGUE, 14 July 2020.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has today delivered its Judgmen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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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its Judgment, which is final, without appeal and binding on the Parties, the Court
(1) rejects, unanimously, the appeal brought by the Kingdom of Bahrain, the Arab Republic of Egypt, the
Kingdom of Saudi Arabia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on 4 July 2018 from the Decision of the Council
of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dated 29 June 2018;
(2) holds, by fifteen votes to one, that the Council of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has
jurisdiction to entertain the application submitted to it by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Qatar on 30
October 2017 and that the said application is admissible.
History of the proceedings
By a joint Application filed in the Registry of the Court on 4 July 2018, the Governments of Bahrain,
Egypt, Saudi Arabia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instituted an appeal against a Decision rendered by the
ICAO Council on 29 June 2018 in proceedings brought before the Council by Qatar on 30 October 2017,
pursuant to Article 84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the “Chicago Convention”). Those
proceedings were initiated following the severance by the Governments of Bahrain, Egypt, Saudi Arabia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Qatar and the adoption, on 5 June 2017, of restrictive
measures relating to terrestrial, maritime and aerial lines of communication with that State, which included
certain aviation restrictions. According to Bahrain, Egypt, Saudi Arabia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these
restrictive measures were taken in response to the alleged breach by Qatar of its obligations under certain
international agreements to which the States are parties, including, in particular, the Riyadh Agreement of 23
and 24 November 2013, and of othe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Bahrain, Egypt, Saudi Arabia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raised preliminary objections before the
ICAO Council, contending that the Council lacked jurisdiction “to resolve the claims raised” by Qatar in its
application and that these claims were inadmissible. By its Decision of 29 June 2018, the Council rejected
these objections. Bahrain, Egypt, Saudi Arabia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thus decided to appeal the
Decision before the Court, as provided for by Article 84 of the Chicago Convention, and filed a joint
Application to that effect.
In their joint Application to the Court, the Appellants raise three grounds of appeal against the
Decision rendered by the ICAO Council on 29 June 2018. First, they submit that the Council’s Decision
“should be set aside on the grounds that the procedure adopted by [the latter] was manifestly flawed an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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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olation of fundamental principles of due process and the right to be heard”. In their second ground of appeal,
they assert that the Council “erred in fact and in law in rejecting the first preliminary objection . . . in respect
of the competence of the ICAO Council”. According to the Appellants, to pronounce on the dispute would
require the Council to rule on questions that fall outside its jurisdiction, specifically on the lawfulness of the
countermeasures, including “certain airspace restrictions”, adopted by the Appellants. In the alternative, and
for the same reasons, they argue that the claims of Qatar are inadmissible. Under their third ground of appeal,
they contend that the Council erred when it rejected their second preliminary objection. That objection was
based on the assertion that Qatar had failed to satisfy the precondition of negotiation contained in Article 84
of the Chicago Convention, and thus that the Council lacked jurisdiction. As part of that objection, they also
argued that Qatar’s claims were inadmissible because Qatar had not complied with the procedural
requirement set out in Article 2, subparagraph (g), of the ICAO Rules for the Settlement of Differences.
Composition of the Court
The Court was composed as follows: President Yusuf; Vice-President Xue; Judges Tomka, Abraham,
Cançado Trindade, Donoghue, Gaja, Sebutinde, Bhandari, Robinson, Crawford, Gevorgian, Salam, Iwasawa;
Judges ad hoc Berman, Daudet; Registrar Gautier.
*
Judge CANÇADO TRINDADE appends a separate opinion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Judge
GEVORGIAN appends a declaration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Judge ad hoc BERMAN appends a
separate opinion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___________
A summary of the Judgment appears in the document entitled “Summary No. 2020/2”, to which
summaries of the opinions and declaration are annexed. This press release, the summary and the full text of
the Judgment are available on the Court’s website (www.icj-cij.org), under the heading “Cases”.
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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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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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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ough judgments which have binding
force and are without appeal for the parties concerned, legal disputes submitted to it by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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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 제2조 제2절하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의 관할권에 관한 항변(바레인,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v. 카타르) 사건, 기각 결정
2020년 7월 14일, ICJ는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 제2조 제2절하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의
관할권에 관한 항변(바레인,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v. 카타르)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ICJ는 판결을 통해 (1) 만장일치로, 바레인 등 3개국이 2018년 6월 29일자 ICAO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2018년 7월 4일자로 ICJ에 제기한 항변을 기각하고, (2) 15대 1로, ICAO는 2017년 10월 30일자
카타르의 소송 신청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며, 카타르의 신청은 수리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사건의 지난 경과를 살펴보면, 카타르는 바레인,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3개국이 카타르에 등록된 항공
기의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영공통과금지 포함)를 취한 것이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IASTA)에 위배된
다고 주장하면서 2017년 10월 30일, 바레인 등 3개국을 ICAO 이사회에 제소하였다. 바레인 등 3개국은
2018년 3월 19일 카타르의 제소에 대해 ICAO 이사회가 관할권이 없다는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였으나,
2018년 6월 29일에 ICAO 이사회는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2018년 7월 5일, 바레인 등
3개국은 공동으로 ICAO 이사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ICJ에 신청했다.

< 관련보도자료 >

No. 2020/21
14 Jul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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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urt rejects the appeal brought by Bahrain, Egypt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from the Decision of the ICAO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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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AGUE, 14 July 2020.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has today delivered its Judgmen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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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its Judgment, which is final, without appeal and binding on the Parties, the Court
(1) rejects, unanimously, the appeal brought by the Kingdom of Bahrain, the Arab Republic of Egypt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on 4 July 2018 from the Decision of the Council of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dated 29 June 2018;
(2) holds, by fifteen votes to one, that the Council of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has
jurisdiction to entertain the application submitted to it by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Qatar on 30
October 2017 and that the said application is admissible.
History of the proceedings
By a joint Application filed in the Registry of the Court on 4 July 2018, the Governments of Bahrain,
Egypt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instituted an appeal against a Decision rendered by the ICAO Council on
29 June 2018 in proceedings brought before the Council by Qatar on 30 October 2017, pursuant to Article II,
Section 2, of the International Air Services Transit Agreement (the “IASTA”). Those proceedings were
initiated following the severance by the Governments of Bahrain, Egypt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Qatar and the adoption, on 5 June 2017, of restrictive measures relating to terrestrial,
maritime and aerial lines of communication with that State, which included certain aviation restrictions.
According to Bahrain, Egypt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these restrictive measures were taken in response
to the alleged breach by Qatar of its obligations under certain international agreements to which the States are
parties, including, in particular, the Riyadh Agreement of 23 and 24 November 2013, and of othe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Bahrain, Egypt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raised preliminary objections before the ICAO Council,
contending that the Council lacked jurisdiction “to resolve the claims raised” by Qatar in its application and
that these claims were inadmissible. By its Decision of 29 June 2018, the Council rejected these objections.
Bahrain, Egypt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thus decided to appeal the Decision before the Court, as
provided for by Article 84 of the Chicago Convention, and filed a joint Application to that effect.
In their joint Application to the Court, the Appellants raise three grounds of appeal against the
Decision rendered by the ICAO Council on 29 June 2018. First, they submit that the Council’s Decision
“should be set aside on the grounds that the procedure adopted by [the latter] was manifestly flawed and in
violation of fundamental principles of due process and the right to be heard”. In their second ground of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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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assert that the Council “erred in fact and in law in rejecting the first preliminary objection . . . in respect
of the competence of the ICAO Council”. According to the Appellants, to pronounce on the dispute would
require the Council to rule on questions that fall outside its jurisdiction, specifically on the lawfulness of the
countermeasures, including “certain airspace restrictions”, adopted by the Appellants. In the alternative, and
for the same reasons, they argue that the claims of Qatar are inadmissible. Under their third ground of appeal,
they contend that the Council erred when it rejected their second preliminary objection. That objection was
based on the assertion that Qatar had failed to satisfy the precondition of negotiation contained in Article II,
Section 2, of the IASTA, and thus that the Council lacked jurisdiction. As part of that objection, they also
argued that Qatar’s claims were inadmissible because Qatar had not complied with the procedural
requirement set out in Article 2, subparagraph (g), of the ICAO Rules for the Settlement of Differences.
Composition of the Court
The Court was composed as follows: President Yusuf; Vice-President Xue; Judges Tomka, Abraham,
Cançado Trindade, Donoghue, Gaja, Sebutinde, Bhandari, Robinson, Crawford, Gevorgian, Salam,
Iwasawa; Judges ad hoc Berman, Daudet; Registrar Gautier.
*
Judge CANÇADO TRINDADE appends a separate opinion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Judge
GEVORGIAN appends a declaration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Judge ad hoc BERMAN appends a
separate opinion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___________
A summary of the Judgment appears in the document entitled “Summary No. 2020/3”, to which
summaries of the opinions and declaration are annexed. This press release, the summary and the full text of
the Judgment are available on the Court’s website (www.icj-cij.org), under the heading “Cases”.
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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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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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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ough judgments which have binding
force and are without appeal for the parties concerned, legal disputes submitted to it by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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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뺷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뺸과 뺷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뺸의 적용(우크라이나 v.
러시아) 사건, 러시아 답변서 제출 기한 연장
2020년 7월 20일, ICJ는 ICJ는 2019년 11월 8일자 명령을 통해 뺷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
약뺸과 뺷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뺸의 적용(우크라이나 v. 러시아) 사건에서 러시아의
답변서(Counter-Memorial) 제출기한을 2020년 12월 8일에서 2021년 4월 8일로 연장했다.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면, 2017년 1월 16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상대로 1999년 뺷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뺸(ICSFT)과 1965년 뺷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뺸(CERD)의
위반 혐의에 대해 ICJ에 제소하고, 2017년 1월 16일, ICSFT에 근거한 4가지의 잠정조치와 CERD에
근거한 5가지의 잠정조치 지시를 재판소에 요청하였다. 우크라이나는 ICSFT 제24조 제1항 및 CERD
제22조에 근거하여 ICJ가 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2017년 4월 17일, ICJ는 우크라이나의
요청 일부에 해당하는 잠정조치를 지시하였다. 이에 2018년 9월 12일 러시아가 재판소 관할권과 신청의
수리가능성(admissibility)에 대한 선결적 항변을 제기함에 따라 ICJ 규칙 제79조 제5항에 의거하여 그
때부터 본안절차가 정지되었다. ICJ는 2019년 11월 8일, 본 사건에 대해 뺷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뺸 제24조 제1항과 1965년 뺷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뺸 제22조에 근거하여
ICJ가 재판관할권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고, 같은 날 명령을 통해 러시아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2020년
12월 8일까지로 정했다.

< 관련보도자료 >

No. 2020/22
20 July 2020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and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Ukraine v. Russia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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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sion of the time-limit for the filing of the Counter-Memorial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HAGUE, 20 July 2020. By an Order dated 13 July 2020,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extended from 8 December 2020 to 8 April 2021 the
time-limit for the filing of the Counter-Memorial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the case.
The Order indicates that, “by a letter dated 8 June 2020, the Agents of the Russian Federation
requested the Court to extend by twelve months the time-limit for the filing of the Counter-Memorial,
explaining that the restrictions due to the COVID-19 pandemic had led to ongoing difficulties and related
delays in the preparation of that pleading”.
It further states that, “by a letter dated 22 June 2020, the Agent of Ukraine indicated that his
Government opposed the grant of any extension of the time-limit for the filing of the Counter-Memorial,
explaining that the coronavirus-related restrictions currently in place did not justify the extension requested,
and that an extension would be severely prejudicial to Ukraine and would unduly delay the resolution of the
case by the Court”.
History of the proceedings
The history of the proceedings can be found in paragraphs 176-191 of the Court’s Annual Report for
2018-2019, and press releases Nos. 2019/46 and 2019/50, available on the Court’s website (www.icj-cij.org).
___________
The full text of the Order is also available on the Court’s website.
___________
Note: The Court’s press releases are prepared by its Registry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do not
constitute official documents.
___________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It w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June 1945 and began its activities in April 1946. The Court is
composed of 15 judges elected for a nine-year term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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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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5년 ｢이란-미국 우호, 경제관계 및 영사권 조약｣ 위반 혐의 (이란 v. 미국) 사건, 선결적 항변에 관한 공개심리
개최 예정
2020년 9월 3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1955년 ｢이란-미국 우호, 경제관계 및 영사권 조약｣ 위반 혐의
(이란 v. 미국) 사건에 대한 공개심리가 2020년 9월 14일부터 21일까지 헤이그 평화궁에서 열린다.
본 심리는 미국의 선결적 항변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관계로, 심리는 영상 연결 방식으
로 개최된다.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면, 2018년 7월 17일, 이란은 미국이 1955년 ｢이란-미국 우호, 경제관계 및
영사권 조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에 사건을 신청하였고, 동시에 미국이 5월 8일 제재조치
를 포함한 모든 제재 조치의 이행 및 집행을 중단할 것을 골자로 하는 잠정조치 지시를 재판소에 요청하
였다. 2018년 10월 3일, 재판소는 이란의 잠정조치 지시 요청에 대해 이란이 주장하는 특정 권리의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를 취할 것과 분쟁을 심화시키거나 확대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삼갈 것을
양 당사국들에게 요청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지시 명령을 내렸다. 2019년 8월 23일, 미국이 재판소의
관할권 및 소의 수리가능성에 대해 선결적 항변을 제기함에 따라 재판소규칙 제79조 제5항에 근거해
이 사건의 본안 절차는 정지됐다.

< 관련보도자료 >

No. 2020/26
3 September 2020

Alleged Violations of the 1955 Treaty of Amity, Economic Relations, and Consular Rights
(Islamic Republic of Iran v. United States of America)
Preliminary objections
Schedule for the public hearings to be held from
Monday 14 September to Monday 21 September 2020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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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AGUE, 3 September 2020.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will hold public hearings in the case concerning Alleged Violations of the 1955 Treaty of
Amity, Economic Relations, and Consular Rights (Islamic Republic of Iran v. United States of America) from
Monday 14 September to Monday 21 September 2020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the seat of the Court.
The hearings will be devoted to the preliminary objections raised by the United States.
In view of the current COVID-19 pandemic, the hearings will take place by video link. Some Members
of the Court will attend the oral proceedings in person in the Great Hall of Justice, while others will participate
remotely by video link. Representatives of the Parties to the case will address the Court by video link.
Members of the diplomatic corps, the media and the public will be able to follow the hearings through a live
webcast on the Court’s website, as well as on UN Web TV.
___________
Schedule for the hearings
First round of oral argument
Monday 14 September 2020

3 p.m.-6 p.m.: United States of America

Wednesday 16 September 2020

3 p.m.-6 p.m.: Islamic Republic of Iran

Second round of oral argument
Friday 18 September 2020

3 p.m.-4.30 p.m.: United States of America

Monday 21 September 2020

3 p.m.-4.30 p.m.: Islamic Republic of Iran
___________

History of the proceedings
The history of the proceedings can be found in paragraphs 256-267 of the Court’s Annual Report for
2018-2019 and press releases Nos. 2019/34 and 2020/24, available on the Court’s website (www.icj-cij.org).
___________
Multimedia
The hearings will be streamed live and on demand (VOD) in English and French on the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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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site (www.icj-cij.org/en/multimedia-index) as well as on UN Web TV, the United Nations online
television channel.
Still photographs will be posted on the first two days of the hearings on the ICJ website, as well as on
the Court’s Twitter feed (@CIJ_ICJ). Selected high-resolution video footage (b-roll) of the event will be
available for TV use on the Court’s website on the same days.
All the photographs and videos made available to the media by the ICJ are free of charge and free of
copyright for editorial, non-commercial use.
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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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종차별철폐협약 적용(카타르 v. 아랍에미리트) 사건, 선결적 항변에 관한 공개심리 종료
2020년 9월 8일자 보도에 따르면, 인종차별철폐협약 적용(카타르 v. 아랍에미리트) 사건의 공개심리
가 2020년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평화궁에서 열렸다. 본 심리는 아랍에미리트가 제기한 선결적
항변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관계로, 심리는 영상 연결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재판소는
이제 심리를 시작한다.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면, 2018년 6월 11일, 카타르는 아랍에미리트를 상대로 두 국가 모두 당사국인
1965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CERD)의 위반 혐의에 대해 ICJ에 소송을 제기하
였다. 카타르는 아랍에미리트가 명백하게 카타르 국적에 근거하여 카타르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일련의
차별적 조치를 제정하고 실행했고 그것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인권 침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하
였다. 카타르는 ICJ 관할권에 대한 근거로 ICJ규정 제36조 제1항과, CERD 제22조를 원용하면서, 아랍
에미리트가 CERD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 상의 의무를 위반에 대한 ICJ의 판단을 요청하
고, ICJ가 아랍에미리트가 CERD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하였다. 2018년 6월 11일, 카타르는 또한 ICJ 규정 제41조 및 ICJ 규칙 제73조, 제74조, 제75조에
근거하여 CERD에 따른 카타르인과 그들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의 악화와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잠정조치 지시를 ICJ에 요청하였고, 2018년 7월 23일, 재판소는 명령을 통해 양 당사국에게 다음의
몇 가지 잠정조치를 지시하였다. 첫째, 2017년 6월 5일 채택한 조치에 의해 분리된 카타르인을 포함한
가족의 재결합을 보장하고, 둘째, 2017년 6월 5일 채택한 조치에 영향을 받은 카타르 학생들이 아랍에미
리트에서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하거나 다른 곳에서 학업을 계속하고자 원하는 경우에는 교육 기록을
얻을 기회를 부여하며, 셋째 2017년 6월 5일에 채택한 조치에 영향을 받은 카타르인들이 아랍에미리트
법원과 사법기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등이다.
2019년 3월 25일 제출한 잠정조치 지시 요청서에서 아랍에미리트는 카타르가 2018년 10월 29일 인종
차별철폐위원회(CERD위원회)에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함으로써 분쟁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확대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카타르가 CERD위원회에 제출한 통보(Communication)를 철회하고, 분쟁을 심화시키거나
연장시킬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의 지시를 재판소에 요청하였다.
이에 ICJ는 2019년 6월 14일, 아랍에미리트가 제기한 잠정조치 지시 요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아랍에미리트는 또한 2019년 4월 30일에 ICJ 규칙 제79조 제5항에 따라 재판소 관할권과 신청의
수리가능성(admissibility)에 대한 선결적 항변을 제기한 바 있다.

< 관련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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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020/27
8 September 2020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Qatar v. United Arab Emirates)
Conclusion of the public hearings on the preliminary objections
raised by the United Arab Emirates
The Court to begin its deliberation

THE HAGUE, 8 September 2020. The public hearings on the preliminary objections raised by the
United Arab Emirates in the case concerning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Qatar v. United Arab Emirates) concluded yesterday. The Court will
now begin its deliberation.
It is recalled that on 11 June 2018, the State of Qatar instituted proceedings against the United Arab
Emirates with regard to alleged viol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of 21 December 1965, to which both States are parties. On 30 April 2019, the United
Arab Emirates raised preliminary objections to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and the admissibility of the
Application. Pursuant to the Rules of the Court, the proceedings on the merits of the case were suspended.
The hearings on the preliminary objections raised by the United Arab Emirates were held at the Peace
Palace, the seat of the Court, from 31 August 2020 to 7 September 2020. During the hea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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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________
Requests of the Parties
At the end of the hearings, the Agents of the Parties presented the following requests to the Court:
For the United Arab Emirates:
“The United Arab Emirates respectfully requests the Court to adjudge and declare that the Court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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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ks jurisdiction to address the claims brought by the State of Qatar by its Application dated 11 June
2018.”
For Qatar:
“In accordance with Article 60 of the Rules of Court, for the reasons explained in our Written
Statement of 30 August 2019 and during these hearings, Qatar respectfully asks the Court to:
(a) Reject the Preliminary Objections presented by the UAE;
(b) Hold that it has jurisdiction to hear the claims presented by Qatar as set out in its Application and
Memorial; and
(c) Proceed to hear those claims on the merits;
(d) Or, in the alternative, reject the Second Preliminary Objection presented by the UAE and hol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79ter, paragraph 4, of the Rules of Court, that the First
Preliminary Objection submitted by the UAE does not possess an exclusively preliminary
character.”
The Court’s decision on the preliminary objections will be delivered at a public sitting, the date of
which will be announced in due course.
___________
History of the proceedings
The history of the proceedings can be found in press releases Nos. 2018/26 of 11 June 2018, 2018/36
of 23 July 2018, 2019/12 of 25 March 2019, 2019/26 of 14 June 2019, 2020/23 of 30 July 2020 and 2020/25
of 25 Augus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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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August 2020 to 7
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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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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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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ough judgments which have binding
force and are without appeal for the parties concerned, legal disputes submitted to it by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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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현재 ICJ에 계류 중인 사건 목록 (2020. 9. 15. 기준)
○ 심리 또는 심의 중에 있는 사건 목록
1. Immunities and Criminal Proceedings (Equatorial Guinea v. France)
2. Arbitral Award of 3 October 1899 (Guyana v. Venezuela)
3.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Qatar v. United Arab Emirates)
4. Alleged violations of the 1955 Treaty of Amity, Economic Relations, and Consular Rights (Islamic
Republic of Iran v. United States of Ameri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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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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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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eged violations of the 1955 Treaty of Amity, Economic Relations, and Consular Rights (Islamic
Republic of Iran v. United States of America)
13. Relocation of the United States Embassy to Jerusalem (Palestine v. United States of America)
14. Guatemala’s Territorial, Insular and Maritime Claim (Guatemala/Belize)
15.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The
Gambia v.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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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기구 최신 동향 : 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 - 싱가포르 소재 재판소 설치를 위해 싱가포르와 모델 협정 체결
6월 11일에 열린 온라인 행사에서 ITLOS 백진현 재판소장과 싱가포르 대표로 내무부 장관 겸 법무부
장관인 샨무감(K. Shanmugam SC) 장관이 각각 재판소와 싱가포르를 대표하여, 싱가포르에 재판소
또는 재판부(the Tribunal or one of its chambers)의 설치 또는 그 기능 수행을 위한 적절한 시설을
싱가포르 정부가 제공하는데 동의하는 조건을 규정한 모델 협정의 채택을 위한 서한에 서명했다.
재판소 규정 제1조 제2항에 따르면 재판소의 소재지는 독일 함부르크로 하며, 제3항에 따르면, 재판
소는 스스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지역에 위치하여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번 모델
협정을 통해 재판소 또는 재판부는 제3항상의 임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모델 협정의 본문은 재판소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 관련보도자료 >
ITLOS/Press 303
11 June 2020

Joint Press Release
ITLOS AND SINGAPORE SIGN MODEL AGREEMENT TO ENABLE THE
TRIBUNAL TO SIT IN SINGAPORE

In a virtual ceremony held today, Judge Paik, President of the Tribunal, and Singapore’s Minister for
Home Affairs and Minister for Law, Mr K. Shanmugam SC, signed letters on behalf of the Tribunal and
Singapore for the adoption of a Model Agreement establishing the terms and conditions under which the
Government of Singapore agrees to provide the appropriate facilities for the Tribunal or one of its chambers
to sit or otherwise exercise its functions in Singapore. Singapore’s Senior Minister of State, Ministry of Law
and Ministry of Health, Mr Edwin Tong SC, and the Registrar of the Tribunal, Ms Ximena Hinrichs Oyarce,
were also present to witness the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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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 to a joint declaration signed by the President of the Tribunal and the Permanent Secretary of
the Ministry of Law of Singapore on 31 August 2015, which expressed support for Singapore becoming a
potential venue for proceedings in cases before the Tribunal or a special chamber of the Tribunal to settle
disputes relating to the law of the sea, negotiations o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Model Agreement were
held between the Registry of the Tribunal and the Ministry of Law of Singapore.
Article 1, paragraph 2, of the Tribunal’s Statute establishes the seat of the Tribunal in the Free and
Hanseatic City of Hamburg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Pursuant to paragraph 3 of that same article,
the Tribunal may sit and exercise its functions elsewhere, whenever it considers this desirable. The Model
Agreement enables the Tribunal or one of its chambers to implement the latter provision.
During the ceremony, the President expressed his sincere gratitude to the Government of Singapore
for its excellent cooperation, stating that “[T]hanks to the detailed arrangements set out in the Model
Agreement, States desirous of resolving their disputes through referral to the Tribunal or a chamber of the
Tribunal are welladvised to consider Singapore as a viable venue for proceedings.”
President Paik also stated that “[T]he proactive stance on the part of the Tribunal to enter into such
agreements is a testament to its capacity and willingness to swiftly adapt to ever-changing times whilst
offering a flexible mechanism for the settlement of law of the sea disputes.” He added that the current
COVID-19 pandemic causes the Tribunal to be innovative and explore methods utilizing modern technology
that would enable it to operate effectively despite wide-ranging restrictive measures taken around the world.
In his statement, Minister Shanmugam noted that “Singapore is the first country to have a model
agreement for proceedings before the Tribunal or a chamber of the Tribunal to take place outside the
Tribunal’s headquarters”, and that “we are honoured to have the opportunity to host Tribunal hearings and
thus contribute to the important work of the Tribunal.”
Minister Shanmugam also stated that “the Model Agreement reaffirms Singapore’s commitment to the
international rule of law and the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and is an endorsement of Singapore as a
neutral venue for the effective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The text of the Model Agreement is available on the website of the Tribunal.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MINISTRY OF LAW OF SINGAPORE
About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s an independent judicial body established by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to hear any dispute concern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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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UNCLOS. Singapore became a party to UNCLOS on 17 November 1994.
Currently, there are 168 parties to UNCLOS, which comprise 167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About the Ministry of Law of Singapore
The mission of the Ministry of Law of Singapore (MinLaw) is to advance access to justice, the rule of law, the
economy and society through policy, law and services.
MinLaw drives legal reforms, oversees the policy for development, promotion and regulation of Singapore’s
legal sector, and advances Singapore’s national interests through international legal policy and cooperation.
In addition, MinLaw regulates moneylending and pawnbroking, licenses law practices, registers foreignqualified legal practitioners, supervises precious stones and metal dealers, and provides community legal
services such as legal aid, community mediation, insolvency administration, and public trustee services.
MinLaw also oversees land policy and administration, and the development of Singapore’s intellectual
property sector supported by its statutory board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MinLaw’s website at http://www.mlaw.gov.sg.

www.mofa.go.kr

75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ITLOS - 재판관 7인 선출
2020년 8월 26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ITLOS 재판관 7인이 유엔 해양법협약 당사국 총회 기간인
2020년 8월 24일에서 26일 사이에 진행된 선거를 통해 선출됐다. 당사국들은 Attard 재판관과 Kulyk
재판관을 재선임하고, Kathy-Ann Brown (자메이카), Ida Caracciolo (이탈리아), Jielong Duan (중국),
María Teresa Infante Caffi (칠레), Maurice Kamga (카메룬) 재판관을 이번에 새로 선출했다. 재판관은
2020년 10월 1일부터 9년 임기로 활동한다.
새로 선출된 재판관들은 2020년 10월 1일 제50차 행정회의 기간 동안 취임 선서를 하게 된다. 코로나
19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선서는 법정에 직접 참석 또는 온라인을 통한 참석 방식이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관련보도자료 >
ITLOS/Press 304
26 August 2020

ELECTION OF SEVEN MEMBERS OF THE TRIBUNAL
VIRTUAL SWEARING-IN CEREMONY TO BE HELD ON 1 OCTOBER 2020
Seven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have been elected this week by the
Meeting of States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 election took place
from 24 to 26 August 2020, during the first in-person meeting held in the General Assembly Hall at United
Nations Headquarters in New York since the lockdown in March 2020.
The States Parties re-elected Judge Attard and Judge Kulyk and elected Ms Kathy-Ann Brown
(Jamaica), Ms Ida Caracciolo (Italy), Mr Jielong Duan (China), Ms María Teresa Infante Caffi (Chile), and
Mr Maurice Kamga (Cameroon). The judges were elected for a term of nine years commencing on 1 Octob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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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iographies of the newly elected judges, Ms Brown, Ms Caracciolo, Mr Duan, Ms Infante Caffi,
and Mr Kamga, may be found in document SPLOS/30/CRP.1, available on the website of the 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and those of the re-elected judges are available on the website of the
Tribunal.
Elections for one third of the judges of the Tribunal are held every three years at the Meeting of States
Parties. The judges are elected by the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by secret ballot for a term of nine years
and may be re-elec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of the Tribunal's Statute, each State Party may nominate
up to two candidates from among persons enjoying the highest reputation for fairness and integrity and of
recognized competence in the field of the law of the sea.
The Statute requires that equitable geographical distribution be assured among the Members and that
the principal legal systems of the world be represented. It further stipulates that there should be at least three
Judges from each geographical group as establish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and that
no two judges may be of the same nationality. The persons elected shall be those nominees who obtain the
largest number of votes and a two-thirds majority of the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provided that such
majority includes a majority of the States Parties.
The newly-elected Judges will be sworn in during the fiftieth administrative session of the Tribunal on
1 October 2020. In view of the COVID-19 pandemic it is envisaged that the swearing-in ceremony will be
held in a hybrid format with some judges present in the courtroom and those unable to travel to Hamburg
attending via video conference link from their homes. The ceremony will be streamed live on the Tribunal’s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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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LOS - 인도양 해양경계 분쟁(모리셔스/몰디브) 사건 사건에 관한 특별재판부, 심리 개최 예정
9월 2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ITLOS는 인도양 해양경계 분쟁(모리셔스/몰디브) 사건에 관한 특별재
판부는 동 사건에 대해 몰디브가 제기한 선결적 항변에 관한 심리를 2020년 10월 13일에 개최할 예정이
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을 고려하여, 심리는 특별재판부 판사와 당사국 대표단이 일부 현장 참석과
일부 온라인 참석을 함께하는, 혼합 형식으로 열릴 것이다.

< 관련보도자료 >
ITLOS/Press 305
2 September 2020

TRIBUNAL TO EMBRACE A HYBRID FORMAT FOR
THE HEARING ON PRELIMINARY OBJECTIONS
DISPUTE CONCERNING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MAURITIUS AND MALDIVES IN THE INDIAN OCEAN
The Special Chamber formed to deal with the Dispute concerning the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of Mauritius and Maldives in the Indian Ocean (Mauritius/Maldives) will hold its hearing on the
preliminary objections raised by the Republic of Maldives relating to the jurisdiction of the Special Chamber
and to the admissibility of the claims submitted by the Republic of Mauritius.
The hearing will open on 13 October 2020, as determined by Order of the President of the Special
Chamber of 19 May 2020. In light of the COVID-19 pandemic, the hearing will be held in a hybrid format,
combining the physical and virtual participation of both members of the Chamber and representatives of th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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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 to consultations held between the President of the Special Chamber and the representatives of
the Parties on 1 September 2020, the schedule of the hearing is as follows:
First round of oral argument: 13–15 October 2020 (Hamburg time)
Tuesday, 13 October 2020, 2–3:30 pm, 4–5 pm and 5:30–7 pm: Maldives
Thursday, 15 October 2020, 2–3:30 pm, 4–5 pm and 5:30–7 pm: Mauritius
Second round of oral argument: 17–19 October 2020 (Hamburg time)
Saturday, 17 October 2020, 2–3:30 pm and 4–5 pm (if needed): Maldives
Monday, 19 October 2020, 2–3:30 pm and 4–5 pm (if needed): Mauritius
Public access to the Courtroom will not be permitted but the hearing will be livestreamed on the
Tribunal’s website. A recorded webcast will be made available under Webcast Archives after the close of
each sitting. The verbatim records of the hearing will be published shortly thereafter on the Tribunal’s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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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기구 최신 동향 : 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상설중재재판소)
PCA - 엔리카 렉시에(Enrica Rexie)호 사고(이탈리아 v. 인도) 사건, 주문(Dispositif ) 발표
2020년 7월 2일, 이탈리아와 인도간 엔리카 렉시에(Enrica Rexie)호 사고 (The ‘Enrica Lexie’ Incident
(Italy v. India))사건에 관한 중재재판소가 본 사건에 대한 주문(dispositif)을 PCA 사건보관소(the case
repository)를 통해 발표했다. PCA 본 사건의 등록소 역할을 한다. 중재재판소 판정은 절차명령 제7호에
따라 개정된 절차규칙에 따라, 판정의 어느 부분이 “기밀 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를 포함하는
것으로 지정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분쟁당사국이 검토할 기회를 가진 후 적당한 시기(in due course)에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된 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할권 및 관할권 및 수리가능성(admissibility) 관하여,
- 본 재판소는 2012년 2월 15일 Enrica Lexie호와 St. Antony호 간의 사고 사건 및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에 대해 관할권이 있고(4대 1), 인도의 반소는 수리가능하며(만장일치),
본 재판소는 해군 병사의 면제에 관한 문제에 대해 관할권이 있다(3대 2).
분쟁의 본안에 관하여,
- 인도는 유엔해양법협약 제87조 제1항 (a), 제92조 제1항 및 제100조 위반하지 않았으며(만장일치),
해군 병사는 2월 15일 사건 기간의 행위에 대해 면제를 향유하며, 인도는 해군 병사에 대해 관할권
을 행사할 수 없다(3대 2)고 판결했다. 또한, 인도는 해군 병사에 대한 형사관할권의 행사를 중단하
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햐 하며, 다른 구제(remedies)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3대 2)
- 이탈리아는 유엔해양법협약 제56조 하의 인도의 주권적 권리를 위반하지 않았고(3대 2), 해양법협
약 제58조 제3항을 위반하지 않았다. 또한, 해양법협약 제88조 하의 인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
다.(만장일치)
- 이탈리아는 St. Antony의 항해를 방해함으로써, 해양법협약 제87조 제1항 (a) 및 제90조를 위반했
다.(만장일치)
- 이탈리아가 해양법협약 제87조 제1항 (a) 및 제90조를 위반했다는 본 판정은 인도의 비물질적 이익
에 대해 적정한 만족(satisfaction)을 구성하며, 이탈리아의 해양법협약 제87조 제1항 (a) 및 90조
위반의 결과로, 인도는 그 성질상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인명손실, 신체적 피해, (St. Antony를
포함하여) 재산에 대한 물적 손해, St. Antony 선장과 선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에 관해, 당사자국들은 인도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액의 규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서로 협의할 것을 요청한다.
- 당사국 일방 또는 양국이 인도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액의 규모에 대해 본 중재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경우를 위해 본 중재재판소는 관할권을 가지며, 이 경우 중재재판소는 추가 절차를 위해
일정표를 정할 수 있으며, 본 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없는 경우 절차는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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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과를 살펴보면, 012년 2월 이탈리아 국적의 유조선 Enrica Lexie호가 인도 서남부의 Kerala
주에서 약 20.5 해리 떨어진 해역을 항행하던 중 인도어선인 St. Antony호를 해적선으로 오인, Enrica
Lexie호에 탑승하고 있던 해병대원이 동 선박에 총격을 가해 인도 어부 2명이 사망하면서 발생했다.
이후 Enrica Lexie호는 억류되었으며, 어선에 발포한 두 명의 이탈리아 해군은 Kerala주 경찰에 체포되
어 이들에 대한 형사절차가 시작됐다.
이탈리아는 동 사건이 공해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해양법 협약의 제규정에 따라 이탈리아가 본 사건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두 명의 해병대원에 대해서도 이들이 공무수행 중이었던 바
타국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한다고 하면서 이들의 본국 귀환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도는
동 사건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인도가 형사재판 관할권을 행사해야 하며,
두 명의 해병대원의 구금도 중대한 범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국의 이견
이 좁혀지지 않자 이탈리아는 2015년 6월 26일 동 분쟁을 유엔 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
에 회부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 참고 조문]
제 58 조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다른 국가의 권리와 의무
3. 이 협약상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권리행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각국은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하게 고려하고, 이 부의 규정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규정과 그 밖의
국제법규칙에 따라 연안국이 채택한 법령을 준수한다.
제 56 조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관할권 및 의무
1.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a)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등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생산과 같은 이
수역의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b) 이 협약의 관련규정에 규정된 다음 사항에 관한 관할권
(i)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
(ii) 해양과학조사
(iii)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c) 이 협약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와 의무
2. 이 협약상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있어서, 연안국은 다른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하고, 이 협약의 규정에 따르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3. 해저와 하층토에 관하여 이 조에 규정된 권리는 제6부에 따라 행사된다.
제 87 조 공해의 자유
1. 공해는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공해의 자유는 이 협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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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국제법규칙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행사된다. 연안국과 내륙국이 향유하는 공해의 자유는
특히 다음의 자유를 포함한다.
(a) 항행의 자유
(b) 상공비행의 자유
(c) 제6부에 따른 해저전선과 관선 부설의 자유
(d) 제6부에 따라 국제법상 허용되는 인공섬과 그 밖의 시설 건설의 자유
(e) 제2절에 정하여진 조건에 따른 어로의 자유
(f) 제6부와 제13부에 따른 과학조사의 자유
제 90 조 항행의 권리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항행시킬 권리
를 가진다.
제 92 조 선박의 지위
1. 국제조약이나 이 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은 어느 한 국가의
국기만을 게양하고 항행하며 공해에서 그 국가의 배타적인 관할권에 속한다. 선박은 진정한 소유
권 이전 또는 등록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행중이나 기항중에 그 국기를 바꿀 수 없다.
제 97 조 충돌 또는 그 밖의 항행사고에 관한 형사관할권
1.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의 충돌 또는 선박에 관련된 그 밖의 항행사고로 인하여 선장 또는 그 선박에
서 근무하는 그 밖의 사람의 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한 형사 또는
징계 절차는 그 선박의 기국이나 그 관련자의 국적국의 사법 또는 행정당국 외에서는 제기될
수 없다.
2. 징계문제와 관련, 선장증명서,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발급한 국가만이 적법절차를 거친 후, 이러한
증명서의 소지자가 자국국민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증명서를 무효화할 권한이 있다.
제 100 조 해적행위 진압을 위한 협력의무
모든 국가는 공해나 국가 관할권 밖의 어떠한 곳에서라도 해적행위를 진압하는데 최대한 협력한다.
제 300 조 신의성실과 권리남용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 협약이 인정하고 있는 권리, 관할권
및 자유를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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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보도자료 >

PRESS RELEASE
THE “ENRICA LEXIE” INCIDENT (THE ITALIAN REPUBLIC V. THE REPUBLIC OF INDIA)

THE HAGUE, 2 JULY 2020
Publication of the Operative Part (Dispositif) of the Arbitral Tribunal’s Award
In the arbitration under Annex VII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or
the “Convention”) in respect of the “Enrica Lexie” Incident, the operative part (dispositif) of the award of the
Arbitral Tribunal has been published on the case repository of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The PCA acts as registry for the proceedings.
The Arbitral Tribunal has issued its award to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Procedure, as
amended by Procedural Order No. 7, the Parties now have the opportunity to consider whether any parts of
the award should be designated as containing “confidential information”. The full award, with redactions as
may be necessary, will published in due course, once the confidentiality review has been completed.
*

*

*

The arbitration was instituted on 26 June 2015 when Italy served on India a Notification and Statement of
Claim1) under Annex VII to UNCLOS in respect of “the dispute concerning the ‘Enrica Lexie’ Incident”.
On 21 July 2015, pending the constitution of an arbitral tribunal, Italy filed a request for the prescription of
provisional measures with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 On 6 August 2015,
India submitted written observations on Italy’s request. Following a public hearing, on 24 August 2015,
ITLOS rendered an order prescribing certain provisional measures.

1) The full title of the document is “Notification under Article 287 and Annex VII, Article 1 of UNCLOS and Statement of Claim
and Grounds on Which it is 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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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11 December 2015, Italy filed a request for the prescription of provisional measures with the Arbitral
Tribunal. On 26 February 2016, India submitted written observations on that request. Following a public
hearing, on 29 April 2016, the Arbitral Tribunal issued an order prescribing certain provisional measures.
On 30 September 2016, Italy submitted its Memorial. On 14 April 2017, India filed its Counter-Memorial,
containing a response to Italy’s Memorial as well as counter-claims raised by India. On 11 August 2017, Italy
filed its “Reply on the Merits – Counter-Memorial on Jurisdiction – Counter-Memorial on India’s
Counter-Claims”. On 15 December 2017, India submitted its “Rejoinder on the Merits – Reply to Jurisdiction
– Reply to Italy’s Counter on India’s Counter-Claims”. On 9 March 2018, Italy filed its “Rejoinder on
Jurisdiction and on India’s Counter-Claims”.
From 8 to 20 July 2019, the Arbitral Tribunal held a hearing concerning its jurisdiction as well as the merits
of Italy’s claims and India’s counter-claims at the headquarters of the PCA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the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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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

*

According to Italy, the Parties’ dispute concerns an incident that occurred on 15 February 2012 approximately
20.5 nautical miles off the coast of India involving the MV “Enrica Lexie”, an oil tanker flying the Italian flag,
and India’s subsequent exercise of jurisdiction over the incident, and over two Italian Marines from the Italian
Navy, Chief Master Sergeant Massimiliano Latorre and Sergeant Salvatore Girone, who were on official duty
on board the “Enrica Lexie” at the time of the incident (the “Marines”). Italy has argued that (i) India’s
legislation on which, according to Italy, India’s conduct vis-à-vis the “Enrica Lexie” and the Marines was
based (the 1976 Maritime Zones Act2) and a 1981 Notification3)), is incompatible with UNCLOS, (ii) India
violated provisions of Part VII (High Seas) of UNCLOS, specifically Article 87 (Freedom of the High Seas),
Article 92 (Status of Ships), Article 97 (Penal Jurisdiction in Matters of Collision or Any Other Incident of
Navigation), Article 100 (Duty to Cooperate in the Repression of Piracy), and Article 300 (Good Faith and
Abuse of Rights), and (iii) by the same conduct, India violated the immunity of the Marines.
India raised objections to the jurisdic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and the admissibility of Italy’s claims on the
grounds that (i) the “core issue, the real subject matter of the dispute” is a question of immunity and therefore
“not on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ii) in the alternative, the Arbitral
Tribunal lacks jurisdiction over the claim concerning the immunity of the Italian Marines because this claim
does not concern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iii) the Arbitral Tribunal lacks
2) The full title of the act is “The Territorial Waters, Continental Shelf, Exclusive Economic Zone and Other Maritime Zones Act,
1976”.
3) The full title of the notification is “The 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of the Republic of India, No. S.O. 671(E),
dated 27 August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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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risdiction over the claim concerning India’s legislation because there was “no dispute between the Parties”
in this respect “at the date of filing of Italy’s Notification and Statement of Claim”, and (iv) in the further
alternative, the claim concerning India’s legislation is inadmissible because it was “not raised,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Statement of Claim” and constitutes a new claim that “transforms the dispute before this
Tribunal”.
According to India, the “incident” in question concerns the killing of two Indian fishermen on board an Indian
vessel named the “St. Antony”, allegedly by rifle fire from the two Marines stationed on the “Enrica Lexie”.
India has argued that Italy (i) violated India’s rights under Article 56 (Rights, Jurisdiction and Duties of the
Coastal State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f UNCLOS, (ii) breached its obligation under Article 58
(Rights and Duties of Other Stat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f UNCLOS, (iii) violated India’s right
and freedom under Article 87 (Freedom of the High Seas) and Article 90 (Right of Navigation) of UNCLOS,
and (iv) infringed upon India’s rights under Article 88 (Reservation of the High Seas for Peaceful Purposes)
of UNCLOS.
The operative part (dispositif) of the Arbitral Tribunal’s award of 21 May 2020 reads as follows (NB: all
footnotes have been added by the registry for ease of reference, and are not contained in the award):
For the reasons set out in this Award, the Arbitral Tribunal
A. In relation to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1. FINDS, by four votes to one, in respect of Italy’s Submission (1)4) and India’s
Submission (1),5) that in the present Arbitration there is a dispute between the Parties
as to which State is entitled to exercise jurisdiction over the incident of 15 February
2012 involving the “Enrica Lexie” and the “St. Antony”, and that the dispute concerns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2. FINDS, by four votes to one, that the Arbitral Tribunal has jurisdiction over the
dispute, subject to its decision on the specific objections to its jurisdiction raised by
India in its Submission (1.a);6)
3. FINDS, unanimously, that India’s counter-claims are admissible;
4. FINDS, by three votes to two, in respect of Italy’s Submission (2)(f),7) that Article 2,
4) Italy’s Submission (1) reads: “Italy respectfully requests the Tribunal to dismiss all of India’s objections to the jurisdiction of the
Tribunal and the admissibility of Italy’s claims.”
5) India’s Submission (1) reads: “[…] India respectfully requests the Tribunal to [a]djudge and declare that it has no jurisdiction with
respect to the case submitted to it by Italy.”
6) India’s Submission (1.a) reads: “In the alternative, [India respectfully requests the Tribunal to] adjudge and declare that it has no
jurisdiction with respect to Italy’s Claims 2(a), 2(f), 2(h), and 3(a) and, in the further alternative, to dismiss and reject those Claims
[…]”.
7) Italy’s Submission (2)(f) reads: “By asserting and continuing to exercise its criminal jurisdiction over Chief Master Sergeant
Massimiliano Latorre and Sergeant Salvatore Girone, India is in violation of its obligation to respect the immunity of the Marines
as Italian State officials exercising official functions, in breach of Articles 2(3), 56(2), 58(2) and 100 of UNC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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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graph 3, Article 56, paragraph 2, and Article 58, paragraph 2, of the Convention
are not pertinent and applicable in the present case;
5. FINDS, by three votes to two, in respect of Italy’s Submission (2)(f) and India’s
Submission (1.a), that it has jurisdiction to deal with the question of the immunity of
the Marines;
6. FINDS, unanimously, in respect of India’s submission (1.a), that there is no need to
address the question of the compatibility with UNCLOS of India’s 1976 Maritime
Zone Act and its 1981 Notification;
B. In relation to the merits of the dispute between the Parties
1. FINDS, unanimously, in respect of Italy’s Submission (2)(b)-(e)8) and (g),9)
a. that India has not acted in breach of Article 87, paragraph 1, subparagraph (a), of the
Convention;
b. that India has not violated Article 92,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c. that Article 97, paragraphs 1 and 3, of the Convention are not applicable in the present
case;
d. that India has not violated Article 100 of the Convention and that therefore Article
300 cannot be invoked in the present case;
2. DECIDES, by three votes to two, in respect of Italy’s Submission (2)(f), that the
Marines are entitled to immunity in relation to the acts that they committed during the
incident of 15 February 2012, and that India is precluded from exercising its
jurisdiction over the Marines;
3. DECIDES, by three votes to two, in respect of Italy’s Submission (3)(a)10) and (c),11)

8) Italy’s Submission (2)(b) reads: “By directing and inducing the Enrica Lexie [emphasis in original] to change course and proceed
into India’s territorial sea through a ruse, as well as by interdicting the Enrica Lexie [emphasis in original] and escorting her to
Kochi, India violated Italy’s freedom of navigation, in breach of UNCLOS Article 87(1)(a), and Italy’s exclusive jurisdiction over
the Enrica Lexie [emphasis in original], in breach of Article 92 of UNCLOS.”
Italy’s Submission 2(c) reads: “By directing and inducing the Enrica Lexie [emphasis in original] to change course and proceed
into India’s territorial sea through a ruse, India abused its right to seek Italy’s cooperation in the repression of piracy, in breach
of Article 300 read in conjunction with Article 100 of UNCLOS.”
Italy’s Submission 2(d) reads: “By instituting criminal proceedings against the Marines, India violated and continues to violate Italy’s
exclusive right to institute penal or disciplinary proceedings against the Marines, in breach of Article 97(1) of UNCLOS.”
Italy’s Submission 2(e) reads: “By ordering the detention of the Enrica Lexie [emphasis added] between February and May 2012,
and investigating those on board, India violated the prohibition against the arrest or detention of a ship by a State other than the
flag State in breach of Article 97(3) of UNCLOS.”
9) Italy’s Submission 2(g) reads: “By failing to cooperate in the repression of piracy, India violated UNCLOS Article 100.”
10) Italy’s Submission 3(a) reads: “India must cease all wrongful acts that have caused and continue to cause any of the continuing
breaches of UNCLOS. It shall, in particular, cease to apply the provisions of the 1976 Maritime Zones Act and the 1981 Notification
insofar as they are incompatible with UNCLOS. It shall also cease to exercise any form of criminal jurisdiction over the Marines,
including measures of restraint and legal proceedings in India.”
11) Italy’s Submission 3(c) reads: “India must pay compensation for the non-material damage suffered by Chief Master Sergeant
Massimiliano Latorre and Sergeant Salvatore Girone as a result of India’s unlawful exercise of jurisdiction over them, and the
material damage suffered in consequence of the detention of the Enrica Lexie [emphasis in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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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ing note of the commitment expressed by Italy during the proceedings to resume its
criminal investigation into the events of 15 February 2012,that India must take the
necessary steps to cease to exercise its criminal jurisdiction over the Marines, and that
no other remedies are required;
4. FINDS, in respect of India’s Submissions (4),12) (5),13) and (7),14)
a. by three votes to two, that Italy has not violated India’s sovereign rights under Article
56 of the Convention;
b. by three votes to two, that Italy has not violated Article 58, paragraph 3, of the
Convention;
c. unanimously, that Italy has not infringed on India’s rights under Article 88 of the
Convention;
5. FINDS, unanimously, in respect of India’s Submission (6),15) that by interfering with
the navigation of the “St. Antony” Italy has acted in breach of Article 87, paragraph 1,
subparagraph (a), and Article 90 of the Convention;
6. DECIDES, unanimously, in respect of India’s Submission (8),16)
a. that a finding in the present Award that Italy has breached Article 87, paragraph
1, subparagraph (a), and Article 90 of the Convention constitutes adequate
satisfaction for the injury to India’s non-material interests;
b. that as a result of the breach by Italy of Article 87, paragraph 1, subparagraph (a), and
Article 90 of the Convention, India is entitled to payment of compensation in
connection with loss of life, physical harm, material damage to property (including to
the “St. Antony”) and moral harm suffered by the captain and other crew members of
the “St. Antony”, which by its nature cannot be made good through restitution;
c. that the Parties are invited to consult with each other with a view to reaching
agreement on the amount of compensation due to India referred to in paragraph 6(b)
above;
d. that the Arbitral Tribunal shall retain jurisdiction should either Party or both Parties
wish to apply for a ruling from the Arbitral Tribunal in respect of the quantification
of compensation due to India, in which event the Arbitral Tribunal would fix a
timetable for further proceedings, and that, should no such application be received
within one year after the date of the present Award, the proceedings shall be closed;
12) India’s Submission (4) reads: “By firing at the St Antony and killing two Indian fishermen on board, Italy [v]iolated India’s sovereign
rights under Article 56 of UNCLOS.”
13) India’s Submission (5) reads: “By firing at the St Antony and killing two Indian fishermen on board, Italy [b]reached its obligation
to have due regard to India’s rights in its EEZ under Article 58(3) of UNCLOS.”
14) India’s Submission (7) reads: “By firing at the St Antony and killing two Indian fishermen on board, Italy [i]nfringed India’s
right to have its EEZ reserved for peaceful purposes under Article 88 of UNCLOS.”
15) India’s Submission (6) reads: “By firing at the St Antony and killing two Indian fishermen on board, Italy [v]iolated India’s freedom
and right of navigation under Articles 87 and 90 of UNCLOS.”
16) India’s Submission (8) reads: “[…] India requests the Tribunal to order that Italy make full reparation for its breaches of Article
56, 58(3), 87, 88 and 90 of UNC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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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In relation to the costs of these proceedings, DECIDES that each Party shall bear its own
costs.17)
As noted by the Arbitral Tribunal in its award, the ruling of the Arbitral Tribunal is without prejudice to “the
domestic law aspects” of the conduct of the Marines, which “will be subject to determination by a competent
criminal court”.
The five-member Arbitral Tribunal is chaired by Judge Vladimir Golitsyn as President (a national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other members are Judge Jin-Hyun Paik (Republic of Korea), Judge Patrick L.
Robinson (Jamaica), Professor Francesco Francioni (Italy), and Dr. Pemmaraju Screenivasa Rao (India).
Professor Francioni was appointed by Italy. Dr. Pemmaraju Screenivasa Rao was appointed by India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paragraph 2, subparagraph (f), of Annex VII to UNCLOS and Article 6, paragraph
1, subparagraph (a), of the Rules of Procedure, after India’s original appointee, Judge Patibandla
Chandrasekhara Rao, had passed away on 11 October 2018. Judges Golitsyn, Paik and Robinson were
appointed by the President of ITLOS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set out in Article 3, paragraph 2,
subparagraph (e), of Annex VII to UNCLOS.
Judge Robinson and Dr. Pemmaraju Sreenivasa Rao appended a joint dissenting opinion to the award. Judge
Robinson further appended a dissenting opinion to the award. Dr. Pemmaraju Sreenivasa Rao further
appended a concurring and dissenting opinion to the award.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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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interstate disputes, 109 investor-State arbitrations, and 49 cases arising under
contracts involving a State or other public entity and 5 other disputes. More information about the PCA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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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Award, para. 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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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기구 최신 동향 : 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형사재판소)
ICC - 다르푸르 상황(수단): Ali Kushayb, ICC에 구금
2020년 6월 9일, Ali Muhammad Ali Abd-Al-Rahman(“Ali Kushayb”)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자진 투항한 뒤 ICC에 인도되어 현재 구금 중이다. ICC는 2007년 4월 27일에 Kushayb의 체포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Kushayb는 수단 다르푸르에서 자행된 것으로 알려진 전쟁 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죄
혐의를 받고 있다. Kushayb가 ICC 전심재판부II에 처음 출석하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 이뤄질 것이다.
Kushayb에 대해 2007년 4월 27일 ICC가 발부한 체포영장에는 50개의 혐의(반인륜적 범죄-22건, 전쟁
범죄-28건)가 기재되어 있다.
1957년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단 국민인 Kushayb는 다르푸르 Wadi Salih 지역 부족 최고지도
자 출신으로, Al-Bashir 전 정권의 준군사조직인 민중방위군(PDF: Popular Defence Forces)의 지도자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2003년 8월~2004년 3월 사이, 다르푸르 사태에 주요한 책임이 있는 민병대
잔자위드(Janjaweed)를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전 정권의 다르푸르 지역 반정부 무장세력 진압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를 자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관련보도자료 >
Press Release : 9 June 2020 | ﺍﻟﻌﺮﺑﻴﺔ

Situation in Darfur (Sudan): Ali Kushayb is in ICC custody
ICC-CPI-20200609-PR1525

Today, 9 June 2020, Ali Muhammad Ali Abd-Al-Rahman (“Ali Kushayb”) is in the custody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after surrendering himself voluntarily in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on
account of an ICC arrest warrant issued on 27 April 2007. Mr Kushayb is suspected of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llegedly committed in Darfur (Sudan). The initial appearance of Mr Kushayb before the
ICC Pre-Trial Chamber II will take place in due course.
ICC Registrar Mr Peter Lewis thanked the Minister of Justice Flavien M'Bata and the authorities of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the French Republic, the Republic of Chad, as well as the leaders of the United
Nations Multidimensional Integrated Stabilization Mission in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MINUSCA) and
the authorities of the host State, the Netherlands, for their support to the Court and cooperation in the arrest,
surrender and transfer of Mr. Kushayb to the Court.
Mr Kushayb, Sudanese national born approximately in 1957, was allegedly one of the most senior leaders in
the tribal hierarchy in the Wadi Salih locality and member of the Popular Defence Forces (PDF) and allege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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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anded thousands of Janjaweed militia from on or about August 2003 until on or about March 2004. He
is alleged to have implemented the counter-insurgency strategy of the Government of Sudan that also resulted
in the commission of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in Darfur, Sudan. Mr Kushayb is perceived to
be the mediator between the leaders of the Janjaweed militia in Wadi Salih and the Government of Sudan. He
is also alleged to have enlisted fighters, armed, funded and provided food and other supplies to the Janjaweed
militia under his command, thereby intentionally contributing to the above-mentioned crimes. Ali Kushayb
is alleged to have personally participated in some of the attacks against civilians namely in the towns of
Kodoom, Bindist, Mukjar and Arawala between August 2003 and March 2004, where the killing of civilians,
rape, torture and other cruel treatments occurred, therefore he allegedly committed, jointly with others, the
above-mentioned crimes.
On 27 April 2007, ICC Pre-Trial Chamber I issued two warrants of arrest, against Ali Kushayb and Ahmad
Harun (not in ICC custody). Pre-Trial Chamber I considered that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i) from about August 2002, an armed conflict took place between the Government of Sudan including
combatants from the Sudan People's Armed Forces (the Sudanese Armed Forces) and the Popular Defence
Force (PDF) along with the Janjaweed militia against organised rebel groups, including the Sudanese
Liberation Movement/Army (SLM/A) and the Justice and Equality Movement (JEM) in Darfur, Sudan; (ii)
in 2003 and 2004, that the Sudanese Armed Forces and the Janjaweed militia, acting together as part of the
counter-insurgency campaign, carried out several attacks, of a systematic or widespread nature, on the towns
of Kodoom, Bindisi, Mukjar, Arawala and surrounding areas. In the above mentioned towns criminal acts
were allegedly committed against civilians primarily from the Fur, Zaghawa and Masalit populations, such as
murders of civilians, rapes and outrages upon the personal dignity of women and girls, persecution , forcible
transfers, imprisonment or severe deprivation of liberty, and attacks intentionally directed against the
above-mentioned populations.
The warrant of arrest delivered on 27 April 2007 against Ali Kushayb lists 50 counts on the basis of his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including:
-

Twenty-two counts of crimes against humanity (murder; deportation or forcible transfer of population;
imprisonment or other severe deprivation of physical liberty in violation of fundament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torture ; persecution; rape; inhumane acts of inflicting serious bodily injury and
suffering); and

-

Twenty-eight counts of war crimes (murder, violence to life and person; outrage upon personal dignity
in particular humiliating and degrading treatment; intentionally directing an attack against a civilian
population; pillaging; rape; destroying or seizing the property).

For further information on this case, click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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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Using its authority under the Rome Statute,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ferred the
situation in Darfur since 1 July 2002 to the ICC Prosecutor in resolution 1593 on 31 March 2005. Following
the referral from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he Prosecutor received the conclusion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Inquiry on Darfur. In addition, the Office of the Prosecutor requested
information from a variety of sources, leading to the collection of thousands of documents. The Prosecutor
concluded that the statutory requirements for initiating an investigation were satisfied and decided to open the
investigation on 6 June 2005.
Five ICC warrants of arrest are still pending in the context of this situation against MM Harun, Al Bashir,
Banda, and Hussein. For further information check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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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 Kushayb 사건, 전심재판부II, 두 번째 체포영장 공개
Kushayb 구금 이후, 6월 11일 ICC 전심재판부Ⅱ는 2018년 1월 16일 비밀리에 발부된 두 번째 체포영
장을 공개했으며, 본 체포영장에는 전쟁범죄(1건)와 인도에 반하는 죄(2건) 등 3건의 혐의가 추가로
기재돼 있다. 두 번째 체포영장 공개에 따라 본 사건은 공개로 재분류되어, 6월 15일에 첫 번째 재판
출석이 예정돼있다.

< 관련보도자료 >
Press Release : 11 June 2020 | ﺍﻟﻌﺮﺑﻴﺔ

Kushayb case: Pre-Trial Chamber II makes public a second warrant of arrest and
schedules a first appearance on 15 June
ICC-CPI-20200611-PR1526

Today, 11 June 2020, Pre-Trial Chamber II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or “Court”)
reclassified as public, with redactions, a second warrant of arrest against Mr Ali Kushayb who was transferred
on 9 June 2020 to the ICC Detention Centre on account of a first arrest warrant delivered on 27 April 2007.
His first appearance before Pre-Trial Chamber II is scheduled on 15 June 2020; further practical information
on this hearing will be communicated shortly.
The second arrest warrant was initially issued as secret on 16 January 2018. It adds three new charges of war
crimes (murder) and crimes against humanity (murder and other inhumane acts) allegedly committed in
Deleig and surrounding areas between on or about 5 to 7 March 2004.
Public redacted version of 'Second warrant of arrest for Ali Muhammad Ali Abd-Al-Rahman (“Ali
Kushayb”)', 16 January 2018, ICC-02/05-01/07-74-Secret-Exp
Decision on the convening of a hearing for the initial appearance of Mr Ali Kushayb
Background: Mr Kushayb, Sudanese national born approximately in 1957, was allegedly one of the most
senior leaders in the tribal hierarchy in the WadiSalih locality and member of the Popular Defence Forces
(PDF) and allegedly commanded thousands of Janjaweed militia from on or about August 2003 until on or
about March 2004. He is alleged to have implemented the counter-insurgency strategy of the Government of
Sudan that also resulted in the commission of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in Darfur, Sudan.
MrKushayb is perceived to be the mediator between the leaders of the Janjaweed militia in WadiSalih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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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of Sudan. He is also alleged to have enlisted fighters, armed, funded and provided food and other
supplies to the Janjaweed militia under his command, thereby intentionally contributing to the abovementioned crimes. Ali Kushayb is alleged to have personally participated in some of the attacks against
civilians namely in the towns of Kodoom, Bindist, Mukjar and Arawala between August 2003 and March
2004, where the killing of civilians, rape, torture and other cruel treatments occurred, therefore he allegedly
committed, jointly with others, the above-mentioned crimes.
On 27 April 2007, ICC Pre-Trial Chamber I issued two warrants of arrest, against Ali Kushayb and Ahmad
Harun (not in ICC custody). Pre-Trial Chamber I considered that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i) from about August 2002, an armed conflict took place between the Government of Sudan including
combatants from the Sudan People's Armed Forces (the Sudanese Armed Forces) and the Popular Defence
Force (PDF) along with the Janjaweed militia against organised rebel groups, including the Sudanese
Liberation Movement/Army (SLM/A) and the Justice and Equality Movement (JEM) in Darfur, Sudan; (ii)
in 2003 and 2004, that the Sudanese Armed Forces and the Janjaweed militia, acting together as part of the
counter-insurgency campaign, carried out several attacks, of a systematic or widespread nature, on the towns
of Kodoom, Bindisi, Mukjar, Arawala and surrounding areas. In the above mentioned towns criminal acts
were allegedly committed against civilians primarily from the Fur, Zaghawa and Masalit populations, such as
murders of civilians, rapes and outrages upon the personal dignity of women and girls, persecution , forcible
transfers, imprisonment or severe deprivation of liberty, and attacks intentionally directed against the
above-mentioned populations.
The warrant of arrest delivered on 27 April 2007 against Ali Kushayb lists 50 counts on the basis of his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for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For further information on this case, click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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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 미국이 발표한 최근 조치에 대한 ICC 성명
2020년 6월 11일, ICC는 오늘 오전 미국 정부가 재판과 및 직원에 대해 추가적인 위협과 재정적
조치를 포함한 강압적 행동을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ICC는 로마규정과 당사국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권오곤 ICC 당사국총회 의장
역시 미국 정부의 조치가 불처벌과 맞서 싸우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대규모 잔혹행위에 대한 책임을
훼손한다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 관련보도자료 1 >
Statement : 11 June 2020

Statement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on recent measures announced by the US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or “the Court”) expresses profound regret at the announcement of
further threats and coercive actions, including financial measures, against the Court and its officials, made
earlier today by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The ICC stands firmly by its staff and officials and remains unwavering in its commitment to discharging,
independently and impartially, the mandate bestowed upon it by the Rome Statute and the States that are party to it.
These are the latest in a series of unprecedented attacks on the ICC, an independent international judicial
institution, as well as on the Rome Statute system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which reflects the
commitment and cooperation of the ICC's 123 States Parties, representing all regions of the world.
These attacks constitute an escalation and an unacceptable attempt to interfere with the rule of law and the
Court's judicial proceedings. They are announced with the declared aim of influencing the actions of ICC
officials in the context of the Court's independent and objective investigations and impartial judicial
proceedings.
An attack on the ICC also represents an attack against the interests of victims of atrocity crimes, for many of
whom the Court represents the last hope for justice.
As it continues to meet its mandated responsibilities, the Court relies on the staunch support and cooperation
of its States Parties. The Court wishes to recall, in this context, yesterday's joint statement from the ten ICC
States Parties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reconfirming their “unwavering support for the Court as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judicial institution,” as well as the press statement issued earlier today by the
President of the Assembly of States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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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보도자료 2 >
Press Release : 11 June 2020 | Español, ﺍﻟﻌﺮﺑﻴﺔ

ASP President O-Gon Kwon rejects measures taken against ICC
ICC-ASP-20200611-PR1527

On 11 June 2020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nnounced new measures agains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hese measures are unprecedented. They undermine our common endeavor to fight
impunity and to ensure accountability for mass atrocities. I deeply regret measures targeting Court officials,
staff and their families.
The Court is independent and impartial. The ICC is a court of law. It operates in strict adherence to the
provisions of the Rome Statute.
The Rome Statute system recognizes the primary jurisdiction of States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atrocity
crimes. As a court of last resort, the ICC is complementary to national jurisdictions. This is a cornerstone of
the Statute.
To further strengthen the Rome Statute system, the Assembly of States Parties and the Court have embarked
on a wide-ranging review process. The aim is to ensure effective and efficient accountability for atrocity
crimes.
I will convene an extraordinary meeting of the Bureau of the Assembly next week to consider how to renew
our unwavering commitment to the Court.
I call upon the States Parties and all the stakeholders in the Rome Statute system to reiterate once more our
relentless commitment to uphold and defend the principles and values enshrined in the Statute and to preserve
its integrity undeterred by any measures and threats against the Court and its officials, staff and their families.
***
The Assembly of States Parties is the management oversight and legislative body of the ICC. It is comprised
of representatives of States that have ratified or acceded to the Rome Statute. President Kwon was elected
President of the Assembly for a three year mandate in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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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 Ali Muhammad Ali Abd-Al-Rahman, ICC 법정에 첫 출석
2020년 6월 15일, Ali Muhammad Ali Abd-Al-Rahman이 전심재판부II(단독 재판관) 법정에 첫 출석
했다. 첫 출석 심리에서 단독 재판관은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피의자가 절차를 따라올 수 있는
언어 등을 검증하며, 피의자에게 그의 혐의를 알렸다. 공소사실의 확인을 위한 심리는 2020년 12월
7일에 잠정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 관련보도자료 >
Press Release : 15 June 2020 | ﺍﻟﻌﺮﺑﻴﺔ

Ali Muhammad Ali Abd–Al-Rahman makes first appearance before the ICC
ICC-CPI-20200615-PR1528

On 15 June 2020, Ali Muhammad Ali Abd–Al-Rahman appeared before Pre-Trial Chamber II's Single Judge
Rosario Salvatore Aitala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or “Court”). The hearing was held in the
presence of the Prosecutor and the Defence. Mr Abd–Al-Rahman was represented by his Duty Counsel Mr
Cyril Laucci and appeared via video-link from the ICC Detention Centre.
The Single Judge verified the identity of the suspect, and ensured that he was clearly informed of the crimes
he is alleged to have committed and of his rights under the Rome Statute of the ICC in a language he fully
understands and speaks. The opening of the confirmation of charges hearing was scheduled provisionally for
7 December 2020.
The purpose of the confirmation of charges hearing is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to
establish substantial grounds to believe that the person committed each of the crimes charged. If the charges
are confirmed, totally or partly, the case will be transferred to a Trial Chamber, which will conduct the
subsequent phase of the proceedings: the trial.
ICC Single Judge Rosario Salvatore Aitala during the initial appearance of Mr Abd-Al-Rahman on 15 June
2020 ©ICC-CPI
Background: Mr Abd-Al-Rahman was allegedly one of the most senior leaders in the tribal hierarchy in the
Wadi Salih locality and member of the Popular Defence Forces (PDF) and allegedly commanded thousands
of Janjaweed militia from on or about August 2003 until on or about March 2004. Mr Abd-Al-Rahman was
transferred to the ICC's custody on 9 June 2020, after surrendering himself voluntarily in the Central African

96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20, Vol.19, No.3 (통권 제58호)

ICC - Ali Muhammad Ali Abd-Al-Rahman, ICC 법정에 첫 출석

Republic. The first warrant of arrest delivered on 27 April 2007 and the second warrant published on 11 June
2020 against Mr Abd-Al-Rahman list 53 counts on the basis of his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for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llegedly committed in Darfur (Sudan).
On 15 June 2020, the case of Mr Ali Muhammad Ali Abd-Al-Rahman was severed from the case of Mr
Ahmad Muhammad Harun since Mr Harun has not yet been surrendered to the Court. This is done with a view
to protecting Mr Abd-Al-Rahman's right to fair and expeditious proceedings and in the interest of judicial
economy.
For further information on this case, click here.
Relevant documents:
▪ Questions and Answers on the initial appearance: English, Français, ﺍﻟﻌﺮﺑﻴﺔ
▪ Factsheet on the ICC Detention Centre
Photographs of the hearing
Audiovisual materials:
▪ YouTube (for viewing)
▪ Video (MPEG-4) for viewing and download
▪ Audio (MPEG-3) for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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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 Al Hassan 사건, 1심 재판 시작
2020년 7월 14일, ICC 1심재판부X는 The Prosecutor v. Al Hassan Ag Abdoul Aziz Ag Mohamed
Ag Mahmoud 사건(Al Hassan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다. Al Hassan은 인도에 반하는 죄와 전쟁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심리는 7월 15일까지 계속되며, 8월 25일에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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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렸다. 2019
년 11월 21일 1심재판부Ⅹ가 구성됐다.

< 관련보도자료 >
Press Release : 14 July 2020 | ﺍﻟﻌﺮﺑﻴﺔ

Al Hassan trial opens a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CPI-20200713-PR1531

On 14 July 2020, the trial in the case The Prosecutor v. Al Hassan Ag Abdoul Aziz Ag Mohamed Ag Mahmoud
opened before Trial Chamber X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for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allegedly committed in Timbuktu (Mali). Trial Chamber X is composed of Judge Antoine
Kesia-Mbe Mindua, Presiding Judge, Judge Tomoko Akane and Judge Kimberly Prost.
The trial's opening started with the reading of the charges against Mr Al Hassan. The Chamber was satisfied
that the accused understood the nature of the charges. The accused decided not to plead guilty or non-guilty
to the charges at this stage of the trial.
The Court's Prosecutor Fatou Bensouda and Senior Trial Lawyer Gilles Dutertre took the floor for opening
statements. The hearings will continue tomorrow, 15 July 2020, with the end of the Prosecution's opening
statement.
The trial is scheduled to resume on 25 August 2020, when the Prosecution will begin to present its evidence
and call its witnesses before the judges. At their requests, the Legal Representatives of Victims and the
Defence will make their opening statements at the beginning of the presentation of their evidence, once the
Prosecution has concluded the presentation of its case.
Due to the current situation linked to Covid-19, the public gallery was open to a limited numbe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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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ves of the media, the diplomatic community, and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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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23 April 2020, Pre-Trial Chamber I
issued a confidential decision partially granting the Prosecutor's request to modify the charges against Mr Al
Hassan; the redacted version of this decision was made public on 11 May 2020.
Photographs of the hearing
Audiovisual materials:
14 July 2020
st

1 session
▪ YouTube (for viewing): English; Arabic; French
▪ Video (MPEG-4) for viewing and download: English; Arabic; French
▪ Audio (MPEG-3) for download: English; Arabic; French
nd

2 session
▪ YouTube (for viewing): English; Arabic; French
▪ Video (MPEG-4) for viewing and download: English; Arabic; French
▪ Audio (MPEG-3) for download: English; Arabic; French
rd

3 session
▪ YouTube (for viewing): English; Arabic; French
▪ Video (MPEG-4) for viewing and download: English; Arabic; French
▪ Audio (MPEG-3) for download: English; Arabic; French
15 July 2020
1st session
▪ YouTube (for viewing): English; Arabic; French
▪ Video (MPEG-4) for viewing and download: English; Arabic; French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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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io (MPEG-3) for download: English; Arabic; French
2nd session
▪ YouTube (for viewing): English; Arabic; French
▪ Video (MPEG-4) for viewing and download: English; Arabic; French
▪ Audio (MPEG-3) for download: English; Arabic; French
Background information:
▪ Case page: English, French
▪ Questions and Answers on the trial: English, French
▪ Case information sheet: English, French
▪ Decision on the conduct of proceedings
▪ Decision confirming the charges
▪ Decision modifying the charges
▪ Public redacted version of “Submission of Prosecution Trial Brief”, 18 May 2020, ICC-01/12-01/
18-819-Conf
▪ Notice of Affirmative Def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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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 Yekatom and Ngaïssona 사건, 2021년 2월 9일 1심 재판 시작
2020년 7월 16일 1심재판부V는 The Prosecutor v. The Prosecutor v. Alfred Yekatom and PatriceEdouard Ngaïssona 사건의 재판을 2021년 2월 9일에 시작할 예정이다. 1심재판부V는 버트람 슈미트
(Bertram Schmitt) 재판관, 페테르 코바흐스(Péter Kovács) 재판관, 정창호 재판과 등으로 구성됐다.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Alfred Yekatom은 2013년 12월 5일부터 2014년 8월까지 중앙아프리카공화
국에서 범해진 수 개의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혐의로 체포되어 2018년 11월 17일에
ICC로 인도됐다. Patrice-Edouard Ngaïssona는 2013년 12월 5일부터 2014년 12월 사이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범해진 수 개의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혐의로 체포되어 2018년 1월 23일
ICC로 인도됐다. 2019년 2월 20일, 전심재판부II는 The Prosecutor v. Alfred Yekatom 사건과 The
Prosecutor v. Patrice-Edouard Ngaïssona 사건을 병합했다. 2019년 12월 11일, ICC 전심재판부II는
본 사건에서 Yekatom과 Ngaïssona에 대한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의 혐의 일부를 확인하고
만장일치로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 관련보도자료 >
Press Release : 16 July 2020

Yekatom and Ngaïssona case: Trial to open on 9 February 2021
ICC-CPI-20200716-PR1532

On 16 July 2020, Trial Chamber V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scheduled the opening of the
trial in the case of The Prosecutor v. The Prosecutor v. Alfred Yekatom and Patrice-Edouard Ngaïssona for
9 February 2021.
This date was set by the Chamber after considering the respective submissions by the parties and participants,
the rights of the accused, the necessary time for the disclosure of evidence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and
witnesses, as well as the special circumstances under the Coronavirus Pandemic. Victims can apply to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until the end of the Prosecution's presentation of evidence.
Trial Chamber V is composed of Judge Bertram Schmitt, Presiding Judge, Judge Péter Kovács and Judge
Chang-ho Chung.
Decision Setting the Commencement Date of the Trial
Background: The arrest warrant for Alfred Yekatom was issued on 11 November 2018 and unsealed on 17

www.mofa.go.kr

101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November 2018. He was surrendered to the ICC on 17 November 2018 and his initial appearance took place
on 23 November 2018. The arrest warrant for Patrice-Edouard Ngaïssona was issued on 7 December 2018.
He was arrested by the authorities of the French Republic on 12 December 2018 and transferred to the ICC
detention centre on 23 January 2019, upon completion of necessary national proceedings. His initial
appearance took place on 25 January 2019. On 20 February 2019, Pre-Trial Chamber II joined the Yekatom
and Ngaïssona cases.
The confirmation of charges hearing was held on 19-25 September and 11 October 2019. On 11 December
2019, Pre-Trial Chamber II partially confi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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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blic redacted version of the decision on the confirmation of charges was published on 20
December 2019.
Mr Yekatom and Mr Ngaïssona are in the Court's cust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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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관련 국내법
이번 호에는 2020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제정 및 개정된 국내법 중 국제법과 관련이 있는 법을 소개합니다.
소개된 국내법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main.html)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순

서>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11., 대통령령 제30938호, 2020. 8.
11.,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910호, 2020. 8. 5.,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8. 5., 법무부령 제975호, 2020. 8. 5., 일부개정)
•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시행 2020. 7. 30., 대통령령 제30884호, 2020. 7. 30., 일부개정)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0. 7. 28., 대통령령 제30868호, 2020. 7. 28., 일부개정)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0. 7. 29., 외교부령 제81호, 2020. 7. 29.,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7. 22., 대통령령 제30861호, 2020. 7. 21., 일부개정)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7. 14., 대통령령 제30847호, 2020. 7. 14., 일부개정)
•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7. 14., 기획재정부
령 제801호, 2020. 7. 14., 제정)
•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7. 13., 외교부령 제80호, 2020. 7. 13., 일부개정)
•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7. 10., 외교부령
제79호, 2020. 7. 10., 일부개정)
•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10., 법률 제
17436호, 2020. 6. 9., 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65호, 2020. 6. 9., 일부개정)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2020. 9. 25., 법률 제17110호, 2020. 3. 24., 일부개정)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11., 대통령령
제30938호, 2020. 8. 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국제사업의 빈곤문제 완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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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의 소말리아 지원금융에 약 443만 특별인출권,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빈곤감축사회 개발기금
에 500만 미합중국달러를 각각 출연하고, 중미경제통합은행에 4억5천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자하는 등
새로운 출자 또는 출연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910호, 2020. 8. 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증을 발급받는 외국인의 불편을 감소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사증을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에게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방문 일시, 신청 업무 등을 방문하는 전날까
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하도록 하며,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
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의 지정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에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8. 5., 법무부령 제975호, 2020. 8. 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증이 면제된 외국인 등에 대하여 입국하기
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전여행허가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6921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사전여행허가서 발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시행 2020. 7. 30., 대통령령 제30884호, 2020. 7.
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의 직업 안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우수한 교수요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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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제외한 전임교수요원을 특정직공무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국립외교원법｣이 개정(법률 제16877호,
2020. 1. 29. 공포, 7. 30. 시행)됨에 따라 전임교수요원의 임용방법 및 임용절차와 전임교수요원의 징계
등의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교수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0. 7. 28., 대통령령 제30868호, 2020.
7.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에 주요국 관련 외교 전략의 조정과 긴급 외교 현안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외교원의 전임교수요원을 특정직공
무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립외교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립외교원의 전임교수요원인 일반직공무
원 정원 21명(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21명)을 특정직공무원 정원 21명(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21명)
으로 조정하는 한편,
마케도니아의 국가명이 북마케도니아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북마케도니아와의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재외공관에 주북마케도니아공화국대사관을 추가하며, 아프리카연합과의 외교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대사관을 주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대사관겸주아프리카연합대
표부로 변경하고, 지리적 접근성 및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에스와티니왕국 겸임공관을 주남아프리
카공화국대사관에서 주모잠비크공화국대사관으로 변경하며, 교황청 영사관할을 주교황청대사관에서 주
이탈리아공화국대사관으로 변경하고,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 설치 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0. 7. 29., 외교부령 제81호,
2020. 7. 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에 주요국 관련 외교 전략의 조정과 긴급 외교 현안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외교원의 전임교수요원을 특정직공
무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립외교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립외교원의 전임교수요원인 일반직공무
원 정원 21명(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21명)을 특정직공무원 정원 21명(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21명)
으로 조정하며, 마케도니아의 국가명이 북마케도니아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북마케도니아와의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재외공관에 주북마케도니아공화국대사관을 추가하며, 아프리카연합과의 외교관계
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대사관을 주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대사관겸주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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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연합대표부로 변경하고, 지리적 접근성 및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에스와티니왕국 겸임공관을
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관에서 주모잠비크공화국대사관으로 변경하며, 교황청 영사관할을 주교황청대
사관에서 주이탈리아공화국대사관으로 변경하고,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 설치 기준을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0868호, 2020. 7. 28.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 아세안국, 중남미국, 공공문화외교국
및 기후환경과학외교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 밑에 두는 정세
분석담당관의 명칭을 전략조정담당관으로 변경하며, 공공문화외교국에 두는 정책공공외교과 및 지역공
공외교과의 명칭을 각각 정책공공외교1과 및 정책공공외교2과로 변경하고, 기후환경과학외교국에 두는
국제에너지안보과･기후녹색협력과 및 글로벌환경과학과의 명칭을 각각 에너지과학외교과･기후변화외
교과 및 녹색환경외교과로 변경하며, 개방형직위 중 외교전략기획관을 전략조정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외교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으로 전환하
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일부 정원의 직렬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

【 제정･개정문 】
⊙ 외교부령 제81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7월 29일
외교부장관 (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세분석담당관”을 각각 “전략조정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주요국 관련 외교전략 조정
8. 주요국 관련 긴급 외교현안 대응
9. 주요국 관련 동향조사 및 정보 분석
제16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메콩 지역과의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3. 한･메콩 협력기금 사업 심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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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2. 제1호에 따른 각 협의체와의 협력 및 관련 정세에 관한 조사･연구
3. 한･아세안센터,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국제기구 및 아세안문화
원과의 협력
4. 한･아세안 협력기금 사업 심의･조정
제18조제4항제4호 중 “남미국가연합, 남미공동시장, 안데스공동체”를 “남미공동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가이아나･과테말라”를 “과테말라”로, “바하마･베네수엘라”를 “바하마”로, “세인트
키츠네비스･수리남”을 “세인트키츠네비스”로, “콜롬비아･쿠바”를 “콜롬비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남미 자원･인프라･신산업”을 “라틴아메리
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태평양동맹 및 유엔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를 “태평양동맹, 유엔중남
미카리브경제위원회 및 안데스공동체”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가이아나･베네수엘라･수리남･쿠바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7. 제1호의2에 따른 각 국가･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연구 및 협력 방안 연구･시행
제19조제5항제1호 중 “마케도니아･몬테네그로･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를 “몬테네그로･보스니아헤르체
고비나･북마케도니아”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정책공공외교과･지역공공외교과”를 “정책공공외교1과･정책공공외교2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책공공외교과장 및 지역공공외교과장”을 “정책공공외교1과장 및 정책공공외교2과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문화･지식”을 “문화”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에 제2호를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제3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한다.
2. 지식 분야 공공외교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7. 국외 한국학 및 한국어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8. 국외 문화재 환수･활용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
제2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공공외교과장”을 “정책공공외교1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이하 “정책공공외교”라 한다)의 연간 및 중장기 정책 수립 및”을 “(이하 “정책공공외교”라 한다)
콘텐츠 발굴 및 관련 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아시아･아프리카중동･중남미”를 각각 “미주･유럽･러시아”
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디지털 공공외교 이행 및 관련 업무 총괄･조정
7. 정책공공외교 사업 관련 재외공관 지원, 관리 및 평가
8. 주한 외국인 대상 공공외교 사업 발굴 및 시행
9. 국민외교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국민외교센터 운영 등 국민외교 기반 구축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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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공공외교과장”을 “정책공공외교2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북미･유럽”을 각각 “아시아･아프리카중동”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정책공공외교의 연간 및 중장기 정책 수립, 총괄･조정
2. 정책공공외교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업무협조 및 조정
2의2. 정책공공외교 수행을 위한 연구･조사 및 전문가와의 협력
2의3. 정책공공외교 수행을 위한 정책공공외교 콘텐츠 개발 지원
제28조제2항 중 “국제에너지안보과･기후녹색협력과 및 글로벌환경과학과”를 “에너지과학외교과･기후
변화외교과 및 녹색환경외교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제에너지안보과장 및 글로벌환경과학과
장”을 “에너지과학외교과장 및 녹색환경외교과장”으로, “기후녹색협력과장”을 “기후변화외교과장”으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에너지안보과장”을 “에너지과학외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과학기술･우주 및 정보통신 관련 국제협력 등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후녹색협력과장”을 “기후변화외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글로벌환경과학과장”을 “녹색환경외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녹색경제･지속가능발전 관련 양자협력 업무
제33조제3항 중 “전문경력관 가군”을 “전임교수요원”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외교전략기획관, 감사관”을 “감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책홍보담당관”을
“정책홍보담당관, 전략조정담당관”으로, “글로벌환경과학과장”을 “녹색환경외교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955”을 “958”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951”을 “954”로
하며,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9 다음에 “행정서기 또는 공업서기 1”을 신설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5”를 “6”으로 하며, 그 다음에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농업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1”을 신설하며, 위생서기보 “3”을 “2”로 하고, “화공운영서기 1”을 삭제하
며, “공업서기보 1”을 삭제하고, “농림운영서기보 1”을 삭제하며, 외무공무원 계 “707”을 “710”으로
하고, 7등급 외무공무원 “19”를 “20”으로, 5등급･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 “164”를
“165”로,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10”을 “31”로 하며, “3등급 또는 4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20”을 삭제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962”를 “965”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958”을
“961”로 하며,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9 다음에 “행정서기 또는 공업서기 1”을 신설하고, 행정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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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운전서기보 “5”를 “6”으로 하며, 그 다음에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농업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1”을 신설하며, 위생서기보 “3”을 “2”로 하고, “화공운영서기 1”을 삭제하
며, “공업서기보 1”을 삭제하고, “농림운영서기보 1”을 삭제하며, 외무공무원 계 “713”를 “716”으로 하
고, 7등급 외무공무원 “19”를 “20”으로, 5등급･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 “164”를
“165”로,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11”을 “32”로 하며, “3등급 또는 4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20”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일반직 계 “65”를 “44”로 하고, “공업서기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
기 1”을 신설하고, 운전서기보 “6”을 “5”로 하며, 그 다음에 “위생서기보 1”을 신설하고, “전문경력관
가군(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21”을 삭제하며,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행정주사보 8 다음에
“전임교수요원 계 21”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21”을 신설한다.
별표 2의2 중 일반직 계 “65”를 “44”로 하고, “공업서기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을 신설하고, 운전서기보 “6”을 “5”로 하며, 그 다음에 “위생서기보 1”을 신설하고, “전문경
력관 가군(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21”을 삭제하며,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행정주사보 9
다음에 “전임교수요원 계 21”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21”을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3항,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7. 22., 대통령령 제30861호, 2020. 7.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수은폐기물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폐기
물의 종류에 수은폐기물에 관한 분류를 신설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시설에 수은회수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7. 14., 대통령령 제30847호,
2020. 7. 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5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제9차 당사국총회에서 과불화옥탄산, 그 염류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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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련 화합물 등 총 175종의 물질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추가하는 내용의 부속서 에이(A)를 채택함
에 따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A)부터 씨(C)까지에 규정된 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질과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규정된 수은 및 수은화합물로
정하는 한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에 대한 규제를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7. 14., 기획재정부령 제801호, 2020. 7. 14.,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578호, 2016.
12. 6.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19년 12월 5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7. 13., 외교부령 제80호, 2020. 7.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에서의 우리 국민 보호 강화와 영사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하여 재외동포영사국과 재외동포영사대사
를 통합하여 제2차관 밑에 재외동포영사실을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외교문서공개심의회 위원 중 재외동포영사대사를 재외동포영사실장으로 변경하는 한편,
공개할 외교문서에 대한 업무 증가에 대비하고 외교문서 예비심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
최대 7명 이하인 예비심사위원 수를 10명 이하로 늘리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

▶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7.
10., 외교부령 제79호, 2020. 7. 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합중국 펜실베이니아주･델라웨어주 지역에 거주 또는 방문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민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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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강화를 위해 미합중국 필라델피아에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필라델피아출장소를 신설하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

▶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436호, 2020. 6. 9.,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61년에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경제 및 기술원조에 관한 의정서｣, 1963년에
체결된 ｢한국 광부의 임시 고용계획에 관한 협정｣에 따라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한 광부, 1966년부터 한국해외개발공사를 통한 알선과 1969년에 체결된 ｢한국해외개발공사와 독일 병원
협회 간 협정｣에 따라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에 걸맞는 기념사업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65호, 2020. 6. 9., 일부개정)
• 개정이유
출입국 과정에서의 국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하는 한편, 생체정보 기반의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를 구축
하기 위하여 출입국 전 과정에서 생체정보를 이용한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업무에서 본인 일치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사람의 지문･얼굴･홍채･손바닥 정맥
등의 개인정보를 생체정보로 정의하고, 출입국 전 과정에서 생체정보를 이용한 본인 확인이 가능하
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2조제15호 신설 등).
나.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입국신고서 제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제12조제1항).
다. 현행법은 승선 중인 선박의 선원이 우리나라의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려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해당 선원의 선원신분증명서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원확인이 가능한 문서에 여권을 추가하여 선원신분증명서와 여권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함(제14조제2항제1호).
라.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외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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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제23조제1항제2호).
마. 현행 14일로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기한, 체류지 변경신고기한 및 재입국 외국인
의 외국인등록증 환부기한을 15일로 연장함(제35조, 제36조제1항, 제37조제5항).
바. 법무부장관은 관계 기관이 선박 등의 탑승권 발급, 출입국항의 보호구역 진입 및 선박 등의 탑승
등의 업무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수집･처리한 생체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제38
조의2 신설).
사.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숙박업
소 현황, 관광숙박업소의 현황,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소의 현황, 한옥체험업소의 현황,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외국인의 소득금액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제78조제2항제3호).
아. 외국인 등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등의 업무를 외국인의 체류 관련 신청 등을 대행하는 대행기
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기관이 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등록취소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79조의2 및 제79조의3 신설).
자. 단기체류자격 숙박외국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숙박업자는
숙박외국인이 제공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여권 등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숙박외국인 또는 숙박외국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숙박업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81조의3 및 제100조제3항제1호의2･제1호의3 신설).
<법제처 제공>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2020. 9. 25., 법률 제17110호, 2020. 3. 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관리 강화 및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에 대한 보고제도 신설 등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의 자격요건 강화, 해양오염방제업자의 의무 규정 및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 신설 등 해양오염사고 방지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한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선박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리･해체 중인 선박에서의 오염물질 처리 절차를 개선하
고, 선박의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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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해양환경관리업자의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방지･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
하여 종전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으로 임명･채용된
후 일정기간 마다 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련 교육 이수 등의 자격을 갖춘 후에 해양오
염방지관리인 또는 기술요원으로 임명･채용되도록 함(제32조, 제36조, 제70조 및 제121조).
나. 선박의 수리･해체 과정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조선소 또는 수리조선소에서 수리 중이거나
해체 중인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거･
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37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다.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비치대상 선박 중 총톤수 5천톤 이상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며,
선박연료유의 사용량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함(제41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
지 및 제41조의4 신설).
라. 국제협약의 개정으로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이 강화(현행 3.5%에서 2020년부터 0.5%)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사용하여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황함유
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외사유를 마련하는 한편, 부적합한
연료유를 선박에 적재하는 것을 금지함(제44조, 제44조의2 신설).
마. 선박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 등 연료유의 교체주기가 짧은
선박의 경우에는 연료유 견본의 보관기간을 종전 1년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함(제45조제4항).
바.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의 예외사유에 강화된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대기
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등을 위해 해당 설비를 시운전하는 경우를 추가함(제48조제4호 신설).
사. 해양경찰청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해양오염방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촌계에 소속된 어업인
등으로 해양자율방제대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68조의2 신설).
아.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제를 위하여 해양오염방제업자는 방제의무자 등이 방제조치를
하는 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의로 오염물질 방제업무를 지연하거나 방제조치를 방해해서는
아니 됨(제72조제4항 신설).
자.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폐기물위탁･처리 및 선박해체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제76조제2항 신설, 제1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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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폐기물위탁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
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이 종전의 폐기물위탁자의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제76조제5항 신설).
카.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에 ｢전원개발촉진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해상풍력 발전
소, ｢전기사업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전기설비 중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를 추가함(제
85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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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2020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선고 또는 공개된 국내판례 중에서 국제법과 관련이 있는
판결을 소개합니다.
소개된 판례의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main.html), ‘대한민국 법원 종
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 판결’
(https://www.scourt.go.kr/portal/main.jsp)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순

서>

•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몬트리올 협약의 당사국인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몬
트리올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됨을 재확인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19가단5063405 판결 [손해배상(기)])
• 국외에서 등록되고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 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 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0. 4. 10 선고 2019구합78692 판결 [법인세 경정거
부처분 취소청구]
• 대한민국과 범죄인 인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청구국의 인도 청구에 대해 인도범죄 해당 여부와
인도거절 사유의 존부 등을 판단하여 인도를 거절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0. 7. 6 자 2020토1
결정 [인도심사청구]
• 대한민국과 범죄인 인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청구국의 인도 청구에 대해 인도범죄 해당 여부와
인도거절 사유의 존부 등을 판단하여 인도를 허가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0. 6. 29 자 2020토2
결정 [인도심사청구])

▶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몬트리올 협약의 당사국인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몬트리올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됨을 재확인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19가단5063405 판결 [손해배상(기)])
【 국제법 관련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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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피고 소속 C 항공편(이하 ‘이 사건 항공편’
이라고 한다)으로 2019. 1. 21. 03:05(현지시각) 필리핀 클락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08:05
(한국시각)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국제항공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
하였다.
나. 이 사건 항공편에 투입된 항공기(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고 한다)는 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엔진 시동을 걸었으나 1번 엔진에 연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고는 곧바로 항공기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였으나 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결국 항공기의 운행이 불가하였다.
다. 원고들은 예정보다 약 19시간 25분 가량 늦은 2019. 1. 21. 23:00경(현지시각) 피고가 제공한 대체
항공기를 이용하여 클락국제공항을 출발하여 2019. 1. 22. 03:30경(한국시각)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후 피고는 이 사건 항공기 엔진의 연료조절장치와 연료펌프를 교체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3호증, 을 제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적용 법규
가.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 여부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고 한다)은 우리나
라도 가입하여 2007. 12. 29. 발효되었다. 이는 ‘항공기에 의하여 유상으로 수행되는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모든 국제운송’을 원칙적인 적용대상으로 하고(제1조 제1호), 여기에서 말하는 국제운송이란 ‘운
송의 중단 또는 환적이 있는 지를 불문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출발지와 도착지가 두 개의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운송, 또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단일의 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운송으로서 합의된 예정
기항지가 타 국가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운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1조 제2호). 따라서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몬트리올 협약의 당사국인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몬트리올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4049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출발지인 필리핀과 도착지인 대한민국이 모두 몬트리올 협약
의 당사국이므로, 몬트리올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나. 몬트리올 협약 관련 규정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발효일 2003. 11. 4] [다자조약, 제1876호, 200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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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지 연
운송인은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운송인은 본인･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거나 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항공편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은 이 사건 항공편의 예정된 출발시각보다 약 19시간
이상 지연된 후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정신적 손해 이외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
나. 몬트리올 협약 제19조 후문에 의한 피고의 면책 여부
(...)
2) 판 단
이 사건 사고 당시 엔진에 연료가 공급되지 않은 원인이 기록상 밝혀지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후 부품의 교체 경과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에게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비의무를 다하
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을 제 1,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지연에 이르게 된 원인, 지연시간 및 이 사건 항공편의 지연 경위와 결과, 지연 발생
이후 피고의 구체적인 대응조치 내용, 원고들의 연령, 이 사건 항공편의 운항거리, 소요시간과 운임,
일부 원고들은 보상금을 수령한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항공편의 지연으로 발생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성년인 원고들은
각 700,000원(피고로부터 보상금 등을 수령한 원고들은 해당 금원을 공제), 미성년인 원고들은 각
4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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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
인 2020. 6.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 국외에서 등록되고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 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 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0. 4. 10 선고 2019구합78692 판결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국제법 관련 주요 내용 】
(....)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으로, 2011. 12. 28. 미국
법인 B(이하 ‘B’라 한다) 및 C회사와 사이에, 위 각 미국 법인이 D회사와 특허실시계약을 체결하고
부여받은 오디외 기기(E, F) 연동기술에 대한 특허(미국에만 등록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는 등록되
어 있지 않다. 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에 관한 모든 권리를 부여받는 특허 재실시계약을 체결하
였다.
나. 원고는 2012. 2. 27. B에 이 사건 특허사용료로 8,558,404,651원을 지급하였고, 2012. 3. 12. 이
사건 특허사용료가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
조 제8호(이하 ‘법인세법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15% 상당액
인 1,283,760,690원(8,558,404,651원×0.15, 십원 미만 버림)(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법인세
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가, 2015. 1. 28. 이 사건 특허사용료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협약’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이하 ‘한미 조세협약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 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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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9. 22. 이 사건 특허사용료 및 쟁점 금액에 대하여는 한미 조세협약
규정이 아니라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2. 31.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30. 기각되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
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5항, 제98조 제1항은 외국법인에 대하
여 같은 법 제93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신설된 법인세법 규정(당시 제93조 제9호로
도입되었다가. 8호로 위치를 변경하였다)은 “다음 각 목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
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원
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
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한미 조세협약 규정은 제14조 제4항에서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제a호에서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
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규정하고, 제6조 제3항에서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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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법인세법 규정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하였으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
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 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한미 조세협약의 문맥과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할 때, 한미 조세협약
규정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 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
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
고,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미국 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 법인이 그와 관련
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가 미국에만 등록되어 있고,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특허사용료는 한미 조세협약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한미 조세협약 제2조 (2)에서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미 조세협약 규정의 ‘사용’과 관련된 정의규정이 한미 조세협약에
없으므로,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인 우리나라의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한미 조세협약을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한미 조세협약이 정한 ‘특허권의 사용’의 의미는 한미 조세협약 규정의 ‘문언과 문맥에
따라’, 특허권의 개념과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히 위 다)에서 본 바와 같이 해석될 수 있으므
로,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위 ‘특허권의 사용’의 의미를 확정한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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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규정이 신설되기는 하였으나, 설령 한미 조세협약상 ‘특허권의 사용’에 관한 의미
가 불분명하여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앞서 다)에서 본 바와
같은 견해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한미 조세협약 제2조 (2)의 후문(‘일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용어의 의미가 타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용어의 의미와 상이한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또는 이 협약의 기타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상 동 용어의 공통적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에 따라 공통의 의미를 확정하
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규정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허용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 대한민국과 범죄인 인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청구국의 인도 청구에 대해 인도범죄
해당 여부와 인도거절 사유의 존부 등을 판단하여 인도를 거절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0. 7. 6 자 2020토1 결정 [인도심사청구])

【 전 문】
범죄인 A
청구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안성수
청구국 미합중국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 주 문】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아니한다.

【 이 유】
1. 사건의 경위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국의 범죄인 인도청구 전까지의 주요 경과
1) 범죄인에 대한 대한민국에서의 수사절차 진행과 신병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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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인에 대한 대한민국에서의 기소와 유죄판결의 확정
(...)
나. 청구국의 범죄인 인도청구 경과
1) 범죄인에 대한 청구국에서의 수사절차 진행과 기소
가) 대한민국에서의 범죄인에 대한 위와 같은 수사･기소･재판 진행과는 별도로, 청구국은 세계
여러 국가와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아래 D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였고,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치안판사는 2018. 2. 28. 범죄인에 대하여 연방형법(18 U.S.C.)에서 규정하는
아동음란물 광고 등 협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나) 범죄인은 워싱턴 D.C. 연방대배심의 판단을 거쳐 2018. 8. 9.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아래와 같이 연방형법에서 규정하는 6개 죄명과 각 죄에 해당하는 9개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다) 위와 같이 기소된 범죄 중 자금세탁죄는 특정 불법 활동, 즉 노골적인 성행위를하는 실제
미성년자에 대한 시각적 묘사가 포함된 아동음란물과 관련한 범행(제2252A조) 및 미합중국
으로 수입하기 위한 특정 아동음란물 제작 범행(제2260조)을 조장할 의도로, 미합중국 내의
장소에서 미합중국 밖의 장소로 또는 이를 통해 내지는 미합중국 밖의 장소로부터 또는 이를
통해 미합중국 내의 장소로 통화수단이나 자금을 운반, 전송, 이체하거나 그러한 시도를 하는
경우 2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자금세탁죄로 기소된 3개 혐의는 워싱턴
D.C.에 있는 D 사이트 회원이 D 사이트의 가상계좌로 아래와 같이 비트코인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범죄인이 위 비트코인을 대한민국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등 자신이 관리하는 비트
코인 계좌로 송금함으로 인한 것이다.
2) 청구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의 주요 내용
가) 청구국은 2019. 2.경부터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1998. 6. 10.
서명, 1999. 12. 20. 발효, 이하 ‘이 사건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
절차를 진행하여 2019. 4. 19. 청구국의 인도청구서와 관련 자료가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에게
도달되었다.
나) 청구국의 인도청구서 등에 의하면, 인도청구된 범죄의 죄명은 범죄인에 대하여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기소된 범죄와 같다.
다. 청구인의 인도심사청구 주요 내용
1) 이 사건 조약과 범죄인 인도법의 관련규정
가) 이 사건 조약에 의하면, 인도대상범죄는 인도청구시에 양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법정형 이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 및 그 미수범, 음모법 또는 공범으로 하고(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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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인도청구된 자가 인도청구된 범죄에 관하여 피청구국에서 이미 유･무죄선고를 받은
경우 인도는 허용되지 않는다(제5조).
나)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법은 위 조약과 같은 취지의 규정으로,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일정한 법정형 이상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제6조),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안 되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제7
조 제2호).
2) 인도범죄사실과 적용법조
가)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은 2019. 4. 24.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청구국의 인도청구서등을 전달받은
후 청구국으로부터 2020. 4. 15.자 추가진술서를 송부받았다. 법무부장관은 인도청구된 범죄
에 대하여 위와 같은 관련규정에 따른 검토를 거친 결과, 2020. 4. 16. 그중 자금세탁죄(범죄
혐의 7 내지 9번)만을 인도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인도범죄로 특정하여 서울고등검찰청 소
속 검사로 하여금 범죄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인도심사를 청구하도록 명하였다.
나) 법무부장관은 인도청구된 범죄 중 아동음란물 광고 음모 및 아동음란물 광고(범죄 혐의 1,
2번)는 대한민국에서 처벌될 수 있는 범죄가 아니어서 이른바 ‘쌍방가벌성’이 결여되어 있음
을 이유로(이 사건 조약 제2조 제1항, 제2항 및 범죄인 인도법 제6조 참조), 미합중국으로
수입하기 위한 미성년자의 노골적인 성표현물 제작, 아동음란물 유통 음모 및 아동음란물
유통(범죄 혐의 3 내지 6번)은 해당 범죄에 관하여 이미 대한민국에서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
법원 2019. 5. 2. 선고 2018노2855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각 인도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0. 4. 28. 이 법원에 인도범죄를 청구국의 자금세탁죄에 상응하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한 범죄로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특정하여 범죄인에 대한 인도심사청구를 하
였다.
2. 적용법규와 그에 따른 인도범죄의 해당 여부
가. 적용법규
범죄인 인도법 제3조의2는 “범죄인의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유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청구국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에 관한 이 사건 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인도범죄 해당 여부와 인도거절 사유의 존부 등 법원의 인도심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조약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조약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범죄인 인도법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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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도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조약 제2조 제1항, 제2항은, 인도범죄를 인도청구시에 양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 및 그 범죄의 미수범, 음모법 또는 공범으
로 규정한다. 한편 범죄인 인도법 제6조는,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
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 사건 인도범죄는 청구국의 연방형법 제1956조 (a)(2)(A)항의 자금세탁죄에 해당하는 범행으로 위
범행에 대하여는 최대 2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인도범죄는 대한민국
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 범행으로 이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인도범죄는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자유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 사건 조약에서 정한 인도범죄에 해당한다.
3. 범죄인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범죄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는 것을 허가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즉, ① 범죄인 인도법 제10조에서 정한 인도요건으로서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발받지 아니
한다는 등에 관한 청구국의 보증’이 없고, ② 범죄인 인도법 제7조의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서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③ 범죄인 인도법 제9조의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로서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이고(제1호),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이며(제2호),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① 범죄인 인도법 제10조에서 정한 취지의 청구국의 보증이 있는지, ②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③ 범죄인의 국적･인도범죄가 발생
한 장소･인도범죄의 성격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할 수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4. 인도범죄 외의 범죄와 관련한 청구국의 보증의 존부
범죄인 인도법 제10조는 “인도된 범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되지 아니하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는 청구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인도가 허용된 범죄사실의
범위에서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죄･･･”를 규정하고, 제4호에서는 “대한민국이 동의하는 경우”를 규정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조약 제15조는 ‘특정성의 원칙(Rule of Speciality)’라는 제목 아래 범죄인 인도법
제10조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조약 제15조에서는 이 사건 조약에 따라 인도되는
자에 대하여 위 조항에서 열거하는 범죄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청구국에서 구금･재판 또는 처벌을
받거나 제3국으로 인도되는 것을 금지한다. 그리고 청구국에서 구금･재판 또는 처벌될 수 있는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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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허용된 범죄, 또는 다른 죄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인도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과 같은 사실에
기초한 범죄로서 인도범죄이거나 인도가 허용된 범죄의 일부를 이루는 범죄”(제1항 가호)와 “피청구국의
행정당국이 당해인의 구금, 재판 도는 처벌에 동의하는 범죄”(제1항 다호) 등을 규정한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약에 따라 인도된 범죄인이 청구국에서 구금･재판
또는 처벌을 받는 대상범죄의 범위나 제3국으로 인도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앞서 본 범죄인 인도법
제3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조약 제15조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그런데 조약은 체약당사국의 협의를
통해 체결된 것이므로 당사자인 국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고, 체약당사국은 조약을 성실하게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약 제15조에서 인도된 범죄인에 대한 청구국에서의 구금･재판 또는
처벌범위 등에 고나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조약 내용을 이행하겠다는 별도의 보증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조약에 따른 범죄인 인도 실무상 현재까지 체약당사국 사이에 범죄인
인도와 관련하여 별도의 보증까지 요구･제공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국의 법무부 담당자가
2020. 5. 27.자 추가의견서에서 이 사건 조약 제15조와 관련하여 ‘청구국은 이 사건 조약에 따른 제반
의무를 준수하므로 인도청구대상 범죄 중 일부에 대하여만 인도허가가 있는 경우 인도거절된 범죄에
대한 기소는 기각(dismiss)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도 이러한 취지로 볼 수 있다.
결국 범죄인이 이 사건 조약에 따라 청구국에 인도될 경우 이 사건 인도범죄 외에 어떠한 범죄가
청구국에서의 구금･재판 또는 처벌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지는 이 사건 조약 제15조의 규정과 청구국의
형사법 해석에 따라 정하여 질 것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조약 외에 범죄인 인도법 제10조에서
정한 별도의 보증이 있어야만 인도가 허용된다는 범죄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절대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3호는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범죄인 인도심사는 인도범죄사실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소명자료를 토대로 인도범죄와 관련하여 범죄인의
인도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지를 판단하는 재판이다. 따라서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3호에서 말하
는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란 인도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범죄인이 해당 범행을 하였
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범죄인이 이 사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① 범죄인은 D 사이트의 이용료를 범죄인 명의의 비트코인 계좌로 직접 지급받은것이 아니라 매
이용료 지급시마다 D 사이트에서 자동 생성한 1회성 비트코인 가상계좌로 지급받았다.
② 범죄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비트코인을 청구국과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내외 8개의 다른 암호화
폐 거래소 계좌(범죄인 및 아버지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장외거래를 통해 다른 암호화폐로
환전하거나, 인터넷 도박사이트로 송금한 후 재인출하거나, 자신의 아버지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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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화하는 등 이 사건 인도 범죄사실과 같이 처분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③ 또한 범죄인은, 이러한 범죄수익의 처분이 이 사건 인도범죄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인 범죄수익 등의 은닉이나 가장에 해당한다거나 그에 관한 고의나 목적이 있었음을
다툼 없이 그대로 인정하는 것까지는 아니라도, 해당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하여는 추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취하고있다.
④ 익명거래라는 암호화폐의 특징에 더하여 D 사이트의 이용료 지급방식과 이후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통해 이루어진 암호화폐의 송금･환전･현금화 등으로 인해 범죄인이 취득한 자금의
출처가 D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범죄수익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는 것에
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특수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범죄에 적극적으
로 대응해 온 청구국도 국제형사사법공조수사 없이는 D 사이트 관련 범죄수익의 자금흐름을
유기적으로 파악하고 범죄인의 신원을 확인하기는 쉽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청구국이 범죄인에 대하여 아동음란물 광고･유통 등과 함께 이 사건 인도범죄인 자금세탁 혐의로
도 기소한 반면, 앞서 본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는 당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배포･제공･
공연히 전시 등으로 인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점으로만 기소하였을 뿐
이 사건 인도범죄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의 점으로 기소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범죄수익은
닉규제법 위반죄와 당초 기소된 범죄들은 서로 구성요건이 전혀 달라 증명의 대상과 증거방법
확보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인도범죄에 대한 기소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두고 그
범죄에 관한 상당한 개연성조차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3호에 따른 절대적 인도거절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이에 관한 범죄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그 밖에 이 사건에서 범죄인 인도법 제7조가 규정하는 다른 절대적 인도거절사유로서,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제1호), 인도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제2호),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사회단체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은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6. 임의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형사관할권의 배분과 인도허가 여부의 재량
1) 범죄인인도제도의 취지
범죄인인도제도는 한 나라의 형법 기타 법을 위반한 범죄인이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범죄인의 현재지국가가 법익을 침해당한 국가의 청구에 의하여 범죄인의 신병을 청구국에 넘겨주는
제도이다. 범죄인인도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범죄인을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진압하고 법질서를
유지함에 있고, 이를 위하여 범죄인의 수사･재판･형의 집행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국가가
통상 범죄지 관할국이라는 점에서 범죄인을 범죄지 관할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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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있다. 또한 범죄인인도제도는 국가별로 스스로 정하고 있는 형사관할권을 국가간에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범죄인이 어느 한 사건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을 가지는 모든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 인해
이중처벌 받게 되는 결과를 피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범죄인의 보호라는 기능도 수행한다. 이처럼
범죄인인도제도는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를 호양(互讓)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위와 같은
범죄인인도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범죄인 인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대한 당사국 간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요구된다.
2) 이 사건 조약의 관련 조항에서 규정하는 인도허가 여부의 재량
이 사건 조약 제1조는 ‘인도의무’라는 제목 아래 “체약당사국은 청구국에서 인도대상범죄에 대한
기소, 재판 또는 형의 부과나 집행을 위하여 수배된 자를 본 조약의 규정에 따라 상호 인도하기로
합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체약당사국에 이 사건 조약에서 정한 인도요건 충족시 원칙적으로 범죄
인을 청구국으로 인도할 의무를 부과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조약 제2조 제4항은 “･･･ 인도청구의
대상이 된 범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피청구국의 법에 의하여 피청구국의 영토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청구국에서 그 범죄에 대한 기소가 계속중인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또한 이 사건 조약 제3조는 ‘국적’이라는 제목 아래, 어느 체약당사국도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는 없으나, 피청구국은 재량에 따라 인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국민을 인도할
권한을 가지되(제1항), 단지 국적만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하는 때에는, 청구국의 요청에 따라 자국의
기소당국에 사건을 회부하여야한다(제2항)고 규정한다.
이러한 조약의 규정은 체약당사국의 사법주권에 대한 상호 존중을 토대로 한다. 인도청구의 대상이
된 범죄에 대한 형사관할권이 있는 청구국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피청구국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조약
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지만, 피청구국 역시 범죄지 관할국이거나 범죄인의 국적국으로
형사관할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도 여부에 관한 재량을 가진다. 즉, 피청구국이 범죄지
관할국인 경우에는 피청구국에서 그 범죄를 기소함으로써 형사재판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근거하여
인도 여부에 재량을 가지고, 피청구국이 범죄인의 국적국인 경우에는 자국민 보호의 원칙에 근거하여
그 국적만을 이유로도 자국민의 인도 여부에 재량을 부여하되, 국적만을 이유로 한 인도거절시 피청구
국으로 하여금 그 형벌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재량을 제한하고 있다.
피청구국이 이 사건 조약에 따라 범죄인 인도 여부에 재량을 가지는 경우 그 재량의 행사는 피청구국
의 고유하고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진 것이고, 거기에는 피청구국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인도거절사유
의 유무도 고려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재량이 부여된 근거에 더하여 앞서 본 범죄인인도제도의 취지와 이에 바탕을
두고 ‘범죄의 예방과 억제에 효율적인 협력 제공 및 범죄인 인도 분야에서의 양국간 관계 증진’을
위해 체결된 이 사건 조약의 취지, ‘범죄 진압 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 증진’이라는 범죄인 인도법의
목적 등을 종합해보면, 그 재량은 체약당사국 상호간 사법주권의 존중과 국제형사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형사관할권의 합리적인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또한 범죄인 신병 확보를 통한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둘러싼 체약당사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합목적적 행사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범죄인을 청구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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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인 주장의 임의적 인도거절사유와 인도허가 여부의 재량 판단
이 사건 인도범죄는 대한민국 국적의 범죄인이 범한 범행이므로, 피청구국인 대한민국은 이 사건
조약 제3조 제1항에 따라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그 인도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
그러나 설령 범죄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인도범죄의 전부 도는 일부가 대한민국영역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조약 규정이 범죄인 인도법보다 우선 적용되고, 이
사건 조약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피청구국인 대한민국에서 아직 이 사건 인도범죄에 대해서는 기소되
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은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이 점에서 이 사건에 범죄인 인도법
제9조 제2호에서 정한 임의적 인도거절사유가 있다는 범죄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국의 형사사법제도에 비추어 보면, 범죄인의 주장과 같이 범죄인이 이 사건 인도범죄에
대하여 청구국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부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외에 범죄인의 성장배경과 그 처한 환경 등 범죄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점에서 이 사건에 범죄인
인도법 제9조 제5호에서 정한 임의적 인도거절사유가 있다는 범죄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형사관할권의 합리적 배분과 체약당사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재량 행사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과 이 사건 인도범죄의 성격, 이 사건 조약의 취지
등을 토대로 한 체약당사국의 관련 이해관계를 종합해보면, 관련 범죄의 예방과 진압이라는 형사정책
적 측면에서 범죄인을 청구국으로 인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민국의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고, 이를 고려
하여 범죄인 인도를 거절하는 것이 형사사법정의의 국제적 실현을 위한 형사관할권의 합리적인 배분과
이 사건 조약의 취지 등에 현저히 반하는 재량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범죄지와 관련한 이른바 ‘네트워크 기반 범죄’의 특성
이 사건 인도범죄로서 청구국의 자금세탁죄와 그에 상응하는 대한민국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는, 범죄인이 D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암호화폐로 이용료를 지급받아 이를 국내외에서 처분한
것과 관련된 것이므로, 범죄인의 소재지는 물론 D 사이트 회원의 국적이나 소재지, 암호화폐 거래소
소재지, 서버 소재지 등에 상관없이 ‘다크 웹’과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 접속이 가능한 네트워크가
연결된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D 사이트 회원들의 국적이나 소재지는 청구국과
대한민국에 국한되지 않고, 범죄인이 D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자신과 아버지 명의로 계좌를 개설
한 8개 암호화폐 거래소 소재지만 하더라도 청구국과 대한민국을 비롯한 수개의 국가에 걸쳐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죄지 관할국이 체약당사국으로만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네트워
크를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전통적인 범죄’나 ‘대면 범죄’와 달리 이 사건에서는 범죄지가 체약당사
국간 범죄인 인도 여부를 좌우할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국에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용료를 지급한 회원이 있고, 이용료 지급과 그 처분
과정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가 청구국에 소재하는 등 청구국이 범죄지 관할국
임을 이유로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할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범죄인이 대한민국 내 주거지
에서 데스크톱 컴퓨터를 사용하여 D 사이트와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 접속함으로써 이 사건 인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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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행위를 하였고, 범죄수익의 취득･처분 과정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와 금융기
관의 소재지가 대한민국이며,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D 사이트 회원 중 상당수가 대한민국 국민이
라는 사정 등이 있더라도, 이 사건 인도범죄의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임을 이유로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것도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대한민국 영역에서 행한 이 사건 인도범죄
범행에 대하여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범죄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의 예방과 억제
이 사건 인도범죄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는 그 범죄수익을 얻은 이른바 ‘전제범죄’가 정보
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는 것이고, 더욱이 그 음란한
영상이 청소년성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써 범죄인은 국제적으로 비난받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매우 크다.
특히 범죄인이 D 사이트를 통해 설계하고 운영한 거래구조는 단순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판매하는 것에서 나아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비자가 잠재적인 제작･촬영자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소비자들이 존재하는 이상 또 다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이트의 운영자가 등장하
여 다시금 음란물의 소비와 재생산을 조장하는 악순환적 연결고리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이 우리
사회를 위협할 수 있는 크나 큰 문제이다. 범죄인 역시 처음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
소비자였다가 이를 이용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배포･판매자로 나아갔다. D 사이트의 포인
트 운영방식은 회원으로 하여금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데 사용할 포인트를 얻기 위해 새로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업로드하도록 조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아동들이 감금･납치･인신
매매되어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 범죄인이 직접 해당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제작･촬영되어 배포･소비되도록 하는 거래구조를 설
계하고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의 무게와 비난가능성은 가늠하기 어렵다.
보다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소비자이자 잠재적인 제작자가 되거나 새로운 관련 사이트의 운영자를 등장시킬 수
있는 D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철저하고 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비자가 존속하는 한, 범죄인과 같은 배포･판매업자를 엄주아게 처벌하고 그 범죄수익을 몰수･추징
한다고 하여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발생의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기 때문
이다.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 사이트에서 생성한 비트코인 가상계좌 등의 자금흐름을
추적한 결과 범죄인이 D 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약 4,000명의 회원이 약 7,000회에 걸쳐 이용료를
지급하였고, 국제형사사법공조수사를 통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으로는 그중 대한민국에 있는 비트
코인 거래소에서 개설된 계좌가 288개이며, 국적 등 신원이 확인된 회원 346명의 국적은 대한민국
223명, 청구국 53명 및 기타 70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민국 국민인 회원들 중 신원과 다운로드 이력이 확인된 일부 회원들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각 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별건으로 인지하여 수사가 이루어진것으로 보이지만, 범죄인
이 이른바 ‘딥 웹(Deep Wep)’상 한국인이 주로 접속하는 사이트에 D 사이트에 대한 광고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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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을 모집하기도 한 점과 위와 같이 국적 등 신원이 확인된 회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 및
암호화･익명화라는 기술적 특징으로 ‘다크 웹’ 사이트의 운영자나 이용자를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렵
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 국민인 D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의 악순환적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다크 웹’
에 개설된 세계적 규모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용 웹사이트 운영자였던 범죄인의 신병을 대한
민국에서 확보하여 관련 수사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증거를 추가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수사과정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구국으로 범죄인을 인도하지않고 대한민국이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
함으로써 주도적으로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철저히 진행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범죄인이 청구국으로 인도된다면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대한민국에서는 D 사이트
국내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현 단계에서 미완의 상태로 마무리되거나 그 진행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
도 배제하기 어렵다. 청구국이 범죄인을 인도받아 자국 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수사의 효율
성을 높이는 것에 이익이 있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경우가 더 시급하고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조약 서문에서 규정하는 범죄인인도제도의 목적은 ‘범죄의 예방과 억제’이다. 청구국으로
범죄인을 인도함으로써 법정형이 더 높은 청구국의 형사법에 따라 범죄인을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건 조약이나 범죄인 인도법의 기본취지나 입법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역으로, 인도범죄에
대한 청구국의 법정형이 더 낮다고 하더라도 조약과 관련 법령에 따라 범죄인 인도의 요건과 필요성
이 인정된다면 범죄인 인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배포･판매되도록
하는 거래구조를 설계하고 운영하여 이득을 취한 범죄인을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그러한 위하적
효과에 의한 범죄의 예방과 억제가 일정 부분 달성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이에 더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비자이자 잠재적인 제작 또는 배포･판매자가 될 수 있는 우리사회의
D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발본색원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만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
련 범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그 예방과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노력에 부응하는 것으로서,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을
통해 이 사건조약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이 사건 인도범죄와 관련한 대한민국에서의 수사･기소의 경과
대한민국 수사기관은 2017. 9. 28.경 청구국으로부터 국제형사사법공조수사 요청을 받은 후 D
사이트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였고, 검찰은 2018. 3. 22. 범죄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배포･제공･공연히 전시 등에 관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점으로만 기
소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기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보전을 하면서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인도범죄가 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의 점으로는 기소하지 않았다. 반면 청구국은 아동음
란물 광고 및 음모, 아동음란물 유통 및 음모 등과 함께 이 사건 인도범죄인 자금세탁 혐의로도
기소하였다.
물론 이와 같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점으로 기소하면서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의 점으로는 기소를 하지 않는 대한민국 검사의 공소제기 방식이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위법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범죄인에 대한 당초 기소 당시 함께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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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청구국이 2019. 4.경 대한민국에 범죄인인도청구를 하기 전이라도 추가수사를 통해 이 사건
인도범죄가 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의 점을 기소하였더라면 범죄인으로서는 당초 기소된 범죄
에 대한 재판과정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범죄인 인도 절차에 놓이지 않았을 것이다.
앞서 본 것처럼 범죄인인도제도가 범죄의 예방과 진압이라는 목적 외에도 범죄인의 보호라는
또 다른 이념이 반영된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범죄인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검찰의 분리 기소
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의 점에 관한 불기소 내지 기소유보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비록 이를 범죄인 인도거절사유로 삼을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비인도적 범죄인 인도, 이중처
벌 논란을 야기하였다는 점 등에서 다소 바람직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
라) 이른바 ‘국제성 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에 대한 기대와 강화
이른바 ‘국제성 범죄’에 대하여 각국이 자국의 법체계의 차이점을 넘어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범죄에 대하여, ‘국제
연합 부패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은 자금세탁방지에 대하여 각
국제형사사법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청구국의 입장에서 범죄인 인도를 통해 실현하려는, 아동음란물 범행과 관련된 자금세탁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한다는 목적 내지 이해관계는 반드시 범죄인 인도가 아니라도 위 법률과 협약에 따른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구국의 위와
같은 목적 내지 이해관계의 달성만을 이유로 이 사건 조약 제3조 제1항 따라 주어진 재량행사가
제약되거나 축소되어 대한민국 국민인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해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이 사건 조약의 취지는 범죄의 예방과 억제에서 양국간에 보다 효율적인 협력을 제공하고 범죄인
인도 분야에서 양국간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범죄인 인도를 하는데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국경을 넘어서 익명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국제적 성격의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과
아동성착취 범죄 및 국제자금세탁 척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범죄
인을 청구국으로 인도하는 것으로만 결론이 일원적을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네트워크 기반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인도범죄는 범죄지 관할국이 체약당사국 중 어느 하나로 일도
양단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 것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의
예방과 억제라는 측면에서 대한민국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은 이 사건 조약에 의하여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에 따른 판단이다.
7. 결론
이상의 이유에서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할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범죄인 인도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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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과 범죄인 인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청구국의 인도 청구에 대해 인도범죄
해당 여부와 인도거절 사유의 존부 등을 판단하여 인도를 허가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0. 6. 29 자 2020토2 결정 [인도심사청구])
【 전 문】
범죄인 A
청구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안성수
청구국 미합중국
변호인 변호사 박태원(국선)

【 주 문】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할 것을 허가한다.

【 이 유】
1.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청구국으로부터 2017. 11. 3.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가 있음을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1998. 6. 10. 서명, 1999. 12. 20. 발효, 이하 ‘이 사건 조약’이라
한다) 및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2020. 5. 26. 범죄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
2. 적용법규 및 인도대상 범죄 해당 여부
가. 적용법규
범죄인 인도법 제3조의2는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과 청구국인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간에는 범죄인
인도에 관한 이 사건 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인도대상 범죄 해당 여부와 인도거절 사유의 존부 등
인도허가에 관한 심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조약이 우선 적용되고, 조약과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만 범죄인
인도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나. 인도대상 범죄 해당 여부
이 사건 조약에 의하면, 인도대상 범죄는 인도청구시에 양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한다(제2조 제1항).
이 사건 인도대상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인도범죄’라 한다)의 요지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이는 청구국인 미국의 법률에 의할 경우 ① ‘사고 후 현장 이탈 행위(Leaving the Scene of an accident)’
[미국 캘리포니아주(이하 ‘캘리포니아주’라고 한다) 차량법(California Vehicle Code) 제20001조 (a)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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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죄, 청구국의 인도청구서상의 Count 1], ② ‘음주의 영향 하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Driving Under the Influence Causing Injury)’[캘리포니아주 차량법 제23153조 (a)항 위반죄,
청구국의 인도청구서상의 Count 2],
③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Driving with
0.08% Blood Alcohol Causing Injury)’[캘리포니아주 차량법 제23153조 (b)항 위반죄, 청구국의 인도청
구서상의 Count 3]에 해당하고, 위 각 위반죄는 각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위 각 위반죄에
의해 피해자가 중상해(great bodily injury)를 입었을 경우, 캘리포니아주 형법(California Penal Code)
제12022.7조 (a)항에 따라 추가로 최대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또한 이는 우리 법에 의할
경우, 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량)죄로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에 처하게 되어 있고, ②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인도범죄는 이 사건 조약상 인도대상 범죄에 해당한다.
3. 공소시효 완성에 따른 인도거절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범죄인의 주장
범죄인은, 이 사건 인도범죄에 대하여 우리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가 있고, 이 사건 인도조약 제6조에 의하더라도 청구국의 행위에
의해 위 공소시효가 정지되려면 그 점에 관하여 청구국이 공소시효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는데, 이러한 제공이 없으므로 범죄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조약 제6조는 ‘인도청구된 범죄와 동일한 범죄가 피청구국에서 발생하였다면 피청구국의
공소시효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청구된 범죄에 대한 기소 또는 처벌이 금지된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이 조약에 의거하여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인도청구된 자가 법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도피한
기간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일방 당사국에서 공소시효의 만료를 정지시키는
행위 또는 사유는 피청구국에 의하여 효력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청구국은 공소시
효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다’고 규정하고,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1호는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2) 이 사건 인도범죄는, 우리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법정형이 가장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고, 캘리포니아주 형법 제
801조에 의하면 그 공소시효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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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인도범죄의 범행일은 2010. 6. 12.인 사실, 범죄인은
이 사건 인도범죄에 관하여 미국에서 수사를 거쳐 범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2010. 8.
23. 캘리포니아주 법원(Superior Court of California, Los Angeles County)에 기소된 사실이 인정
되고, 캘리포니아주 형법 제803조 (b)항에 의하면 이와 같이 기소가 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미국에서 이 사건 인도범죄의 공소시효는 만료 전에 정지되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청구국인
미국은 공소시효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을 서면인 이 사건 인도청구서에 첨부된 선서 진술서
(affidavit. 7쪽, 8쪽)와 ‘증거물(exhibit) D’로 제공한 사실도 인정된다.
4) 또한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범죄인은 2010. 8. 23. 이 사건 인도범죄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기소된 후 2011. 3. 3. 재판을 거쳐 2011. 4. 15.로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황에서, 그
법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도피하여 2011. 4. 11.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은 사실, 위 법원에서는 2011. 4. 15. 범죄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실도
인정된다.
5) 그러므로 이 사건 인도조약 제6조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모두 이 사건 인도범죄의 공소시
효 는 정지되어 있으므로 범죄인의 공소시효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범죄인 인도법 제7조의 다른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3호는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범죄인 인도심사는 범죄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소명자료에 의하여 범죄인의 인도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지를 판단
하는 재판이다. 따라서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3호의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된 경우를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인의 범행을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죄인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인도범죄 중 적어도 음주운전 사실과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미국에서 이 사건 인도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거쳐 공소가 제기되었고,
그 재판과정에서 범죄인은 ‘사고 후 현장 이탈 행위’(Count 1)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
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Count 3)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다는
답변(nolocontendre)을 하고, 중상해를 입힌 사실도 인정한 점, 범죄인이 사고 후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경찰관 등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는 점, 피해
자의 상해에 대한 의학적인 검사 결과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범죄인이 이 사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개연성이 충분히 소명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3호에 따른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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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외에 이 사건이 범죄인 인도법 제7조가 규정하는 다른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인 제2호의 ‘인도범
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제4호의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5. 범죄인 인도법 제9조의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범죄인의 주장
범죄인은, 자신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범죄인이 이 사건 인도범죄를 범한 후 한국에서 선량하게 생활해
온 점, 범죄인의 가족관계, 범죄인이 미국에서 공평한 재판을 받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인 인도법 제9조 제1호 및 제5호의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므로 법원이 인도거절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범죄인 인도법 제9조 제1호는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조약 제3조 제1항은 ‘어느 체약당사국도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는
없으나 피청구국은 재량에 따라 인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국민을 인도할 권한
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또한 범죄인 인도법 제9조 제5호는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 위 범죄인 인도법 및 이 사건 조약의 내용 및 취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인을 청구국인 미국르오 인도하는
것이 적합해 보이고, 그러한 인도가 비인도적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① 대한민국 국민인 범죄인을 재량에 따라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는, ‘범죄의 예방과 억제에 있어 대한민국과 미국간에 보다 효율적인 협력을 제공하고, 범죄인
인도 분야에서 양국간의 관계를 증진’한다는 이 사건 조약 체결의 취지, ‘범죄 진압 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범죄인 인도법의 취지, 인도범죄의 범행 및 피해
의 발생장소･내용･성격･경위, 우리나라 또는 미국에서의 인도범죄에 대한 수사･재판 등 사법
절차 진행 상황, 우리나라 또는 미국에서 관련 증거 확보의 용이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
로 고려해야 한다.
②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앞서 본 이 사건 조약과 범죄인
인도법의 취지, 인도범죄의 성격･내용･경위, 범죄인이 처한 환경, 청구국의 형사사법제도, 범
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범죄인을 보호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이 사건 인도범죄는 범죄인이 미국에서 행한 범죄로서, 음주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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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뇌출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
을 이탈한 것이다. 이 사건 인도범죄에 대하여는 이미 미국에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졌고,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선고일까지 지정된 상황이었다. 또한 이 사건의 피해자와 여러 목격자들
등 관련 증인 및 증거가 모두 미국에 있다. 범죄인을 현재 소재지에서 처벌하지 않고 인도하는
것은, 범죄인의 심판을 유효하고 적절하게 행할 수 있는 곳은 보통 범죄지 관할국이라는 인식
에 근거하는 것인데, 위 사정들은 이에 부합한다.
④ 범죄인은, 2010. 8. 23.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이 사건 인도범죄로 기되어 2011. 3. 3. 재판에서
2011. 4. 15.을 판결선고기일로 고지받았고 그 기일에 불출석시 법정최고형을 받을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하여 명백히 설명을 들은 상황에서, 그 법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도피하여 2011.
4. 11.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위 법원에서는 2011. 4. 15.
범죄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이는 이 사건 조약을 체결하면서 양당
사국이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고, 범죄인을 인도할 것으로 상정한 전형적인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한다. 만약 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인도대상 범죄를 저질러 기소되고 재판을 받던 중에
우리나라의 법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도피하였다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미국에 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해야 할 것이고, 미국에서 이에 응할 것을 기대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의
범죄인 인도가 이 사건 조약 체결의 주요 목적이자 취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인도를 통해 실체적 진실의 발견 및 공정한 형사정의를 실현하고, 상호 상대방 국가에서 발생
한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주권을 존중할 수 있을 것이다.
⑤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범죄인이 비록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미국에 범죄인을 인도함
으로써, 향후 이 사건 조약 체결의 당사국인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과 사법절차 진행 중 범죄인이 도피하는 것을 예방･억제할 필요가 있다
⑥ 청구국인 미국의 형사사법제도에 비추어 볼 때 범죄인이 미국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부당하거
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외에 우리나라에 범죄인이 돌보
아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등 범죄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범죄인을 앞서
본 이유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범죄인을 미국에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그 외에 이 사건이 범죄인 인도법 제9조가 규정하는 다른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범죄인 인도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
여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할 것을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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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2020. 6. 1. ~ 2020. 8. 31. ❚

- 자세한 내용 및 기타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 [뉴스･공지 > 보도자료] 참조
O 정부는 6월 3일(수) 오후 4시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케이(K)-방역｣에 관한 제4차 웹세미나를
개최했다.
O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6.2.(화) 22:00-02:00(한국시간) 개최된 ｢예멘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고위급 공약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우리 정부가 예멘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해
1,85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O 강경화 장관은 6.3(수) 오후 8시(한국시간)부터 약 1시간 동안 주요국 외교장관과의 다자간
화상회의에 참석,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O 정부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 요청을 감안, 그간 약 2,000만불 규모의 지원에 더하여,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65개국
대상 약 2,1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O 강경화 장관은 6.3(수) 오후 아세안 공관장들(아세안 10개 회원국 공관장 및 주아세안대사)과
화상회의를 갖고, 코로나19 관련 아세안과의 협력 현황 및 향후 외교 전망, 신남방정책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O 강경화 장관은 6.4.(목) 21:00부터 익일 01:00(한국시간) 간 화상회의로 개최된 ｢2020 글로벌
백신 정상회의(Global Vaccine Summit 2020)｣에 참석했다.
O 강경화 장관은 6.9.(화) 오후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연구소(International IDEA)와 주한스웨덴
대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코로나 시대 민주주의｣ 주제의 웹세미나에 참석했다.
O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6.9.(화)(한국시간) 오후 9시 제9차 ‘코로나19 국제협의그룹’ 다자간
외교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안정적인 방역을 유지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유지와
경제 회복을 위하여 국가 간 필수적인 교류를 유지해 나가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O 이태호 2차관은 6.9.(화) 저녁(한국시간) 독일과 스웨덴이 공동 주최한 NPT상 핵 비보유국
16개국 간의 ｢핵군축･핵비확산조약(NPT) 관련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화상회의｣에 참
석하여, 전 세계 핵군축의 진전과 내년에 개최될 NPT 평가회의의 성과 도출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O 정병하 국제기구국장은 6.10.(수) 9:00~11:00 ‘2020년 유엔 평화 구축체계 검토를 위한 지역회
의(화상)’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초로 주최하고, 14개국 외교부 본부 대표 및 유엔 사무
국 인사들과 함께 코로나19 상황 하 유엔 평화구축활동 추진방안과 아･태 지역 차원의 고려사
항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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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우리나라,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믹타[MIKTA] 5개국은 6.10(수) 오후 1시(한국시
간) 화상 고위관리회의[SOM]를 개최하고,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믹타 5개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O 외교부는 6.18.(목) ｢제12차 국내 아프리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아프리카 지역의 코로
나19 상황 및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對아프리카 외교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O 북한인권 결의안이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6.22(월)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O 외교부는 6.24.(수)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그린 뉴딜 정책방향’이
라는 주제로 ｢제7차 그린라운드테이블(Green Round Table)｣을 개최했다.
O 윤순구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는 2020.6.25.(목)(현지시각 9:30) 브뤼셀에서 우리 정부를 대표
하여 한국과 유럽연합간 수평적 항공협정에 서명했다.
O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6.25.(목) 22시부터 3시간여에 걸쳐 개최된 수단 파트너십 컨퍼런스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한국 정부는 수단 과도정부의 민주화 및 경제 개혁을 지지하며, 인도적
지원･개발 협력 등을 통해 수단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O 코로나19 등 보건안보 문제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응을 위해 우리 주도로 5.12(화) 출범한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은 6.25(목) 오전(뉴욕시각) 우호국 그룹 대사급･실무급 화상 회의
를 연이어 주최하고 보건과 안보 이슈 및 우호국 그룹의 금년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O 강경화 장관은 6.26(금) 17시(프랑스 시간) ｢다자주의 연대｣ 주최로 개최된 코로나19 관련
화상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강화 및 인포데믹 대처｣에 대해 논의했다.
O 외교부는 개발도상국의 코로나19 대응 및 중장기 지속가능발전 지원을 위한 개발협력 전략으
로 ‘다 함께 안전한 세상을 위한 개발협력구상(ODA KOREA: Building TRUST)’을 추진한다.
O 작년 제12차 한-중앙아 협력포럼(2019.10월) 계기 강경화 외교장관과 중앙아 5개국 외교장관
이 설립을 합의한 ‘한-중앙아 경제협의체’가 6.29(월) 발족됐다.
O 정부는 7월 1일(수) 16시 코로나19 대응 ｢K-방역｣ 관련 정책과 경험을 전 세계에 공유하기
위해 제8차 웹세미나를 개최한다.
O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6.30.(화) 17:00 - 7.1.(수) 1:00(한국 시각) 유럽연합(EU) 및 국제연
합(UN)이 공동주최한 시리아 및 주변국 지원 관련 공여국 회의에 우리 정부대표로 참석하여,
우리 정부가 시리아 난민 및 이주민 지원을 위해 금년도에 총 1,300만불을 지원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O 외교부(장관 : 강경화) 및 국토교통부(장관 : 김현미)는 7.1.(수)자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중보건위기 대응 협력 프로그램 (CAPSCA, Collaborative Arrangement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Public Health Events in Civil Aviation)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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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매년 7-8월은 아세안 및 메콩 관련 외교일정이 집중되는 시기로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출장 및 대면회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세안 및 메콩 관련 외교일정의 본격적인 개시를
알리는 두 건의 화상회의가 7.2(목) 개최됐다.
O 외교부는 ‘코로나19 시대의 신 국제협력 : 보건과 개발협력’을 주제로 한 코로나19 신국제협력
T/F 2차 민간자문회의를 7.3.(금) 개최했다.
O 코로나19 등 보건안보 문제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응을 위해 우리 주도로 출범한 ‘유엔 보건안
보 우호국 그룹’은 7.2(목) 오전(뉴욕시각)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코로나19의 함의’를 주제로
개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화상 고위급 공개토의 계기 그룹 차원의 공동발언을 실시했다.
O 외교부와 국방부가 2021년 4월 8일부터 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공동주최하는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체계적인 준비를 위하여,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기획단’
이 7.6.(월)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참석 하에 출범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O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글로벌 보건안보 분야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보건안보 역량의 국제사회와의 공유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오명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와 이종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글로벌보건안보대사(대외직명대사)로 임명했다.
O 외교부는 7.9.(목) 21:00-23:00(한국시간)간 강경화 장관 주재하에 全재외공관장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지역별 코로나19 상황 및 재외공관들의 대응 현황, 향후 코로나19 대응 및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O 김영채 아프간․파키스탄 특별대표(정부대표)는 7.9.(목) 저녁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아프간 정부가 주최한 국제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O 외교부, 국립외교원, 한국핵정책학회가 공동주최한 ‘2020 청년 모의 NPT회의’가 7.10(금) 서
울 로얄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국제비확산 체제의 초석이라 평가되는 핵비
확산조약(NPT)의 발효 50주년을 기념하여, NPT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이해 제고 차원에서
추진됐다.
O 7.14.(화), 양서진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1등 서기관은 제네바 WTO본부에서 개최된 WTO
금융서비스무역위원회(Committee on Trade in Financial services)에서 모든 WTO 회원국의
지지를 받아 의장(임기 1년)으로 선출됐다.
O 강경화 장관은 7.17.(금) 오후 1시(한국시간) 제17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를 주최했다.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제안에 따라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믹타 5개국 외교장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하 다자주의 강화 방안 및 향후 믹타 발전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O 외교부와 보건복지부는 7.21.(화) 보건안보 관련 양 부처 간 업무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기존
업무협력 양해각서(2013.9월 체결)를 개정하여 ‘보건안보 및 보건의료복지 분야 국제협력 확
대를 위한 외교부-보건복지부간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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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우리나라는 2020.7.21.(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2021-23년 임기 유엔아동기
금(UNICEF)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진출이 확정되어 2006년 이래 6회 연속 집행이사
국을 수임하게 되었다.
O 한･중 해양경계획정 국장급회담이 7.22.(수)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됐다.
O 정부는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7.23.(목)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권고문(이하 권고문)
초안에 대한 논의를 위한 아태지역 화상 협의회｣를 개최했다.
O 주제네바대표부에 근무하는 최성요 참사관이 2020.7.27.(월)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상
계조치위원회(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O 외교부는 해외 석학의 시선으로 본 코로나19 위기의 영향과 향후 시사점을 국내외 대중에게
소개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 해외 석학에게 듣는다’라는 제목의 인터뷰 영상을
외교부 공공외교 유튜브 채널에 연재해오고 있다.
O 외교부는 8.20(목) 태평양도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rum, 이하 PIF)과 한-PIF 협력기금을
활용한 ｢불법어업감시 후속사업(2020-2023년, 총 240만불)｣ 기여약정을 체결하고, 태평양도
서국의 ‘불법･비보고･비규제(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어업(이하 IUU 어업)’을 근절
하기 위한 레이더 위성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O 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8.26.(수)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간 연례 고위관리 협의체인 ‘한-아세안
대화(Dialogue)’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 에멀린(Emaleen Abdul Rahman Teo) 브루나이
외교차관과 공동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대응 및 극복을 위한 한-아세안 협력 강화
방안 그리고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O 국립외교원은 8월 31일(월) 및 9월 1일(화)에 걸쳐 ‘팬데믹 이후의 세계: 지정학적 경쟁과 다자
주의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2020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문제회의 [2020 IFANS Conference
on Global Affairs]｣ 웨비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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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국제방역협력 총괄전담팀(T/F)
제4차 웹세미나 개최 (2020-06-02)

정책본부의 차규근 본부장이 사회를 맡을 예
정이며,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①

쉍 정부는 6월 3일(수) 오후 4시 세계 각국을 대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한 국경관리 강화 정

상으로 ｢케이(K)-방역｣에 관한 제4차 웹세미

책(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구본준 과장), ② 코

나를 개최합니다.

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외국인 체류관리(법

※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 주소 :

무부 체류관리과 김명훈 사무관), ③ 해외입

www.medicalkoreawebinar.or.kr

국자 검역･방역 지원 입국심사(인천공항출입

◦ ｢케이(K)-방역｣ 웹세미나는 정부의 여러 부처

국･외국인청 이기흠 심사1국장), ④ 해외유입

가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전담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한국의 검역체계(질병관

팀(T/F)’를 구성하여 주제별로 진행 중으로, 이

리본부 검역지원과 손태종 보건연구관)에 대

번 4차 웹세미나는 출입국관리 및 검역 분야

해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의 대응경험을 주제로 법무부 총괄 하에 질병

◦ 발표가 끝난 후에는 약 35분간 사전접수된 질

관리본부,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문과 실시간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며,

질 예정입니다.

◦ 우리나라가 다른 많은 국가들과 달리 국경봉
쇄나 입국금지와 같은 조치 없이도 효과적으

쉍 한국시간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40분간 실시간

로 감염병 유입과 확산에 대처한 경험을 공유

으로 웹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영어, 프랑스어,

할 예정입니다.

스페인어로 동시통역이 제공되며, 사전신청자
외에도 시청을 원하면 누구나 전 세계 어디에서

< 국제 방역협력 총괄 전담팀(T/F) >

라도 웹사이트(www.medicalkoreawebinar.or.kr)
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국제사회의 ｢케이(K)-방역｣경험 공유 요청에

◦ 시차로 인하여 실시간 시청이 어려운 지역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교부(2차관 주

위하여 6월 3일 당일 오후 11시에 웹세미나를

재) 주관 관계부처(차관보급)와 유관 기관 참여

재방송하고, 강연 및 현장 질의응답 영상을 향

- 코로나19 국제 방역협력 총괄･조정 업무를 수행

후 총괄 전담팀(T/F) 통합게시판＊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12개 정부부처 및 6개 유관기관 참여 중
- 정부부처(12):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

* 외교부 영문홈페이지 - Policy Information
- Korea’s Response to COVID-19

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행
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질병
관리본부, 소방청, 경찰청

쉍 총괄 전담팀(T/F) 주관 웹세미나는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보건 및 방역 전략 총

- 유관기관(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국제

괄’을 주제로 총 3회(5.4., 5.13., 5.27.) 개최되

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국제의

었으며, 제4차 웹세미나부터 향후 6차례에 걸

료협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쳐 매주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양한 세부 주제*
를 다룰 예정입니다.

쉍 이번 웹세미나에서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 향후 웹세미나 주제 및 일정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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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출입국･검역(6.3.), 5차 역학(6.10.), 6차

제공될 예정이며, 2018년부터 매년 예멘에 대

감염관리(6.17.), 7차 경제(6.24.), 8차 과학･

해 지원해 오고 있는 우리 쌀 지원 사업도 포함

ICT･교육(7.1.), 9차 선거(7.8.)

※ 우리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1월 식량원조

◦ 한편 5월 27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제3

협약[Food Assistance Convention]에 가입

차 웹세미나는 방역정책･진단검사･환자이송

함에 따라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등 주요 분야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순 시청

매년 예멘을 포함한 4개국(예멘(1.9만톤),

자 수를 기준으로 44개국 449명이 영어와 스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에 우리 쌀 총5

페인어 채널을 통해 시청하였습니다.

만톤을 지원중
쉍 함 조정관은 예멘 내전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

정부, 예멘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해
1,850만불 인도적 지원 계획 발표
(2020-06-03)

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우리 입장을 재확인하

쉍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6.2.(화) 22:00-

대한 신속한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였다.

면서, 예멘 국민들이 내전과 코로나19로부터
동시에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역내 긴장
완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멘 국민들에

02:00(한국시간) 개최된 ｢예멘 인도적 위기 대

◦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관련 문재인 대통령께

응을 위한 고위급 공약 화상회의*｣에 참석하

서 5.18. 세계보건총회 계기 1억불 규모의 인

여, 우리 정부가 예멘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해

도적 지원 기여 계획을 발표한 바와 같이, 우

1,85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할 계획임을

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발표하였다.

적으로 기여해 나갈 예정임을 강조

* 영문명: Virtual High-level Pledging Event for
the Humanitarian Crisis in Yemen

쉍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중견국으

◦ 이번 회의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더

로서, 앞으로도 분쟁 등으로 인해 장기화된 인

욱 악화된 예멘의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도적 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국가와 국민들에

국제사회의 지지와 기여를 결집하기 위해, 예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

멘에 대한 최대 공여국인 사우디 정부와 유엔

갈 예정이다.

이 공동으로 주최
◦ 유엔측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의 내전으로 예
멘 전체 인구의 약 80%인 2천4백만 명에 대한

※ 우리 정부는 5.26.(화) 베네수엘라 난민･이주
민 대응을 위한 공여국 화상회의에서 최소
300만불 기여 계획을 발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시리아와 더
불어 인도적 위기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평가
※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CHA]은 이번 공약
회의 계기, 2020년 하반기 예멘 인도적 위기

강경화 장관, 코로나19 대응 관련 외교장관
화상회의 참석 결과 (2020-06-03)

대응을 위한 총 약24억불 규모 지원 요청(코
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한 1.8억불 포함)

1. 강경화 장관은 6.3(수) 오후 8시(한국시간)부터

◦ 올해 우리 정부의 지원은 예멘의 코로나19 대

약 1시간 동안 주요국 외교장관과의 다자간 화

응 및 식량난 해소, 취약 계층 지원 등을 위해

상회의에 참석,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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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논의하였다.
◦ 지난 5.11(월)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화상회의에는 한국과 제안국 미국을 비

보건 거버넌스 개선 관련 국제사회 논의에 건
설적으로 기여해나가겠다고 하였다.
◦ 또한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롯하여, 호주, 브라질, 인도, 이스라엘 외교장

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내

관이 참여하였다.

수 진작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팬데

※ 마이크 폼페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

믹 대응 과정에서 각국의 경제･재정정책 경험

관(회의 주재), 마리스 페인(Maris Payne)

을 공유하길 희망하였다.

호주 외교장관, 에르네스투 엥히키 프라가
아라우주(Ernesto Henrique Fraga Araújo)

4. 외교장관들은 지난 회의에 이어 금번에도 코로

브라질 국무장관,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나19 대응 관련 솔직하고 생산적 논의가 이뤄

(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장관,

진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과 공

가비 아슈케나지(Gabi Ashkenazi) 이스라

조를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엘 외교장관 참석
2. 외교장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전세
계적 위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

코로나19 관련 인도적 지원 확대
(2020-06-04)

산 방지와 경제･사회 정상화라는 두가지 목표
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긴밀한

쉍 정부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추세가 지

소통과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

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인

고, ▴국가간 인적 이동 촉진, ▴팬데믹 대응 공

도적 지원 요청을 감안, 그간 약 2,000만불 규

조,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 ▴경제 회복

모의 지원에 더하여,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65개국 대상 약 2,1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3. 강 장관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 문재인 대통령은 제73차 세계보건총회 초청

개방성･투명성･민주성 원칙을 바탕으로 국경

연설(5.18.)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1억불 규

개방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차

모의 인도적 지원’계획 발표

단해왔으며, 각국의 봉쇄조치 하에서도 경제

◦ 보건체계가 취약한 예멘, 수단, 모잠비크 등

적･인도적 목적의 필수적 인력 이동이 예외적

주로 아중동 지역(34개국)을 중심으로, 유럽‧

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중앙아 지역 10개국, 미주 지역 12개국, 아태

왔음을 설명하고, 이러한 개방성을 유지할 수

지역 9개국 지원

있도록 국가간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제안
하였다.
◦ 아울러, 세계보건총회(5.18-19)에서 채택된 결
의에 따라 실시될 WHO 평가 결과를 바탕으

◦ 지금까지 인도적 지원 물품이 진단키트에 집
중되었으나, 이번에는 진단키트 외에 마스크
도 포함할 예정이며, 지원 물품 수송 등에 있
어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와도 협력 추진

로 생산적 논의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우리나라가 확산 초기 코로

쉍 그간 약 110개국(6.3. 기준)이 우리에게 코로

나19 대응을 통해 얻은 교훈을 토대로 국제

나19 관련 인도적 지원을 요청해 왔으며, 정부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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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내 방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

지원 요청국의 ▵피해상황, ▵보건취약성 등

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금까지 순차적으로

트남(알파벳 順) 및 아세안 대표부

42개국*에 대해 약 2,000만불 규모의 양자 지
원을 진행해왔다.

쉍 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공관의 노력을

* ▵인도네시아 등 아태 지역 15개국, ▵우즈베

통해 현재까지 아세안 지역에서 우리 재외국민

키스탄 등 유럽･중앙아 지역 4개국, ▵콜롬비

약 6,800명이 귀국했고, 우리 기업인 약 2,300

아 등 미주 지역 10개국, ▵이란, 에티오피아

명이 아세안 국가로의 꼭 필요한 출장길에 오

등 아중동 지역 13개국

를 수 있었다”며 우리 국민 보호 및 기업 활동

◦ 지원 당시 방역물품의 국내 수급 상황을 감안
하여 진단키트 위주로 지원

지원을 위해 지속 노력해 줄 것을 독려했다.
◦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휘한 우리의
혁신 역량과 능력 있는 중견국으로서 한층 공

쉍 이번 지원 완료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

고해진 입지를 바탕으로 신남방정책을 더욱

관련 총97개국(아태지역 21개국, 유럽･중앙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관

지역 13개국, 미주 지역 21개국, 아중동 지역

장들이 생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

42개국)*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게 되

인 방안을 적극 제안해줄 것을 당부

는 바, 정부는 향후에도 코로나19 관련 동향
및 각국의 피해상황 등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쉍 이 자리에 함께 한 박복영 신남방특별위원회

인도적 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예상치 못한 정책 환

* 97개국 = 42개국(기존 지원 대상국) + 65개국

경 변화에 직면하였으나, K-방역 성과를 통해

(이번 추가 지원 대상국) - 10개국(추가 지원

우리의 국격을 높이고 아세안과의 사람․번영․

대상국중 기존 지원 대상국에 기포함)

평화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했다.

쉍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극복에 만전을 기하면

◦ 또한 우리에 대한 아세안의 보건 협력 수요와

서도 방역 선도국가로서, 연대와 협력의 정신

아세안이 우리에게 갖는 전략적 중요성을 반

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글로벌 보건 위기 극

영하여, 새로운 대외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복 노력에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

대응하는 방향으로 신남방정책 업그레이드 방
안을 준비중이라고 설명하면서, 공관장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

강경화 장관, 아세안 공관장과의 화상회의
주재 (2020-06-04)

쉍 회의에 참석한 공관장들은 무엇보다 우리 국
민과 진출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 극

쉍 강경화 장관은 6.3(수) 오후 아세안 공관장들

복을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향후 예상

(아세안 10개 회원국* 공관장 및 주아세안대

되는 잔여 귀국 희망 수요를 파악하여 재외국

사)과 화상회의를 갖고, 코로나19 관련 아세안

민의 안전한 귀국을 돕고 기업인 특별 입국도

과의 협력 현황 및 향후 외교 전망, 신남방정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책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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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및 경제 협력이 원만히 재개될 수 있도록

소통을 통해 우리의 신남방정책 핵심 협력국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

인 아세안과의 외교 강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
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쉍 또한 아세안 공관장들은 ‘K-방역’에 대한 아세
안의 요청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협력 방안 마련 필요성
을 강조했다.

강경화 장관, 2020 글로벌 백신 정상회의
참석 (2020-06-05)

* 미얀마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이 6.2(화) 한
국･중국･태국 주재 공관장들과의 공개 화상

쉍 강경화 장관은 6.4.(목) 21:00부터 익일 01:00

회의에서 “한국이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

(한국시간) 간 화상회의로 개최된 ｢2020 글로

응하고 있으며, 한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

벌 백신 정상회의(Global Vaccine Summit 2020)｣

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아세안 내 우리의 코

에 참석하였다.

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지속되고

◦ 동 회의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the Vaccine

있으며, 보건･방역 협력 수요도 꾸준히 확대

Alliance]*의 2021-25년간 사업 기금(최소 74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억불) 조성을 목표로 개최

◦ 임성남 주아세안대사는 아세안+3 특별 화상

* 세계백신면역연합[Gavi]는 백신 보급 확대

정상회의 후속조치로서 ‘코로나19 아세안 대

를 통한 개도국 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출범

응 기금**’ 조성을 통해 한중일 3국이 아세안

한 보건분야 국제기구로, 현재까지 약 7억6

방역 역량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음을

천만명의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 및 1,300만

평가하고, 보건 협력 제도화를 위한 한-아세

명의 영유아 조기사망 예방 등 성과를 거양

안 보건장관회의 신설 노력 등에 대해 소개
**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 : 아세안+3 특

쉍 영국 정부 주도로 개최된 2020 글로벌 백신 정

별 화상 정상회의 계기 아세안측은 역내

상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30개국* 이

의료･방역물품 구입, 백신 개발 및 연구 목

상의 정상급･장관급 인사와 유엔, 세계보건기

적으로 사용할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

구[WHO], 빌&멜린다게이츠재단 등이 참여하

금> 조성을 제안하였으며, 현재 아세안+3

여 ‘글로벌 공공재’인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

회원국 간 구체 방안에 대해 협의중

근 필요성을 강조하고, Gavi에 대한 기여 의사
를 밝혔다.

쉍 아울러, 각국 주재 대사들은 향후 신남방정책

◦ Gavi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당초 목표 금액

추진에 있어서도 보건 협력이 핵심 요소로 자

인 74억불을 초과하여 88억불 기여 약속을 확

리매김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정책의 연속

보하였으며, 코로나19 백신 관련 선구매 확약

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가별 차별화된 협력

메커니즘(Covax AMC**)을 출범

사업 발굴 방안에 대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
했다.

*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노르웨이, 호주,
중국, 일본, 인도, 방글라데시, 부르키나파
소, 에티오피아 등 정상급 인사 참석

쉍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외교 환경

** AMC(Advance Market Commitment)는 백

에 대비하여 본부-공관-신남방특위 간 유기적

신의 장기적 수요 예측에 기반하여 대규

www.mofa.go.kr

145

| 외교부 소식 모음 |

모 선구매를 확약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투

※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연구소(International

자를 촉진하고 백신 단가를 낮추는 효과

IDEA): 1995년 세계 각국의 지속가능한 민

기대

주주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정부간 국제기구
(스웨덴 소재)로, 주요 활동은 선거 감시와

쉍 강 장관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 관련, 백

선거 관련 매뉴얼 및 자료 출간 등

신 개발과 보급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

◦ 이번 웹세미나에는 한국, 스웨덴, 호주 외교장

업을 강조하는 한편, 아시아 최초 공여국으로

관 및 국내외 학자,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연

서 2010년부터 Gavi에 기여해온 우리나라가

구소 관계자가 참여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전

2021-25년간 총 3천만불을 지원*하겠다는 의

세계 민주주의가 처한 도전 과제들을 진단하

지를 표명하였다.

고, 민주적 가치를 지키며 회복하기 위한 방안

◦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관련 경험･지식 공유

을 함께 모색하였습니다.

및 ‘우호그룹**’ 출범 등 우리의 선도적인 노
력도 소개

쉍 강경화 장관은 안 린데(Ann Linde) 스웨덴 외교

* 우리나라는 올해 Gavi에 대해 500만불 기여

장관, 마리스 페인(Marise Payne) 호주외교장

** 우리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3개 우호그룹

관, 캐빈 카사-자모라(Kevin Casas-Zamorea)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5.12, 뉴욕),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연구소(International

△글로벌 감염병 대응협력 지지그룹(5.20,

IDEA) 사무총장과 함께 1세션에 참여하여, 개

제네바) △유네스코 연대와 포용을 위한

방성, 투명성 등 민주적 원칙에 기반한 우리의

세계시민교육 우호국 그룹(5.26, 파리)) 출

대응과 특히 성공적으로 총선을 치른 우리의

범에 주도적 기여

경험을 소개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회적
신뢰와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쉍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 공조

◦ 사회자로 참석한 캐빈 카사-자모라 IDEA 사

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Gavi를 비롯한 보건

무총장은 코로나19가 보건･경제적 위기뿐만

관련 기구의 백신, 치료제 등 개발･보급 활동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에 중장기적 영향을 미

을 지원하면서 전세계 보건 증진에 지속 기여

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강장관과 함께

해 나갈 예정이다.

패널로 참석한 마리스 페인 호주 외교장관은
코로나19 시기에 권위주의적 경향, 가짜정보,
신뢰 등이 훼손되는 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했

강경화 장관 ｢코로나 시대 민주주의｣
웹세미나 참석, 총선에서 보여준 시민의식과
민주주의 소개 (2020-06-09)

고, 안 린데 스웨덴 외교장관은 현 코로나19

쉍 강경화 장관은 6.9.(화) 오후 국제민주주의선

◦ 이어 개최된 2세션에서는 한국, 스웨덴, 호주

거지원연구소(International IDEA)*와 주한스

3국의 학자들과 IDEA 관계자가 참여하여 ｢코

웨덴대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코로나 시

로나와 민주주의｣에 대해 토의하였고, 온라인

대 민주주의｣ 주제의 웹세미나에 참석하였습

방청객과 질의응답도 진행하였습니다.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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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다양
한 행위자간 국제적 협력 증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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쉍 이번 웹세미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2. 또한, 강 장관은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우리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외교부 본부, 주한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면서도 국

스웨덴 대사관 및 호주･스웨덴 외교부에서 원

민들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가능케 하는 방

격으로 접속하여 진행되었고 온라인으로 실시

법을 지속 모색해왔고, 생활방역을 꾸준히 정

간 중계되었습니다.

착시키고 있다”고 국내 현황에 대해 설명하였

◦ 전세계의 일반 시청자들은 시의성 높은 주제

습니다.

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며, 실시간 질의응답을

◦ 강 장관은 “그럼에도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하였습니다.

산발적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안심할 단계
가 아닌 만큼 경계를 늦추지 않고 방역 역량과

쉍 이번 웹세미나는 코로나 시대의 민주주의 이
행과 관련하여 주요국의 경험과 성찰, 학계의

자원을 총 동원하여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분석과 평가를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

◦ 아울러, 우리 정부가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

며, 세계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국제사회가 연

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디지털 뉴딜*

대와 협력의 정신하에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

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

히 지켜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모은 계기가 된

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소개하고, 이

것으로 평가됩니다.

를 위해 대규모 추경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
명하였습니다.
* (디지털 뉴딜) ▲데이터･5G･인공지능(AI)

강경화 장관, 기업인 등 필수적 인력 이동
유지와 백신 개발 후 공평하고 안정적인
보급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강조 (2020-06-10)
1.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6.9.(화)(한국시간) 오후

시스템 구축 및 확산, ▲디지털 접근성･보
안 강화,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
자본(SOC) 디지털화 등 추진
** (그린 뉴딜) ▲도시･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녹색산업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
형 에너지 확산 등 추진

9시 제9차 ‘코로나19 국제협의그룹’ 다자간 외
교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안정적인 방역

3. 강 장관은 또한 “백신은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

을 유지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유지와 경

서 개발 후 공평하고 안정적인 보급 방안을 마

제 회복을 위하여 국가 간 필수적인 교류를 유

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지해 나가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제

강조하였습니다.

안하였습니다.
◦ 강 장관은 “한국은 국경 개방을 유지하면서, 경

4. 외교장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

제적･인도적 목적의 필수적 인력 이동이 예외

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간 긴밀한 소통

적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양자 차원의 외교적

과 공조가 더욱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하고, “향후 방역

고, 각국의 코로나 대응 현황 및 향후 대응 계획

여건이 허락하는 국가와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을 공유하였으며, 양자･다자적으로 긴밀한 소

이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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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난 3월 중순(3.15.) 시작되어 9번째로 개최된
이번 화상회의에는 한국과 제안국 캐나다를 비

를린 / 우리측 외교장관 참석) 개최
※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Review Con-

롯하여, 호주, 인도네시아, 모로코, 페루, 싱가

ference)

포르 등 7개국 외교장관이 참석하였습니다.

- NPT 당사국들은 조약 이행상황 점검을 위

※ 프랑수아-필립 샴페인(Francois-Philippe Cham-

해 매 5년마다 평가회의를 개최

pagne) 캐나다 외교장관, 마리스 페인(Maris

- 올해는 NPT 발효 50주년 및 무기한 연장

Payne) 호주 외교장관, 레트노 마르수디(Retno

25주년 기념의 해로서, 당초 금년 4.27.-5.22.

L.P. Marsudi)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나세르

간 뉴욕에서 평가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었

부리타(Nasser Bourita) 모로코 외교장관, 구

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내년 초로 잠

스타보 메사-콰드라 벨라스케스(Gustavo Meza-

정 연기

Cuadra Velasquez) 페루 외교장관, 비비안 발
라크리쉬난(Vivian Balakrishnan) 싱가포르 외
교장관.

쉍 이 차관은“올해 조약 발효 50주년을 맞은 NPT
가 국제 핵군축･비확산 체제의 초석으로서 그
역할을 지속하도록 해야”한다고 하고,“핵 없
는 세상을 목표로 핵군축이 진전되고 내년에

이태호 2차관, 국제 핵군축･비확산 체제
기여 의지 천명 (2020-06-10)

개최될 예정인 NPT 평가회의가 의미 있는 성
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다 함께 노
력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쉍 이태호 2차관은 6.9.(화) 저녁(한국시간) 독일
과 스웨덴이 공동 주최한 NPT상 핵 비보유국

쉍 이 차관은 “한국이 핵무기 확산 방지와 원자력

16개국 간의｢핵군축･핵비확산조약(NPT) 관

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는 NPT 체제의 수혜

련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화상회의｣에

국 중 하나로서, NPT 평가회의의 성공과 국제

참석하여, 전 세계 핵군축의 진전과 내년에 개

핵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적극 기여 중”이

최될 NPT 평가회의의 성과 도출을 위한 협력

라고 말했습니다.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 군축･비확산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구체적

※ 스톡홀름 이니셔티브(Stockholm Initiative)

기여와 관련해 이 차관은 우리 정부가 2019

- 핵군축 현안들에 대한 공동 입장 모색을 목

년 유엔총회에서 ‘청년과 군축･비확산(Youth,

표로(일명 디딤돌 접근법, stepping-stones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결의 채

approach) 핵 비보유국 16개국으로 구성된

택을 주도했고, 군축･비확산 분야에서 청년의

장관급 협의체

참여 증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래 세대

- 스웨덴(주도국), 우리나라, 독일, 인도네시

에게 NPT 체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청

아, 일본, 요르단,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

년 모의 NPT 회의 ’개최를 추진 중이라고 소

랜드,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스페인, 스

개했습니다.

위스, 에티오피아, 캐나다, 핀란드 참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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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제1차 장관급 회의(2019.6.11., 스톡

쉍 이번 회의는 올해 발효 50주년을 맞이하여 개

홀름 / 우리측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참

최 예정이었던 5년 주기의 NPT 평가회의가

석) 및 △제2차 장관급 회의(2020.2.25., 베

코로나19의 여파로 내년 초로 잠정 연기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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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NPT상 핵 비보유

위협에 대한 본격적 논의와 활동을 촉발하는

국 16개국의 장･차관급 또는 고위인사가 참석

기회도 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위협에 효과

한 가운데 평가회의 개최 준비 동향을 점검하

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지역의 특성, 개발

고, 평가회의 성과 도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분야와의 연계, 시민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

개최됐습니다.

이고 투명한 거버넌스에 대한 포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19 상황 하 유엔 평화･안보 분야 우리
주도 기여를 강화하다 (2020-06-10)

쉍 회의 참석인사들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오늘
회의가 지역적 경험과 관점을 토대로 아･태 지
역에서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는 새로운 위협

쉍 정병하 국제기구국장은 6.10.(수) 9:00~11:00

들을 시의적절하게 조명하고 논의하였다고 평

‘2020년 유엔 평화 구축체계 검토*를 위한 지

가하면서, 앞으로 유엔 활동에 대한 아･태 지

역회의(화상)’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

역 차원의 기여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초로 주최하고, 14개국** 외교부 본부 대표 및

지속적으로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

유엔 사무국 인사들과 함께 코로나19 상황 하

습니다.

유엔 평화구축활동 추진방안과 아･태 지역 차
원의 고려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쉍 우리나라는 2024-25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

◦ 동 회의에는 유엔 평화구축지원실 및 유엔 개

사국 진출을 목표로, 유엔 평화구축위원회* 위

발조정사무소 국장급 인사와 유엔대학 등 싱

원국으로 활동하고,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

크탱크 전문가가 패널리스트로 참여

관회의**(2021.4.8.-4.9.)를 주최하기로 하는

* 유엔 평화구축체계 검토(Review of the UN

등 유엔 평화･안보 분야에 대한 주도적 활동을

Peacebuilding Architecture) : 유엔 평화구

지속중이며,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유엔이 올

축 메커니즘과 활동에 대한 평가를 위하

해 추진중인 ‘유엔 평화구축체계 검토’ 작업에

여 2005년부터 5년 주기로 진행되며, 올해

지역 경험과 관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번 회

최초 지역회의 절차가 도입되면서 유럽,

의를 주최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미주, 중동 지역회의는 개최됨

* 유엔 평화구축위원회(PBC, Peacebuilding

- 유엔 평화구축체계는 평화구축위원회

Commission) : 분쟁 후 국가의 재건과 평화

(Peacebuilding Commission), 평화구축기

정착 노력을 지원하는 유엔 총회와 안보리

금(Peacebuilding Fund), 평화구축지원실

공동 산하 정부간 자문기구로, 우리나라는

(Peacebuilding Support Office)로 구성

2017년 의장국 및 현재 다섯 번째 위원국

** 태국, 싱가포르,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

수임중

아, 미얀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중국,

**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 2016.9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솔로몬제도, 피지

영국, 2017.11월 캐나다, 2019.3월 유엔 본
부 개최에 이어 제4차 회의로서, 150여개 재

쉍 정 국장은 “코로나19 상황은 기존 유엔의 평화

정･병력공여국 외교･국방장관이 모두 참석

구축활동을 제약 하는 측면도 있지만, 평화구

하는 유엔 평화･안보 분야의 최대･최고위급

축 과정에서 감염병, 빈곤, 기후변화 등 새로운

회의

www.mofa.go.kr

149

| 외교부 소식 모음 |

쉍 외교부는 회의 결과문서를 회람하고 이를 유
엔 사무국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성 원칙을 바탕으로 국제협력 증진에도 앞장
서 왔다”고 강조하였다.

지역적･다자적 차원에서 다양한 계기에 유엔

◦ 또한, 현 팬데믹 하에 국제공조를 촉진하기 위

평화･안보 관련 논의와 활동을 시의성 있게 주

한 플랫폼으로서 “지난 5월 우리나라의 주도

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에 출범한 우호국 그룹이 유엔, 세계보건기
구[WH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믹타 회

믹타[MIKTA] 고위관리회의[SOM] 대표,
코로나19 대응 협력 지속 강화키로 합의
(2020-06-10)
1. 우리나라,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믹타[MIKTA] 5개국은 6.10(수) 오후 1시(한국

원국의 적극적인 협력도 당부하였다.
※ 우리 주도 우호국 그룹 현황: ▴유엔 보건
안보 우호국 그룹(뉴욕, 5.12 출범), ▴글로
벌 감염병 대응협력 지지그룹(제네바, 5.20
출범), ▴연대와 포용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우호국 그룹(파리, 5.26 출범)

시간) 화상 고위관리회의[SOM]를 개최하고, 각
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믹타 5개국간 협

3. 고위관리회의 대표들은 팬데믹의 장기화 속에

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서 국가간 공조가 더욱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 믹타[MIKTA]: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

같이 하고, 믹타 회원국간 당면한 보건위기 대

키, 호주로 구성된 중견국 협의체로서 13.9월

응뿐 아니라, 광범위한 경제사회적 영향 완화,

제68차 유엔총회 계기 출범

취약국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긴밀한

- 출범 후 16차례 외교장관회의, 9차례 고위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관리회의, 5차례 국회의장회의 등 개최 및

◦ 참석자들은 우리나라가 지난 4월 코로나19 대

코로나19 및 국제보건에 관한 외교장관 공

응에 관한 믹타 외교장관 공동성명 채택을 이끌

동성명(20.4.9) 등 20건 이상 성명 발표

어낸 데 이어, 고위관리회의 2차례 개최 및 개

◦ 이번 회의는 올해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제안

발협력기관협의회 첫 출범을 주도하는 등 한국

에 따라 개최되었으며,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

정부가 “믹타 차원의 코로나19 국제공조에

교조정관이 의장 자격으로 주재하였다.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였다.
※ 믹타 협력 현황: ▴코로나19 팬데믹 및 국제

2. 믹타 고위관리회의 대표들은 상이한 지역에 위

보건에 관한 외교장관 공동성명 채택(4.9),

치한 5개국의 현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정보와

▴제8차 고위관리회의 개최(4.16), ▴믹타

함께, 각국 정부가 대내외적으로 취해 온 정책

제1차 개발협력기관협의회 개최(6.9), ▴제

적 노력을 공유하였다.

9차 고위관리회의 개최(6.10)

◦ 우리측은 우리 정부가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

◦ 우리측은 “감염병 억제와 경제･사회 정상화라

해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는 양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

지급 등 국내 조치를 시행했다고 소개하고, 세

가간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상기하고, 우

계 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국가간 필수

리나라가 “올해 의장국으로서 앞으로도 다양

인력 이동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모

한 계기를 활용해 믹타 차원의 코로나19 협력

색하는 등 “우리 정부가 개방성･투명성･민주

강화를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5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20, Vol.19, No.3 (통권 제58호)

| 외교부 소식 모음 |

“한국, 보건.IT 분야에서 아프리카와 협력
강화해야”-제12차 국내 아프리카 전문가
간담회 개최(6.18) (2020-06-18)

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쉍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對아프리카 전략에 대
해 참석자들은 “보건의료, 비대면 IT 분야에서

쉍 외교부는 6.18.(목) ｢제12차 국내 아프리카 전

아프리카 국가들의 협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

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아프리카 지역의 코

로 예상한다”고 하면서 한국이 보유한 우수한

로나19 상황 및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對아프

IT 기술력과 방역 경험을 활용하여 보건, 스타

리카 외교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트업 진출, 개발협력, 공공외교 등의 다양한 분

◦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이 주재한 이번 간

야에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

담회에는 외교부, 한･아프리카재단, 아프리카

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관련 대학･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 아프리카 전문

쉍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은 “우리 정부는 아

가들*이 참석했습니다.

프리카 국가들과 코로나19 관련 인도적 지원

* 김동석 국립외교원 교수, 김기연 한･아프리

및 대응 경험 공유 등의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카재단 상임이사, 김성수 한양대학교 유럽･

코로나19 이후 변화될 산업 구조 및 국제 정세

아프리카연구소 소장, 문준석 내일의 커피

에 대비하여 한국과 아프리카가 상생 발전할

대표, 서상현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위원, 이한규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

◦ 또한 “중장기적인 對아프리카 협력 발전을 위

연구소 교수, 조원빈 성균관대학교 정치외

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인식 제고와 정보 공유

교학과 교수, 허성용 아프리카인사이트 상

가 중요하다”면서 한･아프리카 재단을 중심

임이사 등

으로 연구자･민간분야 활동가 등 국내 아프리

◦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상황속 아프리카의 경
제 및 정치 동향, ▲아프리카와의 상생협력을

카 전문가와의 협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임
을 강조했습니다.

위한 보건･방역 외교,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對아프리카 정책 방향 등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쉍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아프리
카 전문가 간담회는 아프리카 지역의 특성을

쉍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보건 환경이 취약한 아프

고려한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對아프리카 외

리카 지역에서 코로나19는 특히 장기화될 것으

교 방향에 대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로 예상되며, 대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보건
위기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제 상황 악화를 겪
게 될 것이다”라고 코로나19가 아프리카 지역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외교부는 2015년부터 매년 2-3차례 아프리
카 전문가 간담회 개최중.

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충격을 평가했습니다.
◦ ｢코로나19가 아프리카 경제 및 주요산업에 미
치는 영향과 한국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발제
한 서상현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2020-06-22)

“코로나19는 제조업･관광업･원자재 수출 등
아프리카의 주요 산업 분야에 특히 큰 타격을

1. 북한인권 결의안이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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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6.22(월)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되었음.

청대상에 한해 온라인 생중계 실시

※ 제43차 인권이사회는 당초 2.24-3.20간 예정
으로 2.24.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으나, 코로나

쉍 이번 그린라운드테이블은 주한외교단, 관계부

19 확산으로 인해 3.13. 중단되었다가 6.15-

처, 학계, 국제기구 등 소속 국내･외 다양한 인

6.22간 재개됨.

사들(약 120여 명)을 초청하여 포스트 코로나

※ 인권이사회는 4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 시대의 경제 회복과 미래 기후변화･환경

우리나라는 2020-22년 임기 이사국으로 활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으로서 그린 뉴딜의 중

동중임.

요성을 환기하고, 한국형 그린 뉴딜이 성공하
기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두 개의 세션으로

2.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구성됩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금년도 결의안의 컨센서스 채택
에 동참하였음.

쉍 이번 행사에서는 강경화 장관의 환영사, 반기
문 GGGI 총회･이사회 의장, 김정욱 녹색성장
위원회 민간위원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의원

3. 금번 결의는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기존의 문안

의 축사가 이루어지고,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

을 대체로 유지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위협

최 예정인 제2차 P4G 정상회의의 홍보도 병행

에 따른 북한내 인권･인도적 상황 악화를 우려

하게 될 예정입니다.

하고 북한내 코로나19 발생시 시의적절한 대북

◦ 또한, 우리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유엔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 및 △북한이

측의 관심을 반영한 아미나 모하메드(Amina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Mohammed) 유엔 사무부총장의 그린라운드

촉구하는 내용 등이 새롭게 포함되었음.

테이블 행사 축하 영상 메시지도 함께 상영할
계획입니다.

｢제7차 그린라운드테이블｣ 개최
(2020-06-23)

쉍 한편, 동 그린라운드테이블 행사 계기에 우리
나라에 소재한 녹색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
장연구소[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쉍 외교부는 6.24.(수)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그린 뉴딜 정책방향’
이라는 주제로｢제7차 그린라운드테이블*(Green
Round Table)｣을 개최합니다.
※ 그린라운드테이블은 기후환경･녹색경제 분

됩니다.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는 GGGI 설립
10주년 동영상 및 기념 사진첩을 제작하여 참
석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야에서 정부･국제기구･학계･기업 간 네트워

※ GGGI는 2010.6월 비영리재단으로 시작,

크 형성, 협업 및 시너지 창출 방안을 논의하

2012.10월 설립협정 발효로 국제기구로 전

기 위해 2016년 외교부 주도로 출범한 포럼

환되었으며, ▴개도국의 녹색성장 및 기후

으로 현재까지 6회 개최

변화 대응 지원 ▴글로벌 녹색성장 의제 확

※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근거, 사회적
거리두기 반영한 지정석 운영 예정이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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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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쉍 외교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기후변화대응 및

※ 보통의 항공협정에서는 자국 국적 항공사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노력과 그린 뉴딜 정

만 운항할 수 있으나, 유럽연합의 경우 회

책의 연계성을 모색하면서 국제사회의 논의를

원국 전체를 한 국가로 간주하여 다른 회원

주도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관계 부처와 협업

국 국적 항공사도 타 국가에서 운항하도록

하여 우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제반

허용 (예: 독일 루프트한자가 에어프랑스와

녹색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

같이 파리-인천 노선 운항 가능)

정입니다.
쉍 이번 수평적 항공협정 체결을 토대로 단일 항
공시장을 형성한 유럽연합과 항공자유화 논의

한국과 유럽연합, 하늘길 확대를 위한 발판
마련 (2020-06-25)

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헬기 생산, 항공부품
상호 인증 분야에서 기술교류도 확대하는 등
양측간 포괄적 항공협력을 심화해나가고자 합

쉍 윤순구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는 2020.6.25.(목)

니다.

(현지시각 9:30) 브뤼셀에서 우리 정부를 대표

◦ 올해 하반기 중 한-유럽연합간 교통협력회의

하여 한국과 유럽연합간 수평적 항공협정에

를 발족하고 항공･철도 등 교통 분야 전반에

서명하였습니다.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 끝

◦ 양측은 2018.10월 협정 문안에 가서명했으며,
이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라 일부 문구
를 수정하여 2020.3월 최종 문안에 재합의하
고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거쳐 이번에 서명

“한국, 수단의 민주화･경제 개혁 지지하겠다”
(2020-06-26)

식 개최
※ 유럽연합 서명자 : (회원국 대표) 이레나 안

쉍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6.25.(목) 22시부터 3

드라시(Irena Andrassy) 주유럽연합크로아

시간여에 걸쳐 개최된 수단 파트너십 컨퍼런

티아대사(유럽연합 의장국 대사), (집행위

스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한국 정부는 수단 과

대표) 필립 코넬리(Filip Cornelis) 항공운

도정부의 민주화 및 경제 개혁을 지지하며, 인

송국장

도적 지원･개발 협력 등을 통해 수단의 발전을

※ 양측이 국내 승인 절차 완료를 각각 서로에
게 통보한 그 다음 달 1일 발효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 독일, 유엔, EU, 수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
회의는 수단의 정치･경제적 개혁 노력을 지원

쉍 이 협정을 통해 양측의 항공 안전관리 의무를

하는 국제사회의 연대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명확히 하고 우리와 항공협정이 체결된 유럽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회의에는 ｢함독｣ 수단

연합에서 모든 회원국 항공사가 우리나라에

총리,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 ｢아비｣ 에티

오가는 노선을 운항할 수 있게 되어, 항공안전

오피아 총리 및 ｢마스｣ 독일 외교장관 등 50

이 보다 강화되고 양국민의 항공사 선택권도

여개 국가 및 국제기구의 장관급 인사가 참석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했습니다.

◦ 아울러, 우리 항공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양측간 연계성 증진에 기여 효과

※ 2019.4월 30년간(1989-2019) 집권하던 알
바시르(Al-bashir) 수단 前대통령이 경제난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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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로 인해 퇴진한 이

위, 한반도의 약 8.6배 규모)

후, 2019.8월 민간주도의 과도 정부가 출범
하여 수단의 평화 및 경제 재건을 위해 노

쉍 참석자들은 △수단의 정치･경제적 개혁 노력

력 중

에 대한 국제적 지지, △수단의 코로나19 대응

- 고인플레이션(연간 물가상승률 81.3%, 출

을 위한 지원, △수단 경제 개혁을 위한 재정

처: IMF, 2020.4월), 외환 부족 등 고질적

기여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

경제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코로나 19*

기로 하였습니다.

로 인해 보건 및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
* 6.25. 기준 확진 8,791명 사망 540명
(아프리카대륙 54개국 중 8위)

쉍 우리 정부는 그동안 평화와 민주주의 수호 정
신에 입각하여 수단의 민주화 노력을 대외적으
로 지지해 왔으며*, 이번 회의에서 인도적 지원

쉍 이 차관은 “한국은 단기간에 민주화와 경제 발
전을 동시에 이루어낸 국가로서 수단 국민들
의 정치･경제적 열망에 공감하며, 한국의 경험
을 활용하여 수단 과도 정부가 매진하고 있는
안정적 정치 제도 구축 및 경제 구조 개혁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및 개발 협력 사업 등 보다 구체적인 對수단
지원 방안을 국제사회에 공표하였습니다.
* 수단 정세 관련 외교부 대변인 논평 4차례 旣
발표(2019.4.2, 6.8, 7.8, 8.19)
◦ 외교부는 앞으로도 수단 정세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재외국민 보호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수단의 민주화와 경제적 잠재력 실현을

쉍 이 차관은 수단의 코로나19 대응과 사회･경제
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올해 총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노력에 동참해 나갈 예
정입니다.

7백 5십만 미불 상당의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아울러 한국은 광활한 농경지와 젊은 노동력,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수단의 잠재력에
주목하여 농업, 직업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
서 개발 협력 사업을 시행하여 수단의 지속가
능한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고 소개하였습

쉍 코로나19 등 보건안보 문제에 대한 유엔 차원

니다.

의 대응을 위해 우리 주도로 5.12(화) 출범한

※ 수단은 나일강이 국토의 중심을 관통함에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은 6.25(목) 오전

따라 수자원이 매우 풍부하고 국토의 35%

(뉴욕시각) 우호국 그룹 대사급･실무급 화상

2

인 65만 km 가 경작가능지로 분류되어 과

회의를 연이어 주최하고 보건과 안보 이슈 및

거 아랍의 곡창(Breadbasket for Arab)으로

우호국 그룹의 금년 활동 계획을 논의하였다.

불리기도 하였으며, 다양한 광물자원도 보

* Group of Friends of Solidarity for Global

유하고 있어 금 수출이 전체 수출의 30%

Health Security

내외 차지

- 공동의장국(5): 한국, 캐나다, 덴마크, 시에

※ 수단 인구: 약 4,322만 명(IMF, 2020.2월)
2

/ 면적: 1,861,484km (아프리카 대륙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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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리온, 카타르
◦ 동 그룹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유엔에서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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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한 코로나19 관련 우호그룹으로, 코로나

개하고 사무국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하는 우

19를 비롯한 보건안보 사안 관련 유엔 내 논

호국 그룹 공동의장 명의의 서한을 안토니우

의를 촉진할 플랫폼으로서 평가받고 있다.

구테레쉬(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에
게 발송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쉍 출범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대사급 화

◦ 또한, 9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중 보건과 안

상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그룹 차원의 첫 공식

보 관련 고위급 부대행사 개최 추진 방안을

활동으로 오는 7.2(목) ‘전염병과 안보’를 주제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로 개최될 안전보장이사회 고위급 공개토의시
그룹 차원의 공동발언을 추진키로 하였다.

쉍 우리 정부는 우호국 그룹 제안국이자 공동의장

◦ 그룹 대사들은 보건뿐만 아니라 국제평화와 안

국으로서 앞으로도 우호국 그룹 활동을 통해

전에도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코로나19 대

다양한 국제 보건안보 과제 해결을 위한 유엔

응을 위해 국제협력과 연대 강화 필요성을 강

내 연대와 협력을 지속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조하는 공동발언 메시지를 사전 조율하였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금번 안보리 화상 공
개회의시 비이사국들은 서면 발언 형태로
참여

강경화 장관, ｢다자주의 연대｣ 주최
(2020-06-27)

◦ 금일 회의에는 7월 안보리 의장이자 우호국 그
룹의 일원인 크리스토프 호이스겐(Christoph

쉍 강경화 장관은 6.26(금) 17시(프랑스 시간) ｢다

Heusgen) 주유엔 독일대사가 직접 안보리 공

자주의 연대*｣ 주최로 개최된 코로나19 관련

개토의 관련 사항을 사전 설명하였으며, 유엔

화상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강

사무국측에서도 알렉산더 주에브(Alexandre

화 및 인포데믹 대처｣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Zouev) 평화활동국 사무차장보가 참석하여 우

* 다자주의 연대(Alliance for Multilateralism)

호국 그룹 대사들과 전염병과 안보간 관계에

는 프랑스･독일 주도하에 다자주의 강화를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였다.

목적으로 2019.4월 출범한 유사입장국간 비

◦ 특히, 코로나19와 이로 인한 보건 위기가 국

공식협의체

제평화와 안전에도 심각한 도전을 야기하고

◦ 프랑스 및 독일 외교부 주도로 개최된 동 회의

있는 상황에서, 금번 메시지 전달이 유엔 안보

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30개국* 이상의 장

리 차원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

관급 인사와 세계보건기구(WHO), 유네스코,

다는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국경없는기자회(RSF) 사무총장 등이 참여

된다.

* 프랑스, 독일, 호주, 핀란드, 칠레, 남아공,
스페인,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싱가

쉍 한편, 우호국 그룹 실무 조직회의가 상기 대사

포르, 세네갈, 모로코 등

급 회의 직전 개최되어, 유엔 사무총장 앞 서한
발송 및 9월 유엔총회 계기 고위급 행사 개최

쉍 강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등 금년도 하반기 중 시행할 활동계획들을 협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과 다자주의 연대의 필

의하였다.

요성이 커졌으며, 우리 정부는 국제보건규칙

◦ 회원국들은 그룹 출범 취지와 활동계획을 소

(IHR) 이행 개선 등을 통해 글로벌 보건 거버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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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스 강화에 적극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
습니다.

2. 상기 개발협력구상의 인도적 지원에 이은 중점
방역협력국･기구 대상의 보건협력 관련, 외교

◦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제사회와의 협

부는 우선 올해 총 360억원 규모의 무상원조

력을 주도해나가고자 유엔, WHO, 유네스코

사업으로 ｢코로나19 대응 포괄적 긴급지원 프

내 보건 안보 우호그룹 출범하였음을 소개하

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는 한편, 코로나19 관련 인포데믹(infodemic)

◦ ▴인도네시아(신남방), ▴우즈베키스탄(신북

확산에 우려를 표하고 각국이 정확하고 자유

방) ▴에티오피아(아프리카), ▴콜롬비아(중

로운 정보 제공･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남미) 등 4개국과 △5개 ASEAN 공적개발원

취할 것을 촉구

조(ODA) 지원대상국(캄보디아, 라오스, 베트
남, 미얀마, 필리핀) 및 △아프리카 질병통제

쉍 동 회의에서 참여국들은 다자주의를 통해 코

예방센터(Africa CDC) 집중 지원

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제 도전 과제들에 보

◦ 올해 지원 대상국가 및 기구는 우리 정부의

다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갈 수 있다는데 공감

정책 우선순위, 보건 역량강화 필요성, 양국

하면서, 각국의 보건 거버넌스 강화 및 인포데

관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향후

믹 대처 관련 노력과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국제사회의 협력 수요에 따라 대상국 확대도
검토해 나갈 계획

쉍 강 장관의 이번 ｢다자주의 연대｣ 회의 참석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모범국가로서 글로

3. 동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시설 확충,

벌 보건 거버넌스 강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

△진단장비 및 의료기자재 제공, △의료인력

명한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교육 및 연수, △현지 취약계층 대응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정부, 시민사회, 국제기구와 협업
체제 구축을 통해 단순 방역물자 지원을 넘어

정부, ｢다 함께 안전한 세상을 위한
개발협력구상 (ODA KOREA: Building
TRUST)｣ 추진 (2020-06-29)

해당국의 코로나19 대응 능력과 감염병 예방역
량이 실질적,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지
원요소를 패키지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
이다.

1. 외교부는 개발도상국의 코로나19 대응 및 중장
기 지속가능발전 지원을 위한 개발협력 전략

4. 국별/기구별 세부 프로그램은 수원국 정부/소관

으로 ‘다 함께 안전한 세상을 위한 개발협력구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하여, 현지 수

상(ODA KOREA: Building TRUST*)’을 추

요 및 사정에 맞춰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진한다.
※ 영문명은 ｢ODA KOREA: Building TRUST

5. 동 프로그램 이행과정에서 외교부, 보건복지부,

(Transparency, Resilience, Unity, and Safety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국제보건의료재

Together)｣

단(KOFIH) 등 관련 국내부처 및 기관간 긴밀

◦ 동 구상은 △인도적 지원 △중점방역협력국･

한 협업을 통해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보건

기구 대상의 보건협력 △경제･사회적 영향 대

의료 ODA 분야 TEAM KOREA 모델을 실현

응 지원 3대 분야로 구성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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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히,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선별진료소, 워크

협력포럼 사무국장이 참석했습니다. 중앙아측

스루, 자가격리앱, 음압캐리어 등 우리 코로나

에서는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

19 대응 모델과 혁신제품을 포함할 예정으로 우

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상공회의소 대표와 카

리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의 확산도 기대된다.

자흐스탄 국제상공회의소 대표가 온라인으로
참석했습니다.

7. 앞으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적시성 있고,

◦ 김건 차관보는 서명식 축사에서 ‘코로나19로

실질적인 방역 ODA 협력확대를 통해 ‘연대와

교류가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협의체 설립 결

협력’의 정신으로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

실을 맺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고 하고, ‘협

노력에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

의체를 통해 한-중앙아간 다채로운 협력사업
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중앙아 경제단체간 최초의
다자협의체 결성’ (2020-06-29)

※ 한-중앙아 경제협의체 설립을 위한 업무협
약 서명인사
- 우리측: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김성인

쉍 작년 제12차 한-중앙아 협력포럼(2019.10월)

한-중앙아 협력포럼 사무국장

계기 강경화 외교장관과 중앙아 5개국 외교장

- 중앙아측: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

관이 설립을 합의한 ‘한-중앙아 경제협의체’가

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상공회의소

6.29(월) 발족되었습니다. 이는 한국과 중앙아

대표, 카자흐스탄 국제상공회의소 대표

경제단체들이 참여하는 최초의 다자협의체입
니다.

쉍 한-중앙아 협력포럼 사무국이 협의체 운영을

※ 한-중앙아 경제협의체 : ▲한-중앙아 협력포

담당할 예정이며, 한국무역협회와 중앙아 5개

럼 사무국 ▲한국무역협회, ▲중앙아 5개국

국 상공회의소 참여하에 기업인 관계구축, 1대

상공회의소 참여하는 협의체로 1대1 사업(비

1사업(비즈니스) 상담회 등 한-중앙아간 실질

즈니스) 상담회, 경제 포럼 등 한-중앙아간

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 행사를 정례적으로 개

기업인 교류행사 지원 예정

최할 예정입니다.

※ 한-중앙아 협력 포럼 : 한국과 중앙아 5개국간

※ 한-중앙아 협력 포럼 사무국

포괄적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우리 정부 주

- 한-중앙아 협력 포럼에서 발굴된 협력사업

도로 2007년에 출범한 이후 정례적으로 개최

의 체계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상설 조직

되어 온 다자대화협의체, 그간 총 12회 개최
※ 중앙아 5개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
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2017.7월 출범)
- 교통･물류, 에너지, 산업 현대화･다변화, 기
후변화･환경, 보건･의료, 교육･문화 6개 분
야를 한-중앙아 중장기 중점협력 분야로 선

쉍 ‘한-중앙아 경제협의체(Korea-Central Asia

정하고, 분야별 협력사업 발굴･이행

Business Council)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
온라인 서명식이 6.29(월) 코엑스에서 개최되

쉍 이번에 구축된 한-중앙아 경제협의체를 통해

었습니다. 한국측에서는 김건 외교부 차관보

한-중앙아간 경제분야 교류협력이 더욱 활발

와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김성인 한-중앙아

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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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ICT･교육 분야 한국의 경험
세계와 공유 (2020-06-30)

발표한다.
- 씨젠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이 코로나19
의 진단 시약의 신속한 개발과정에 어떻게

쉍 정부는 7월 1일(수) 16시 코로나19 대응 ｢K방역｣ 관련 정책과 경험을 전 세계에 공유하기
위해 제8차 웹세미나*를 개최한다.
*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 주소:
www.medicalkoreawebinar.or.kr
◦ ｢K-방역｣웹세미나는 국제 방역협력 총괄 전

활용이 되는지와 유전자 타깃 선정에 대한
주제로 발표한다.
-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는 이미 허가된 약
물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치료 효능을 가
진 물질을 찾는 약물재창출 연구에 대한 추
진 현황을 공유한다.

담팀(TF)이 주관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신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 12개 정부 부처

과 학습 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 개학

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보건의료재단, 한

준비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

국국제협력단 등 6개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한 공공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을 어떻게

우리 방역 경험을 주제별로 구성하여 국제사

확충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였는지, 그 과

회와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정에서 얻은 경험을 미래교육과 어떻게 연
계할 것인지 등을 발표한다.

쉍 이번 8차 웹세미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

◦ 강연이 끝난 후에는 해외 관계자들로부터 사

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교육’을

전 접수된 질문과 실시간 질문에 대해 30분간

주제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

참석 전문가들이 답변한다.

보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씨젠이 참여하
고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연구재단이 행사 개
최를 지원한다.

쉍 한국 시간 오후 4시부터 1시간 40분간 실시
간으로 웹세미나가 진행되며, 한국어뿐만 아

◦ 이번 웹세미나는 정희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니라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동시통역이

국제협력관이 사회를 맡고, 정병선 과학기술

제공되고 전 세계 어디서나 웹사이트(www.

정보통신부 차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① 과

medicalkoreawebinar.or.kr)에 접속하여 실시

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코로

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나19 대응(이충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

◦ 시차로 인해 실시간 시청이 어려운 지역을 위

협력총괄담당관), ② 정보통신기술[ICT]를 활

해 7월 1일 당일 오후 11시에 웹세미나를 재

용한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이대훈 ㈜씨젠

방송하고, 강연 및 현장질의 영상을 향후 총괄

미래기술연구소장), ③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전담팀(TF) 통합게시판*에 게재할 예정이다.

현황(류왕식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 ④ 코로

* 외교부 영문홈페이지(www.mofa.go.kr/eng/

나19 대응을 위한 온라인 개학(김진숙 한국교

index.do) - Korea’s Response to COVID-19

육학술정보원 교육서비스본부장)에 대해 발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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쉍 총괄 전담팀(TF) 주관 웹세미나는 5월부터 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검사, 추적, 치

금까지 7차에 걸쳐 매주 코로나19와 관련한

료 및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과학기술과 정

다양한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총 120개 국가

보통신기술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해

에서 누적 인원 약 2,900명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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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차 보건･방역 전반, 4차 출입국･검역, 5차
역학조사･격리자 관리, 6차 생활방역, 7차 경
제정책
◦ TF 주관 마지막 9차 웹세미나는 7.8.(수) 선거
방역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
※ 유엔 인도지원조정실(UN OCHA)은 2020
년 시리아와 주변국에 대해 총 33억불 규
모 인도적 지원을 요청(2019년에는 총 32.9
억불)
* 레바논, 요르단, 터키, 이집트, 이라크 등
시리아 난민 수용국을 비롯하여, 한국, 미

정부, 시리아 난민 및 이주민에 대한 총
1,300만불 규모 기여 계획 발표
(2020-07-01)

국, 러시아, 중국, 독일, 스웨덴, 영국, 프
랑스, 호주 등 공여국 및 EU 포함
◦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가 간 이동 제
한 조치 등 시행에 따라 기존의 인도적 지원,

쉍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6.30.(화) 17:00 -

재건 및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진

7.1.(수) 1:00(한국 시각) 유럽연합(EU) 및 국

가운데, 시리아 및 주변국들의 경제상황이 악

제연합(UN)이 공동주최한 시리아 및 주변국

화되면서 특히 취약계층이 겪는 피해가 심각

지원 관련 공여국 회의*에 우리 정부대표로 참

한 상황에 대해 우려

석하여, 우리 정부가 시리아 난민 및 이주민
지원을 위해 금년도에 총 1,300만불을 지원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쉍 함 조정관은 “시리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궁극적으로 정치적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

* 영문명: The Fourth Brussels Conference on

조하면서,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 인도적 위기

Supporting the Future of Syria and the Region

에 더하여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위기에 대응
해나가는데 우리 정부도 지속 동참코자 한다”

쉍 이번 회의는 2011년 내전 발발 이후 지속되어

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온 시리아의 인도적 위기가 코로나19의 확산

※ 우리 정부는 2012년 이래 시리아 및 주변국

으로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지속

(레바논, 요르단, 터키)에 대해 총 7,650만불

적인 지지와 기여를 결집하기 위해 개최되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

습니다.

◦ 시리아 및 주변국에 대해 총 1,300만불 규모

※ 시리아 사태는 유엔 인도지원조정실(UN OCHA)

의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

이 예멘 사태와 더불어 가장 심각하다고 지

해 나갈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세계보건총회

정한 인도적 위기로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

계기 우리 대통령의 1억불 지원 공약에 따라

회는 2013년부터 시리아 관련 공여국 회의를

코로나19 대응 관련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 대

매년 개최 중

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

◦ 우리나라를 포함한 57개국* 정부대표, 국제기
구, 시민사회 등이 참석하여 시리아 인도적 위

쉍 우리 정부는 베네수엘라, 예멘에 대한 인도적

기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고, 분쟁 종

지원 발표에 이어, 금번 회의 계기 시리아에

식을 위한 정치적 해결책을 촉구하는 한편, 코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노력에 적극 동참한 바,

로나19 대응으로 각국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우

시리아 및 주변국에 대한 기여를 이어가는 것

리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해 나갈 것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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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 우리 정부는 베네수엘라 난민･이주민 관련

는 CAPSCA에 참여함으로써 항공을 통한 코

공여국 회의(5.26)시 300만불, 예멘 인도적

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기 대응을 위한 고위급 공약 회의(6.2)시

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항공회복을 추진하는

1,850만불을 기여하기로 공약.

한편, 이 과정에서 우리의 우수한 항공방역 경
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ICAO 공중보건위기 대응 협력
프로그램(CAPSCA) 참여 (2020-07-02)

쉍 우리 정부는 향후 CAPSCA에 적극 참여하여
ICAO 이사국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국
제사회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에도 적극

쉍 외교부(장관 : 강경화) 및 국토교통부(장관 : 김

기여할 예정이다.

현미)는 7.1.(수)자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의 공중보건위기 대응 협력 프로그램 (CAPSCA,
Collaborative Arrangement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Public Health Events in

금년도 아세안･메콩 관련 정례회의 일정
본격 개시 (2020-07-03)

Civil Aviation)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게 되었
다고 밝혔다.

쉍 매년 7-8월은 아세안 및 메콩 관련 외교일정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이 집중되는 시기로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Aviation Organization)는 1947년 국제항공

해외출장 및 대면회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UN

아세안 및 메콩 관련 외교일정의 본격적인 개

전문기구로, 항공산업 관련 전 분야 국제표

시를 알리는 두 건의 화상회의가 7.2(목) 개최

준화를 주도하고, 항공 관련 기준과 지침 등

됐다.

을 결정
- 우리나라는 1952년 ICAO 가입, 19.10.1.
역대 최대 득표로 이사국 7연임 성공

쉍 우선, 미국과 베트남 공동주재로 메콩 지역 5
개국과의 협력방안을 상호 협의하는 “메콩우

◦ CAPSCA는 코로나19나 신종 인플루엔자와

호국 고위관리회의”(FLM SOM*)가 개최되어

같은 감염병의 확산 등 항공분야에 영향을 미

참석자들간 메콩 협력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치는 공중보건 사태에 대한 사전계획･대응 능

향후 FLM내 협력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

력을 키우기 위한 ICAO의 글로벌 협력 프로

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그램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48개국이 참

* 메콩우호국(FLM : Friends of the Lower

여하고 있으며,
◦ 세계적 감염병 확산시 국제적인 차원에서 함

Mekong) : 메콩 지역 내 개발 파트너 간 사업
중복 방지 및 공동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미

께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한편,

국 주도로 2011.4월 설립

공중보건위기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 회원국 : 메콩국가(캄보디아, 라오스, 미얀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다.

마, 태국, 베트남)와 여타 개발 파트너(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EU, 아시아개

쉍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분야에서 공중보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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쉍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박재경 외교부 아
세안국장은 우리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
세안･메콩과의 상생번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

보 등 새로운 안보 이슈에 대한 협력 방안도
활발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참가국들은 해양안보, 테러리즘, 재난

색해왔으며, 2019년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구호 등 역내 안보 이슈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

개최를 통해 메콩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했다고 설명했다.

* 정식명칭은 ARF* 신뢰구축조치 및 예방외

◦ 특히,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계기 ‘한-메콩

교 회기간총회(Inter-sessional Support Group

생물 다양성 센터’ 및 ‘한-메콩 기업인 협의회’

Meeting on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설립에 합의하고, 메콩지역의 장기적 평화 달

and Preventive Diplomacy)이며, 아세안 10

성을 위한 ‘한-메콩 미래 평화공동체 조성 사

개국, 한, 중, 일, 미, 북한 등 27개 회원국이

업’ 등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참여하는 다자안보협의체인 ARF의 신뢰

◦ 또한, 우리나라가 메콩 국가들을 위해 전체

구축 및 예방외교 활동을 점검하고 향후 계

유･무상 ODA의 20%에 달하는 규모를 지원

획을 제안, 검토하는 실무회의로서 동 회의

해왔으며, 2020년 기준으로 ‘한-아세안 협력

를 거쳐 고위관리 회의, 외교장관 회의로

기금’에 1,400만불, ‘한-메콩 협력기금’에 300

이어짐.

만불을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쉍 우리 정부는 7.2(목) 개최된 FLM SOM 및 ARF
쉍 박 국장은 향후 FLM 협력의 효율성을 제고하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약 한 달 간 아세안

기 위해 역내 국가들의 메콩 내 협력사업 정보

관련(한-아세안, 한-메콩, 아세안+3, 동아시아

를 상호 공유하고 민관간 협의 기회를 확대하

정상회의, ARF 등) 고위관리회의 및 외교장관

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변화하는 안보

회의 등 주요 외교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함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신규 협력 분야 발굴도

으로써 신남방정책의 핵심 지역인 아세안 국

추진해나가자고 제안했다.

가들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린 뉴딜’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19 시
대의 지속 가능한 개발 및 녹색 성장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신국제협력 T/F 2차 민간자문회의
개최 (2020-07-03)

쉍 한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실무회의*는

쉍 외교부는 ‘코로나19 시대의 신 국제협력 : 보

화상회의로 인한 시차와 시간 제약 등의 어려

건과 개발협력’을 주제로 한 코로나19 신국제

움에도 불구하고 북한 등 일부 국가 제외 27개

협력 T/F 2차 민간자문회의를 7.3.(금) 개최하

회원국 대부분이 참석한 가운데 ARF 활동 현

였다.

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을 교환
했다.

※ 외교부 코로나19 신국제협력 TF는 △코로나
19 대응 관련 국제협력 수요에 보다 체계적･

◦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정의혜 아세안국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 대응 등 국

심의관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ARF 대면

제 보건 안보 협력 제고를 위해 함상욱 외교

활동이 조속 재개되기를 희망하면서, ICT안

부 다자외교조정관을 팀장으로 지난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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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한국의 건설적 역할, △일반 국민들의 참여와

- T/F는 초국경적 보건 안보 위기인 코로나19

열린 소통의 중요성 강조

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이 긴밀

※ (참석자)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히 협력하여 보다 혁신적이고 선제적인 정

△기모란 국립암센터 암관리학과 교수 △

책을 구상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김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백경

초청한 민간자문회의 개최(제1차 자문회의

란 성균관대 의대 내과학 교수 △양호승 한

는 5.27. ‘국제기구를 통한 보건 안보 : 현

국월드비전 회장 △이종구 서울대 가정의

체제 평가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개최)

학교실 교수 △전만복 김앤장 고문(前 WHO
집행이사회 부의장) △지영미 서울대 행정

쉍 강경화 장관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 과
정에서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와 전문가들의

대학원 교수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교
실 교수 참석 (가나다 순)

의견이 중요하다면서, 참석 자문위원들에게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면서도 코

쉍 외교부는 코로나19 시대 및 그 이후를 대비하

로나19 시대 중견국으로서의 외교적 입지를

기 위한 외교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제언해 줄 것을 요

각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다양한

청하였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 아울러, 그간 △재외국민 귀국 지원 △국제사
회의 백신 개발 노력 지원 △개도국의 코로나
19 대응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외교
부의 다방면의 노력을 소개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 안보리
공개토의에서 공동발언 (2020-07-03)

쉍 이번 회의에는 보건･의료 및 개발협력분야의

쉍 코로나19 등 보건안보 문제에 대한 유엔 차원

민간전문가 9명이 참석하여 △코로나19 시대

의 대응을 위해 우리 주도로 출범한 ‘유엔 보

의 국제보건의료협력 현황 △코로나19 이후

건안보 우호국 그룹*’은 7.2(목) 오전(뉴욕시

세계질서와 국제개발협력 정책 방향 △방역정

각)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코로나19의 함의’

책 전망과 국제협력 전략 등에 대해 발표하고

를 주제로 개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화상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였다.

고위급 공개토의 계기 그룹 차원의 공동발언

◦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상황이 단기간에 종료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 대

* Group of Friends of Solidarity for Global

응을 위한 범 정부 차원의 종합 마스터플랜

Health Security

수립,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여건이 다른

- 5.12(화) 출범 / 공동의장국(한국, 캐나다,

만큼 우리 경험의 일방적 전수보다는 지역적

덴마크, 시에라리온, 카타르) 및 EU 포함

접근 전략(‘지역 플랫폼구축’)에 기초한 맞춤

40여개국 이상 참여중

형 대응 등을 제안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안보리 회의는 화

◦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이행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
의 필요성, △국제보건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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쉍 우호국 그룹은 서면으로 시행한 공동발언을 통
해, “코로나19를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한

안보 과제 해결을 위한 유엔 차원의 연대와 협
력에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협으로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2532호
*의 채택을 환영”하면서, 코로나19 상황 하에
서 △유엔 사무총장의 전세계적 휴전 촉구 지
지 및 군사적 위협 중단 필요, △다자주의와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기획단
공식 출범 (2020-07-06)

연대에 기초한 공동 대응의 중요성, △여성･아
동 등 취약계층의 보호, △전염병 대응에 있어

쉍 외교부와 국방부가 2021년 4월 8일부터 9일까

유엔의 중심적 역할 및 유엔 평화활동의 중요

지 서울 코엑스에서 공동주최하는 ‘2021년 유

성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체계적인 준비를 위

* 안보리 결의 2532호(7.1 채택) : 코로나19 관

하여,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기

련 첫 안보리 결의로, 코로나19로 국제 평화

획단’이 7.6.(월)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정경두

안보 유지가 위험해질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국방부장관의 참석 하에 출범식을 가지고 본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적대행위 중단 등 촉구

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 이는 우호국 그룹의 첫 번째 유엔 회의 공동발

◦ 준비기획단 출범을 위하여 인력 파견 등을 지

언으로,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그

원해준 과기부, 국토부, 경찰청, 합참 등 유관

룹 전체의 단합된 목소리를 전달함으로써, 향

부처 관계자들도 준비기획단 현판 제막에 함

후 유엔 차원의 국제보건 협력 논의에 주도적

께 하며 준비기획단의 공식 출범을 축하하였

으로 참여해 나갈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습니다.

됩니다.

※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2016.9

◦ 우리 정부는 금번 안보리 공동발언 실시를 제

월 영국, 2017.11월 캐나다, 2019.3월 유엔

안하고, 문안 작성 및 협의 과정을 주도하는

본부 개최에 이어 제4차 회의로서, 150여

등 전 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

개 재정･병력공여국 외교･국방장관이 모

니다.

두 참석대상인 유엔 평화･안보 분야의 최
대･최고위급 회의임.

쉍 한편, 금번 안보리 고위급 공개토의는 7월 안
보리 의장국인 독일의 하이코 마스(Heiko Maas)

쉍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기획단’

외교장관이 주재하였으며, 안토니우 구테레쉬

은 외교부, 국방부, 과기부, 경찰청 등 범부처

(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과 피터 마

파견인원을 중심으로, 부처간 유기적인 협업

우러(Peter Maurer)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체계를 구축하여 국제평화･안보를 위한 기술

총재가 안보리 앞 브리핑을 실시하였습니다.

과 의료 분야를 아우르는 공약 도출과 부대행
사 준비, 안전대책 마련을 포함한 행사 준비

쉍 우리 정부는 우호국 그룹 제안국이자 공동의
장국으로서, 앞으로도 우호국 그룹 내 논의를
주도해가면서 유엔 회의에서의 공동발언 실시

전반을 담당합니다.
※ 이준호 現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이 단장 수
임 예정

및 보건안보 논의를 위한 부대행사 개최 등 다
양한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등 국제 보건

쉍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출범식 계기 축사에서 “국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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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개최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각료급 회
의이자, 2021년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30주년
계기 한국과 유엔의 우호관계를 상징하는 이
번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에서 국제평화･안

* 유엔 남수단임무단[UNMISS] : 한국 등 72개
국, 16,117명 활동중
** 유엔 콩고민주공화국 안정화임무단[MONUSCO]
: 인도 등 57개국, 15,249명 활동중.

보 증진을 위한 최선･최고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글로벌보건안보대사 임명 (2020-07-09)
쉍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전세계 국
방･외교 수장들이 모이는 행사인 만큼 유엔 평

쉍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글로벌 보건안보

화유지활동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분야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우리의 노력을 국제사회가 더욱 이해하고 지

보건안보 역량의 국제사회와의 공유를 강화해

지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나가기 위해 오명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

하면서, 행사 자체 뿐만 아니라 의전･경호･방

수와 이종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글

역에서도 모범적인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 달

로벌보건안보대사(대외직명대사)로 임명하였

라고 하였습니다.

습니다.
※ 대외직명대사 제도: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

쉍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기획단’

지도를 겸비한 민간 인사에게 대사의 대외직

은 지난 5월 강경화 장관과 정경두 장관이 공

명을 부여하여 정부의 외교활동에 활용하는

동주재한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이어 출범

제도

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술 및 의료강국으로서

- 대사의 직명만을 부여하는 무보수 명예직

우리의 강점과 경험을 국제사회에 대한 실질
적이고 의미있는 기여로 구현할 수 있도록 회
의 준비를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으로 임기는 통상 1년
◦ 오명돈 글로벌보건안보대사는 서울대학교 의
과대학 교수이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

쉍 한편, 준비기획단 출범식 계기에 외교부와 국

◦ 이종구 글로벌보건안보대사는 서울대학교 의과

방부는 양부처 간 긴밀한 협력 하에 코로나 19

대학 교수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역임

상황 하 열악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

※ 7.7.(화) 국무회의에서 동 2인을 글로벌보건

는 아프리카 내 유엔 평화유지활동 2개 임무단

안보대사로 임명하는 대외직명대사 지정안 심

에 방역마스크 총 6만장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의･의결

고 발표했습니다.
쉍 외교부와 국방부는 우리 한빛부대가 활약중인

쉍 이번에 임명된 글로벌보건안보대사는 해당 분

유엔 남수단임무단[UNMISS]*과 우리 정부에

야에서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인적네트워크를

방역물자 지원을 요청한 유엔 콩고민주공화국

보유한 인사로서,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안정화임무단[MOUNUSCO]**에 방역마스크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관련 국제협력에

를 각각 3만장씩 전달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적극 동참하는 활동 등을 수행함으로써 보건

도 유엔 평화･안보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여를

안보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외교적 위상을 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고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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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全재외공관장 화상회의를 통해
본부-재외공관 간 유기적인 코로나19 대응
체계 강화 (2020-07-09)

인 외교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중점 추진과제로 △재외국민보호, △경제회
복 기여, △보건안보 관련 국제협력 선도 등을
제시하였다.

쉍 외교부는 7.9.(목) 21:00-23:00(한국시간)간 강

◦ 또한, WTO 사무총장직에 입후보한 우리나라

경화 장관 주재하에 全재외공관장 화상회의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지원하기 위해 재

개최하여, 지역별 코로나19 상황 및 재외공관

외공관장들이 현지에서 적극적인 지지 교섭

들의 대응 현황, 향후 코로나19 대응 및 정책

활동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 하 비대면 외교

쉍 이번 회의에 참석한 외교부 본부 코로나19 대

및 업무 추진 필요성 대두에 따라 추진된 재

응 유관 실･국은 △국내 코로나19 상황 및 주

외공관과의 지역별･주제별 화상 회의 개최

요 대응 현황, △재외국민보호, △외국인 출입

에 이어 추진된 첫 번째 全재외공관장 화상

국 정책, △기업인 예외적 입국 지원 등 경제

회의로 장관, 제1차관, 제2차관 등 간부 및

분야에서의 지원, △코로나19 관련 국제협력

실･국장과 대사･총영사 등 총 186명의 全재

강화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외공관장(분관장･출장소장 포함) 참석

◦ 국내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지역사회 조용한
전파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국무총리를 중심

쉍 정세균 국무총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그간

으로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차원

재외국민 귀국 및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 등 우

에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방역･의료

리 국민들의 생명 보호 및 기업 활동 지원에

체계를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설명

힘써온 각 공관의 노고를 치하하고, 코로나19

◦ 코로나19 관련 재외국민 귀국 지원 등 재외국

대응 관련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기여 강화 과

민에 대한 영사조력을 지속 제공하는 한편, 각

정에서 재외공관장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

국별 재외국민 확진자 현황 및 입국제한 동향

한다고 하였다.

을 수시로 파악하고, 치안환경 악화에 따른 우

◦ 아울러, 최근 들어 증가 추세에 있는 해외유입
사례의 차단 내지 감소를 위해 각 재외공관이
국내 방역당국과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
였다.

리 국민 범죄 피해 등 관련 재외국민보호 대책
강구 당부
◦ 한편, 우리의 외국 대상 주요 입국 제한 조치
내용(△사증면제협정 잠정정지, △14일 의무
격리 등) 및 현황을 소개하고, 우리측 조치에

쉍 강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 등

대한 주재국 관계기관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

보건 문제가 국제정치, 경제, 사회질서 전반에

록 각 재외공관에서 활동해줄 것을 요청

걸쳐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변화를 야기하며,

- 아울러, 우리 정부는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범지구적인 과제가 된 만큼 외교부의 역할과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책임이 막중해졌다”고 강조하였다.

당분간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의 기조를 유

◦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지하면서, 향후 관계부처 간 정례협의를 통

만큼, 국가적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는 한

해 각 국을 ① 방역강화 대상국가, ② 추이

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창의적이고 능동적

감시 국가, ③ 교류확대 가능 국가로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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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가별 상황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대응
할 계획임을 설명
◦ 또한, 코로나19 상황 하 경제 분야에서의 피

수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공관장들은 재외국민 귀국 지원 과정에서 △
우리 재외공관간의 협업 사례, △주재국내 타

해 최소화를 위해 필수 경제활동 인력에 대한

국 재외공관의 협조 사례, △주재국측과의 협

예외적 입국 허용 교섭을 진행하여 총 16개국

의 과정 등 구체적인 경험을 공유하였고, 향

약13,000여명의 기업인 입국을 지원하고, 이러

후 재외국민보호 및 귀국 지원에 있어 우리

한 실적을 바탕으로 한-중 신속통로(Fast track)

재외공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

제도화 및 향후 신속통로 대상국 확대를 추진

였다.

해오고 있음을 소개

◦ 또한, 주재국 내 경기 침체로 인한 우리 기업

-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연

들의 미수금 확대 사례, 기업 내 코로나19 확

대와 공조 차원에서 우리 방역 수준을 유지

진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 등 우리 기업들

하는 가운데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의 해외

이 현지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재외공관

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해왔음을 설명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도 다각적으로 논의되

◦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 국제협력 과제로

었다.

서 △우리의 방역 경험 공유*, △국제 보건 협
력 논의 주도적 참여, △보건･의료 개발협력

쉍 한편, 공관장들은 한국의 모범적인 코로나19

강화(‘다 함께 안전한 세상을 위한 개발협력

대응에 따라 보건안보 및 보건･의료 분야 개발

구상(ODA KOREA : Building TRUST)’수립

협력 등에서 새로운 국제협력 수요가 높다고

및 추진)**,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보급을

하고, 이러한 외교적 환경을 우리의 외교적 지

위한 국제협력 참여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

평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계기로 만들기 위한

* 7.3.(금) 기준 누적 실적 : 91개국, 38개 국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기구 등 대상 총 599건(정상급/고위급

◦ 상기 방안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고

양자외교를 통한 우리 경험 공유 실적(105

위급 협력 채널의 활성화, △코로나19 진단역

건) 포함)

량 강화 및 방역 물품 지원 등 개발협력 관련

** 올해 총 360억원 규모의 무상원조 사업으

사업 확대, △올해 의장국을 수임 중인 MIKTA

로｢코로나19 대응 포괄적 긴급지원 프로

협력 강화, △우리 주도 유엔, WHO, 유네스

그램｣ 시행 계획

코 차원의 보건협력 관련 우호 그룹을 활용한

- 인니(신남방), 에티오피아(아프리카), 우즈
베키스탄(신북방), 콜롬비아(중남미) 및 5

다자무대에서의 외교 역량 강화 방안 등이 논
의되었다.

개 ASEAN 지원대상국, 아프리카 질병통
제예방센터 집중 지원

쉍 이번 全재외공관장 화상회의는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의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경

쉍 재외공관장들은 각 분야별 대표 발언을 통해

험을 폭넓게 공유함으로써, 본부-재외공관 간

주재국의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정책, 재외국

유기적인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계

민 보호 및 귀국 지원 경험 등을 공유하는 한

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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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리 기업의 애로사

◦ 외교부는 향후에도 지역･국가별 코로나19 확

항 해결 등 경제 분야에서의 충격을 최소화할

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재외공관과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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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인 소통을 통해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가 더욱 확립된 사회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

이 함께 코로나19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

였다.

응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쉍 이번 회의는 올해 2월 미-탈레반간 평화약정
서명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프로

아프가니스탄 평화 구축 관련 국제 화상회의
참석 (2020-07-10)

세스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아
프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변함
없는 지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

쉍 김영채 아프간･파키스탄 특별대표(정부대표)
는 7.9.(목) 저녁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구축 방
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아프간 정부가 주최한
국제 화상회의에 참석하였다.
◦ 이번 화상회의에는 ‘가니(Ghani)’아프간 대통

가된다.
※ 미-탈레반 평화약정(2.29) 주요내용
- △ 아프간 정부-탈레반간 내부협상 개시,
△ 탈레반의 아프간 내 테러 방지 협력, △ 아
프간 내 미군의 단계적 철군 등

령, ‘압둘라(Abdullah)’아프간 국가화해고위
회의 의장, ‘아트마(Atmar)’아프간 외교장관

쉍 우리나라는 아프가니스탄과 역내의 평화와 번

대행, 국제사회의 아프가니스탄 평화 구축 활

영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와

동에 적극 참여중인 11개 주요국* 및 4개 국

함께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제기구 대표가 참석하였다.
* 한국,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
프랑스, 노르웨이, 국제연합[UN], 유럽연합
[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2020 청년 모의 NPT 회의 개최
(2020-07-12)

쉍 참석자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안정과 발전을 위

쉍 외교부, 국립외교원, 한국핵정책학회가 공동

해 그간 국제사회가 이뤄낸 진전사항을 평가

주최한 ‘2020 청년 모의 NPT회의’가 7.10(금)

하고, 앞으로 아프가니스탄이 나아갈 방향과

서울 로얄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극복해야 할 과제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동 회의는 국제비확산 체제의 초석이라 평가

개진하였다.

되는 핵비확산조약(NPT)*의 발효 50주년을

◦ 참석자들은 코로나 상황으로 아프간 군경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탈레반의 아
프간 군･경 대상 테러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기념하여, NPT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이해
제고 차원에서 추진되었습니다.
* 핵비확산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우려하면서, 탈레반이 조속히 폭력행위를 중

Treaty)

단하고 평화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하였다.

-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근간이 되는 국제조

◦ 우리측 김영채 특별대표는 △ 우리 정부의 아

약으로 1970년 3월에 발효되었으며, (1) 핵

프간 평화 구축 지원 활동을 소개하고, △ 아

무기의 수평적 확산 방지, (2) 핵군축 실현,

프간 정부가 조속히 탈레반과의 평화협상을

(3)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목적으로

통해 포용적이고 책임있는 정치 거버넌스를

하며, NPT 당사국들은 조약 이행상황 점검

구축하고, 약자의 권익 보호 등 보편적 가치

을 위해 매 5년마다 평가회의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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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NPT 발효 50주년 및 무기한 연장
25주년 기념의 해로서, 당초 금년 4.27-5.22
간 뉴욕에서 평가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었
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내년 초로 잠
정 연기

양서진 주제네바대표부 1등 서기관,
세계무역기구[WTO] 금융서비스무역위원회
의장 선출 (2020-07-15)
쉍 7.14.(화), 양서진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1등
서기관은 제네바 WTO본부에서 개최된 WTO

쉍 이번 회의에는 국내 대학생･대학원 학생으로

금융서비스무역위원회(Committee on Trade in

구성된 총 23팀, 46명의 학생이 참석하여, 핵

Financial services)에서 모든 WTO 회원국의

군축 진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청년의

지지를 받아 의장(임기 1년)으로 선출되었습

시각에서 바라본 핵군축 진전방안을 담은 결

니다.

과문서를 채택하였습니다.
◦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쉍 금융서비스무역위원회는 WTO 서비스무역이

우리 청년들의 활동을 응원하기 위해서 반기문

사회(CTS,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산

前 유엔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씨(Rafael Grossi)

하 4개 위원회 중 하나로, 금융서비스 무역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구스타보 즐

영향을 미치는 각국의 규제 정책 관련 정보를

라비넨(Gustavo Zlavinen) 2020 NPT 평가회

공유하고, WTO 서비스무역협정[GATS] 상의

의 의장, 이즈미 나카미츠(Izumi Nakamitsu)

금융서비스 조항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입니다.

UN 고위군축대표가 축하영상메시지를 통해

※ WTO 3대 핵심 이사회 : 상품무역이사회, 서

함께하였습니다.
◦ 회의 결과 청년의 관점에서 핵군축 이행강화

비스무역이사회, 지식재산권이사회
※ WTO 서비스무역이사회 산하 위원회 및 작

를 위한 창의적인 시각을 제시한 프랑스 이원

업반 : 금융서비스위원회, 양허위원회, 국내

진, 한금상 대표 및 이집트 김채린, 배상령 대

규제 작업반, GATS 규범 작업반

표에게 각각 외교부장관상(최우수상)과 국립
외교원장상(우수상)이 수여되었습니다.

◦ WTO 회원국 164개국은 동 위원회 개최 계기
에 기술발전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한
WTO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금융서비

쉍 특히 이번 회의는 2019년 유엔 총회에서 우리
정부 주도로 채택된 ‘청년과 군축･비확산’ 결

스 규제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한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을 협의해왔습니다.

의의 이행 차원에서, 군축비확산 논의에서 청
년의 참여를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
가 있습니다.

쉍 서비스 교역은 전세계 GDP의 65%를 차지하
며 생산성 증가와 고용 확충에 상당 부분 기여
하고, 통신･금융･운송･건설 등 광범위한 영역

쉍 우리부는 앞으로도 미래 세대의 주역인 우리

에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과

청년들이 국제 군축비확산 문제와 한반도의

엮어져 상품교역 대비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

평화 및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출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있도록 여러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 특히, 금융서비스 시장의 초국경화 및 코로나
19 이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한층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WTO 금융서비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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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사회 의장직 진출은 금융 정책과 무역체

의 강화 노력이 시급하다는 점을 한 목소리로

제 간의 조화 방안 등 WTO 내의 금융서비스

강조하면서, 믹타와 같은 중견국들의 책임과

논의에 대해 우리측이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긴요해졌다는 데 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견을 같이 하고, 믹타 5개국간 유엔 등 다자 차
원에서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 강 장관은 우리나라가 팬데믹 초기부터 국제

강경화 장관, 제17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 주최 (2020-07-17)

사회의 조율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유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연합교육
과학문화기구[UNESCO] 차원의 우호그룹 출

1. 강경화 장관은 7.17.(금) 오후 1시(한국시간) 제

범 주도, ▴전 세계 대상 우리 방역경험 공유,

17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를 주최했다.

▴100여개국 대상 인도적 지원 제공 등 국제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제안에 따라 개최된 이번

연대와 협력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

회의에서 믹타 5개국 외교장관들은 코로나19

울여왔음을 소개했다.

팬데믹 하 다자주의 강화 방안 및 향후 믹타 발

◦ 나아가, 강 장관은 믹타가 지역적･국가적 차

전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를 넘어 지난 7년간 활발히 활동해오고 있

※ 믹타[MIKTA]: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

음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유엔 75주년이

키, 호주로 구성된 중견국 협의체로 13.9월

되는 올해가 다자주의 강화를 위한 회원국들

제68차 유엔총회 계기 출범 / 한국은 20.2월

의 의지를 결집하는 계기가 되도록 믹타 5개

-21.2월간 의장국 수임

국이 유엔 등 다자 차원에서 더욱 긴밀히 공조

- 이번 포함 그간 17차례 외교장관회의, 9차

해나가자”고 했다.

례 고위관리회의, 5차례 국회의장회의 등

◦ 믹타 외교장관들은 사회적 포용, 성평등 및 지

개최 및 코로나19 팬데믹에 관한 외교장관

속가능발전 등 다양한 과제의 달성이 기존에

공동성명(4.9.) 등 장관급 성명 20건 이상

도 쉽지 않았는데 팬데믹에 따라 그간의 진전

발표

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믹타가

◦ 이번 회의는 믹타 외교장관간에 이뤄진 최초

4.9.(목) 팬데믹에 관한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

의 화상회의로서, 강 장관의 주재 하에 회원국

표 후, 화상회의 8차례 개최, 공동성명 3건 채

인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의 외교장

택 등 기민하게 공조해온 데 이어, 하반기에도

관이 모두 참석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 참석자: 강경화 외교장관(주재), 마르셀로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에브라르드(Marcelo Ebrard) 멕시코 외교
장관, 레트노 마르수디(Retno Marsudi) 인

3. 한편, 동 회의 계기에 우리나라의 제안에 따라

도네시아 외교장관, 메블륫 차부쉬오울루

믹타 외교장관들은 최근 ▴터키의 볼칸 보즈크

(Mevlüt Çavuşoğlu) 터키 외교장관, 마리

르(Volkan Bozkır) 국회 외교위원장이 차기(제

스 페인(Marise Payne) 호주 외교장관

75차) 유엔 총회의장으로 당선되고, ▴멕시코
가 2021-22년 임기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

2. 믹타 5개국 외교장관들은 현 코로나19 팬데믹

사국으로 선출됐으며, ▴멕시코, 인도네시아가

하에서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를 위한 다자주

2021-23년 임기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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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된 것을 환영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와 함께, 코로나19와 같은 초국경적 감염병 대

※ 유엔총회시 믹타 회원국 당선 선거(6.17.-18.)

응을 위한 국제공조 등 보건안보 분야에서도

- 제75차 총회의장: 볼칸 보즈크르(Volkan
Bozkır) 터키 국회 외교위원장 당선
- 2021-22년 임기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
사국: 멕시코 등 5개국 선출
- 2021-23년 임기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멕
시코, 인도네시아 등 18개국 선출

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양 부처는 △WHO 등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논의 적극 참여, △지역 및 양자 차원에서의
보건안보 협력 제도화, △보건의료 ODA 확
대, △보건 산업 해외진출 확대 등에 있어 협
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쉍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와 세계적 전염병 발

외교부-보건복지부간 보건안보 업무협력
체계 강화 (2020-07-21)

생 주기 단축 등으로 보건안보 관련 국제협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 부처간 업
무협력 체계 강화는 우리의 외교 역량 및 국제

쉍 외교부와 보건복지부는 7.21.(화) 보건안보 관
련 양 부처 간 업무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기

보건안보 협력 증진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
로 기대한다.

존 업무협력 양해각서(2013.9월 체결)를 개정
하여 ‘보건안보 및 보건의료복지 분야 국제협
력 확대를 위한 외교부-보건복지부간 업무협
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우리나라, 유엔아동기금[UNICEF]
집행이사국 6회 연속 진출 (2020-07-22)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
관이 각각 서명

쉍 우리나라는 2020.7.21.(화) 유엔 경제사회이사

* 양 부처간 2013.9월 체결된 ｢보건의료복지

회(ECOSOC)에서 2021-23년 임기 유엔아동

분야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보건복지부와

기금(UNICEF)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외교부간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는 주

진출이 확정되어 2006년 이래 6회 연속* 집행

로 보건의료산업 분야 협력 및 해외진출촉

이사국을 수임하게 되었다.

진 관련 협력에 관한 내용임.

* 2006-08년, 2009-11년, 2012-14년, 2015-17
년, 2018-20년, 2021-23년

쉍 외교부와 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계

◦ UNICEF 집행이사회는 UNICEF의 주요 사업 및

기로 국제사회에서 급부상하는 보건안보 협력

행정에 대한 핵심의사결정기구로서 ECOSOC

사안을 선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대

에서 선출하는 36개국으로 구성되며, 이번 선

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여,

거에서는 총 14개 이사국 선출**

보건안보 분야가 양 부처간 주요 업무협력 사

** 우리나라, 미국, 네덜란드, 벨기에, 핀란드,

항이 될 수 있도록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개정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호주, 뉴질랜드, 카

하였다.

자흐스탄,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에티
오피아, 라이베리아

쉍 외교부와 복지부는 동 양해각서 개정을 통해

※ 유엔아동기금(UNICEF) : 전 세계 어린

보건의료 세일즈 외교 강화 등 기존 협력 분야

이를 차별없이 돕기 위해 설립된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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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기구로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

쉍 양국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국장급회담을

등을 위해 개도국 지원 사업 수행(2019

화상회의 형식으로 중단 없이 개최함으로써,

년 재원 규모 약 64억불)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
는 가운데, 양국간 해양경계획정 추진 관련 제

쉍 정부는 그간의 집행이사회 경험을 바탕으로,

반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하였다.

2021-23년간에도 집행이사국으로서 전 세계
아동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UNICEF 내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한-UNICEF 간 협력관
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아태지역 화상
협의회 개최 (2020-07-23)

◦ 최근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
리 정부는 UNICEF를 통해 방역 물품을 제공

쉍 정부는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7.23.(목) ｢유네

하는 등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해 코로

스코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권고문(이하 권고

나19 관련 인도적 지원 제공 중

문) 초안에 대한 논의를 위한 아태지역 화상

◦ 한편, 우리 정부와 UNICEF는 2004년부터 매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동 협의회는 7.24.

년 양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전 세계 아동

(금)까지 이틀에 걸쳐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의 복지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왔고,

에 관한 권고안 관련 △가치와 원칙, △정책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수인성질환･콜

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레라 예방 및 퇴치, △로힝야 난민 여성･소녀

※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규범 성안 관련 주요

지원, △무력분쟁하 아동 보호 등 다양한 협력

경과

사업 추진 중.

- 제40차 유네스코 총회 계기 인공지능 윤리
권고문(안)을 수립하기로 결정(‘19.11월)
- 권고문(안) 성안을 위한 특별 전문가 집단

한중 해양경계획정 국장급회담 개최
(2020-07-22)

(Ad-hoc Expert Group, 이상욱 한양대 교
수 등 전문가 24명) 구성(‘20.3월)
- 권고문(안) 작성을 위한 제1차 특별 전문가

쉍 한･중 해양경계획정 국장급회담이 7.22.(수)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집단 화상회의 개최(‘20.4.20.-24.)
◦ 서은지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은 개회사를

◦ 이번 회담은 지난해 7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

통해 “한국 정부가 4차산업혁명 시대 IT 선도

최된 제2차 차관급 공식회담과 10월 제6차

국가로서 인공지능 기술 뿐 아니라 윤리적인

국장급회담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것

측면도 함께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이다.

강조”하고, “한국은 동 권고문에서 강조하는

※ 수석대표: (한) 유기준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가치와 같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조화롭

(중) 왕샤오두(王･渡, Wang Xiaodu)

게 살 수 있도록’ 아태지역 등 다른 회원국들

외교부 황해업무대사

과 함께 연대와 포용의 길을 걸어 나가는 데

※ 우리측 대표단에는 외교부, 해양수산부 및
관계부처･기관 참석

기여하겠다,”고 했습니다.
◦ 정희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은 환
영사에서 “인공지능이 가져올 혜택이 두루 확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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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되고, 인공지능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지능 윤리 분야 논의를 지속 선도해나가는 계

인공지능 윤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유

기가 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네스코 아태지역 협의회를 통해 전문가, 시민
등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어

쉍 이번 회의는 아태지역 내 이해관계자들의 관

사람 중심의 포용적인 인공지능 시대로 나아

련 견해를 공유하고, ｢인공지능 국가전략｣과

가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국제사회 논의와의 연계성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을 뿐만 아니라, 향후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

쉍 이번 회의에는 아태지역 46개 회원국의 정부대

리 권고안 성안 과정에서 국내외 다양한 이해

표와 각국의 학계, 기업, 시민사회, 청년 등 다

관계자들과 협의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

양한 이해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여 유네스

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코가 주도하고 있는 인공지능 윤리 분야 권고
안 초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 유네스코, 동 권고문 초안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 아태지역 외에도 7~8월 중 각 지역 그
룹별로 화상 협의회 개최 예정

최성요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
의장 선출 (2020-07-27)

쉍 유네스코는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류의 삶에

쉍 주제네바대표부에 근무하는 최성요 참사관이

가져올 여러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2020.7.27.(월)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적인 인공지능 윤리규범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상계조치위원회(Committee on Subsidies and

2019년 제40회 유네스코 총회에서 권고안 제

Countervailing Measures)｣ 의장으로 선출되

정을 결의했습니다.

었습니다.

◦ 그에 따라 마련된 본 권고안 초안에서는 인공

◦ 최 참사관은 향후 1년간 164개 세계무역기구

지능 시스템이 인류, 개인, 사회 및 환경에 유

[WTO] 회원국이 제기하는 보조금 및 상계조

익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시스템에

치 관련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 의장직을 수행

관한 윤리적 가치, 원칙, 정책과제 등을 제시

할 예정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 유네스코는 각 지역별 협의회들의 결과를 반

쉍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는

영하는 등 여러 단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

상품무역이사회 산하 11개 위원회의 하나로,

쳐 2021년까지 최종 권고문을 마련할 예정입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니다.

관한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는 세계무역기구
[WTO] 정례기구입니다.

쉍 특히,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OECD

※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정부가 민간기

‘AI 권고안’(OECD AI recommendation) 마련

업에 지급하는 보조금 정의, 동 보조금으로

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데 이어,

인한 피해에 대한 상대국 정부의 상계조치,

◦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안 마련 논의 역
시 우리나라가 아태지역 협의회를 주최하는
등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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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대표적인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 김 前 총재는 최빈개도국 등 방역 체계가 취약

구제조치인 보조금 상계조치를 규율하며, 동

한 나라들에 대한 국제기구와 각 국가들이 개

협정 이행은 회원국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발협력 지원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관련 개발협력 노력을 평가하였으며, 한국의

쉍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및 의제의 새로운 진전 방안을 모색하는

방역 성과가 세계적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우리나라는 보조금상계조치위
원회 의장 진출을 통해 보조금의 무역왜곡 효

쉍 스티븐 월트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국제

과를 방지하기 위한 다자통상 규율을 강화하

관계학 교수는 코로나 이후 국제관계를 논의

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기여하게 될 것으

하면서, 코로나 위기 이전부터 노정되어온 변

로 기대됩니다.

화의 움직임이 코로나 이후 가속화될 것이라
고 전망하였습니다.
◦ 특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세계가 과거보다

해외 석학이 평가하는 한국의 방역 성과
(2020-08-11)

는 덜 개방적으로 변화할 것이며, 한국의 방역
대응 성과를 평가하면서 경제력을 위시한 영
향력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전이되고 있는 현

쉍 외교부는 해외 석학의 시선으로 본 코로나19
위기의 영향과 향후 시사점을 국내외 대중에

재의 흐름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게 소개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 해
외 석학에게 듣는다’ 라는 제목의 인터뷰 영상

쉍 외교부의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 해외 석학에

을 외교부 공공외교 유튜브 채널에 연재해오

게 듣는다’ 시리즈는 해외 석학의 통찰이 담긴

고 있습니다.

견해를 국내외 대중들에게 영상물 형태로 소

◦ 총 5편으로 기획된 해외 석학 대담 시리즈는

개할뿐 아니라, 해외 석학의 목소리를 통해 한

그간 ▴문화와 사회(기 소르망 前 파리정치대

국의 우수한 대응 사례를 자연스럽게 소개하

학 교수), ▴공동체･시민사회(마이클 샌델 하

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버드대 정치철학 교수), ▴미래전망(자크 아

※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 해외 석학에게 듣는

탈리 프랑스 미래학자)를 주제로 다루었으며,

다’ 인터뷰 영상은 유튜브 키워드 ‘석학과의

▴국제관계(스티븐 월트 하버드 케네디스쿨

대담’으로 검색하면 시청 가능.

국제관계학 교수), ▴보건･개발협력(김용 前
세계은행 총재) 영상을 8.11.(화) 게시하였습
니다.

외교부, 태평양 지역 불법어업 근절 사업
지원 (2020-08-21)

쉍 김용 前 세계은행 총재는 코로나19 현황을 평
가하고 기존 국제기구 지원 메커니즘 활용, 신

쉍 외교부는 8.20(목) 태평양도서국포럼*(Pacific

속 자금 조달 지원, 이타주의에 기초한 연대의

Islands Forum, 이하 PIF)과 한-PIF 협력기금

식 구축 등 향후 국제보건 협력강화를 위한 다

**을 활용한 ｢불법어업감시 후속사업***(2020-

양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23년, 총 240만불)｣ 기여약정을 체결하고,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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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도서국의 ‘불법･비보고･비규제(Illegal,

의 실질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 외교의 지평을

Unreported, Unregulated) 어업(이하 IUU 어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업)’을 근절하기 위한 레이더 위성 사업을 지

평가됩니다.

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태평양도서국포럼(PIF) : 태평양의 독립국
가 및 자치 지역간 지역 협의체(남태평양
16개국 및 2개 프랑스 자치령)로서, 1971
년 창설
** 한-PIF 협력기금 : 한-태평양도서국간 협력
사업 시행을 위해 2008년 설립(연간 150만
불 규모)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고위관리대화
(ROK-ASEAN Dialogue) 화상으로
개최 (2020-08-26)
쉍 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8.26.(수) 한국과 아세
안 10개국 간 연례 고위관리 협의체인 ‘한-아

*** 불법어업감시 후속사업(2020-23년, 총 240

세안 대화(Dialogue)’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

만불) : 이번 사업은 한-PIF 협력기금을 통

석, 에멀린(Emaleen Abdul Rahman Teo) 브루

해 기 실시된 ‘불법어업감시 사업(2015-19

나이 외교차관과 공동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년, 총 200만불)’의 후속사업으로, 태평양

코로나19 대응 및 극복을 위한 한-아세안 협력

도서국에 선박식별장치(AIS : Automatic

강화 방안 그리고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Identification System) 기지국을 설치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위성 AIS 정보를 연계･활용하여 불법어업
행위를 감시하는 사업

◦ 한-아세안 대화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외교
차관/차관보, 아세안 사무차장 등이 참석하는

◦ 이번 서명식은 조신희 주피지대사와 메그 테

연례 대화 채널로, 한국과 아세안 국가(한-아

일러(Meg Taylor) PIF 사무총장이 참여한 가

세안 대화조정국*)에서 매년 번갈아 가며 개

운데 피지 수바에서 개최되었는바, PIF측은

최해 왔다. 올해에는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

우리측 지원에 사의를 표하면서, 최근 코로나

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으로

19로 인해 태평양 지역 내 IUU 어업 감시 선

개최했다.

박 및 인원 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은 아세안 10개국이 3

가운데, 우리측 지원이 태평양도서국의 IUU

년마다 교대로 수임하며, 현 조정국은 브루

어업 근절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

나이(2018~2021년)

였습니다.
※ 태평양도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쉍 한-아세안 고위관리들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

IUU 어업행위로 인한 피해규모는 연간 6

고 한-아세안 간 ▵정치안보, ▵경제, ▵사회

억불 규모(남태평양어업회의기구, 2016)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이 내실 있게 이
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보건 분야

쉍 이번 우리측의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IUU 어
업 감시 지원 사업은 ▴IUU 어업 근절을 위한

협력 강화와 미래지향적인 역내 공조 및 교류
협력 지속 방안을 논의했다.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면서, ▴수산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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쉍 김 차관보는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제반

적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태평양도서국과

분야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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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고도화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평화와

의 조속한 대화 복귀 중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번영 공동체’를 실현하고, 작년 한-아세안 특

아세안 국가들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노

별정상회의 참석국 정상들이 합의한 협력사항

력 및 당사국간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고 했다.

를 확고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 무엇보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도전요인으

◦ 우리측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협의체들이 역

로 비전통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

내 평화 안정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짐에 따라, 대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 초국

있음을 평가하면서, 작년 아세안이 발표한 ‘인

가범죄, 기후변화와 환경, 재난관리 등에 대한

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OIP)*’에

협력 강화 방안이 폭넓게 협의되었으며, 여성,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특히 동 관점에서 핵심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

원칙으로 제시된 ▵아세안 중심성, ▵개방성,

원을 강화하기 위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

▵투명성, ▵포용성, ▵규칙 기반 질서를 존중

의했다.

하는 방향으로 역내 협력을 이끌어 나가야 한

◦ 또한 한국판 뉴딜정책 등 코로나19 이후 경제

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면서,

*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 인도

역내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보장의 중요성

태평양 지역 협력 방향에 대한 아세안 차원

을 강조하고, 디지털 경제 협력 강화 및 소상

의 단일 입장 모색 결과로, 2019.6월 아세안

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노력을 통해 한-

정상회의 계기 채택

아세안의 동반 경제 회복과 발전에 도움이 되
기를 기대했다. 그 밖에도 스마트시티, 연계성

쉍 김 차관보는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

등 여타 경제 분야 공동 관심사안에 대해서도

거에 출마한 우리측 후보유명희 산업통상자원

심도 깊게 논의했다.

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 사회문화 협력 관련, 코로나19로 인적교류가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비대면･온라인 방식을

요청하였다. 아세안측은 이에 대해 한국에서
유능한 후보를 제시해 준 것을 평가하였다.

대안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교류 및 공공외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코로나

쉍 한-아세안 고위관리들은 금번 회의시 논의된

19 상황의 진전이 이루어지는 대로 철저한 방

내용이 하반기에 예정된 외교장관회의 및 정

역을 바탕으로 교류 및 관광 정상화를 위한

상회의를 통해 구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나가자는데 공감대를 이루었다.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쉍 주요국간 경쟁구도가 지역 정세에도 영향을 미
치고 있는 상황에서, 참석자들은 한국과 아세
안 국가들의 협력과 건설적 역할이 더욱 중요

팬데믹 이후의 세계 : 지정학적 경쟁과
다자주의의 역할 (2020-08-27)

해졌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반도 정세 및 역내
지역협력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쉍 국립외교원은 8월 31일(월) 및 9월 1일(화)에

◦ 한반도 정세 관련, 우리측이 ▵남북미 정상 간

걸쳐 ‘팬데믹 이후의 세계: 지정학적 경쟁과 다

합의사항 및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과 ▵북한

자주의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2020 외교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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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국제문제회의[2020 IFANS Conference

국제질서의 대안을 설파해 온 아미타브 아차

on Global Affairs]｣웨비나를 개최한다.

리아(Amitav Acharya) 미국 아메리칸대 교수,
▲유럽통합의 과거와 미래에 천착해 온 타냐

쉍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는 코로나

뵈어젤(Tanja A. Börzel) 독일 베를린 자유대

19 팬데믹 시대 ▲지정학적 경쟁의 격화, ▲다

교수, ▲ 아세안을 대표하는 저명한 외교관 마

자주의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제적 논

티 나탈레가와(Marty Natalegawa) 인도네시

의의 확산,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이

아 전 외교부 장관, ▲한국의 미중관계 연구

세계질서와 미중 경쟁에 미칠 가능성에 주목

권위자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 등이 참여하

하고 있다.

여 다양한 시각에서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통찰력 있는 격론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쉍 이러한 배경 하에 ｢2020 IFANS 국제문제회의｣
에서는 ▲팬데믹 이후 미중 경쟁 추이와 이에

쉍 제2세션에서는 오영주 외교안보연구소장이 사

대응하는 다자주의의 역할을 진단하고 ▲국제

회를 맡는다. ▲이신화 고려대 교수, ▲이승주

현안으로 대두된 다자주의의 재건 과정에서

중앙대 교수,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

중견국 한국의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연구위원,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김태환 국립외교원 교수 등 다자외교 문제

쉍 동 회의는 ▲8월 31일(월) 20시 기조연설(강경

의 최고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변화

화 외교부 장관) 및 제1세션(주제: 팬데믹 이후

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중견국 한국의 역할 확

세계질서의 재구성과 다자주의의 역할 회복)

대와 국제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과, ▲9월 1일(화) 10시 제2세션(주제: 지정학

진행할 예정이다.

을 넘어서: 다자주의 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역
할)으로 진행된다.

쉍 국립외교원은 ｢IFANS 국제문제회의｣의 연례
개최를 통해 주요 외교 문제에 대한 국내외 석

쉍 제1세션은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사회를 맡

학의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의 외교

는다. 토론자로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이

정책 방향과 국제사회에의 기여 방안을 지속

론가로 저명한 존 아이켄베리(John Ikenberry)

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아시아적 시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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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제법률국 국제법 소통
❚ 기간 : 2020. 6. 1. ~ 2020. 8. 31. ❚

- 자세한 내용 및 기타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 [외교정책 > 조약･국제법 > 국제법 소통] 게시판 참조
O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논의 현황 (2020-06-26)
O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관할권 관련 사건(바레인,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UAE v. 카타르)
에 대한 ICJ 판결 선고 (2020-07-17)
O ‘국가책임 관련 국가승계’에 대한 ILC 특별보고관 4차 보고서 (2020-07-20)
O 유엔헌장 제102조(조약 등록) 이행 규정 (2020-08-14)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BBNJ) 논의 현황 (2020-06-26)

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해양보호구
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이전 등 핵심 의제에 있어

유엔 차원의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
양성(BBNJ: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서 여전히 서로 다른 입장에 기반한 문안들이 제
안되고 있습니다.

National Jurisdiction) 보존 및 지속가능 이용에 관
한 협정 마련 논의는 2004년에 본격적으로 시작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공해자유의 원

되었으며, 2006-2015년간 9차례의 작업반회의와

칙에 근거하면서도 공해상 해양생물다양성의 보

2016-2017년간 4차례의 준비위원회에 이어 2018

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합리적 협력 및 규

년부터는 정부간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 체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제시해

까지는 3차례의 정부간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제4

왔습니다. 이익공유의 범위, 해양보호구역 설정

차 회의는 원래 금년 3월말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

권한과 절차 관련 지역기구 설립 문제 등 핵심 의

이었으나 COVID-19 등으로 인해 일단 8월로 연

제의 여러 세부 쟁점에 대해 입장이 다른 국가들

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8월 개최 가능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진전된 문안들을 지속

여부도 다소 불확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제시하면서 여러 나라의 대표단들과 별도 양자협
의를 갖는 등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최종 타결이

정부는 그간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부 및 관련 연

가능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

구기관들간의 협의 하에 과학계･산업계･환경단체

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마치 우리 정부가 해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이 협정 성안을 위한 논의

양환경보호구역 설정에 반대하며 협상 과정에서

에 적극 참여해왔습니다.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을 근간으로 하는 기존 국제해양법 체제 하에서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실효성있는 규범 도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
다. 이 협상의 여러 쟁점에 있어서 국가간 커다란

정부는 제4차 정부간회의를 통해 올바른 협상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익

타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면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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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문가그룹들과의 소통도 지속해나갈 예정입
니다.

우선, 바레인 등 4개국의 자국 영공통과 금지
조치의 합법성 등은 ICAO 이사회 권한 범위를 넘
어선다는 주장에 대해, ICJ는 일부 시카고협약 범
위 밖의 사안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관할권 관련 사건
(바레인,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UAE v.
카타르)에 대한 ICJ 판결 선고
(2020-07-17)

전반적으로 ICAO 이사회의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난 7월 14일 바레인,

신청의 전제조건인 충분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UAE 4개국이 ICJ에 제

았다는 주장에 대해, ICJ는 ICAO 안팎에서 수차

기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의 결정 관

례 교섭이 시도되었으며, 이러한 교섭을 통한 해

련 소송 2건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ICAO에 분쟁해결이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카고협약 제84조 및 국제항공업무통
과협정 제2조2절상 ICAO 이사회 분쟁해결절차

신청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사건명 : △Appeal Relating to the Jurisdiction
of the ICAO Council under Article 84 of the

또한, ICJ는 ICAO 이사회가 적법절차 원칙을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근본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Bahrain, Egypt, Saudi Arabia and United
Arab Emirates v. Qatar), △Appeal Relating to

자세한 내용은 ICJ 홈페이지(http://www.icj-cij.

the Jurisdiction of the ICAO Council under

org/en/contentious-cases)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

Article II, Section 2, of the 1944 International

시기 바랍니다.

Air Services Transit Agreement(Bahrain, Egypt
and United Arab Emirates v. Qatar)
카타르는 2017년 10월 바레인, 이집트, 사우디

‘국가책임 관련 국가승계’에 대한 ILC
특별보고관 4차 보고서 (2020-07-20)

아라비아, UAE가 카타르 항공기에 대해 실시한
자국 영공통과 금지 등의 조치가 국제민간항공협

2017년 국제법위원회의 작업주제로 채택된 ‘국

약(시카고협약)을 포함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ICAO

가책임 관련 국가승계’(Succession of States in

이사회에 분쟁해결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respect of State Responsibility)의 제4차 보고서가

바레인 등 4개 국가는 ICAO 이사회가 동 사안을

지난 5월 회람되었습니다.

다룰 권한이 없다는 항변을 제기하였으나, ICAO
이사회는 2018년 6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바

동 의제의 특별보고관은 Pavel Šturma 위원(체코)

레인 등 4개국은 2018년 7월 ICAO의 결정에 불

으로, 제1차~제3차 보고서를 통해 일부 초안 조항

복하는 소송을 ICJ에 제기하였습니다.

(범위, 용어, 승계국의 일방선언, 분리독립/신생독
립국/영토일부이전/국가통합/분열, 선행국이 존속

ICJ는 다음과 같이 바레인 등 4개국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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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국가승계, 외교적 보호 등)을 제안하였
습니다. 이번 제4차 보고서 특별보고관은 국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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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국가승계에 있어 배상형식, 중단･재발방지

이후 승계국이 여사한 위법행위로 인한 수

의무에 대한 검토와 함께 관련 초안(제17조, 제18

혜를 입고 있는 경우 피해국은 승계국에 보

조, 제19조, 제7조bis)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고서

상 청구 가능

주요 내용 및 관련 초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③ 상기 1항 및 2항은 선행국과 승계국 간 합의
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1) 배상 형식
◦ (원상회복) 배상의 1차적 형태는 원상회복(restitution)이며 구체 형태로서 ① 물리적 회복 ②
법적 회복이 존재하나, 국가책임초안 제35조에
따르면 원상회복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과도한 부담이 따를 경우 예외가 가능하
듯이 때로는 유연한 접근을 요함.
- 특별보고관 제안 초안 제16조(원상회복)
① 선행국이 존속하며, 원상회복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행국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
② 원상회복 성격상 승계국만이 원상회복할 수
있는 경우(또는 승계국의 참여가 필요한 경
우) 피해국은승계국에 원상회복 청구 가능
③ 상기 1항 및 2항은 선행국과 승계국 간 합의
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④ 승계국은 자국 영토 및 개인이 선행국에 대한
위법행위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는 경우 위법

④ 승계국은 선행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자국이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영향을 계
속해서 받고 있는 경우 선행국에 대해 위법
행위를 행한 국가에 대해 보상 청구 가능
◦ (만족) 비물질적 손해의 경우 국제법상 만족
(satisfaction)의 형식으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구체형태로는 사죄, 유감 표명, 사고원
인 조사, 기금 조성, 개인에 대한 징계･형사 조
치 등이 포함됨.
- 특별보고관 제안 초안 제18조(만족)
① 선행국이 존속하는 한, 원상회복 또는 보상
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행국이 피
해국에 만족의 의무 부담
② 1항은 승계국측의 국제법상 범죄행위 기소
등 적합한 만족 제공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2) 중단･재발방지의무

행위를 행한 국가에 대해 원상회복 청구 가능
◦ (중단) 위법행위가 계속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
◦ (보상) 보상(compensation)은 널리 활용되는 배상

선행국･승계국이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

의 형태로서 금전보상 뿐 아니라 현물보상도 가

는 범위 내 중단의 의무가 발생(국가책임에 대

능하며, 보상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완전한 보

한 일반원칙이 그대로 적용)

상, 인과관계, 피해국의 기여 고려, 형평”의 4가
지 원칙이 국가승계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

◦ (복합행위에 대한 책임) 상기 계속적 위법행위
외에도 단일 행위(또는 부작위)가 축적되어 하나

- 특별보고관 제안 초안 제17조(보상)

의 큰 위법행위를 구성하는 복합행위(composite

① 선행국이 존속하는 한, 원상회복으로 충분하

acts)에 대해서도 중단의 의무가 적용될 수 있는

지 않은 경우 선행국이 보상 책임을 부담

바, 이 경우 원칙적으로 선행국･승계국이 각각의

② 선행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국가승계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국가책임의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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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이 적용되나 계속적 위법행위와는 다른

금년 ILC 회기가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어 있

성격도 일부 존재하는 바, 새로운 조항이 필요함.

는 상황으로, 향후 ILC 회기가 재개되면 동 보고
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특별보고관 제안 초안 제7조 bis(복합행위)
① 위법행위가 복합행위인 경우 (동 행위를 한)
선행국･승계국의 책임이 수반되며, 어떤 행
위가 다른 행위와 함께 선행국 또는 승계국

유엔헌장 제102조(조약 등록) 이행 규정
(2020-08-14)

의 위법행위를 구성하기 충분한 경우 동 국
가는 자국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

2018년 제73차 유엔총회에서는 유엔헌장 제

② 다만, 승계국의 최종 행위 후에야 위법행위

102조(조약 등록) 관련 그간의 관행 및 기술 발전

가 발생하는 경우 첫 번째 행위가 시작되고

등을 반영하여, “유엔헌장 제102조 이행” 규정을

행위가 반복되어 의무위반 상태가 지속되는

수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바 있으며,

전 기간에 대해서 국가책임이 발생

지난 7월 이에 대한 유엔사무총장 보고서가 회람

③ 상기 1항 및 2항은 선행국 또는 승계국이 행

되었습니다.

한 단일행위가 국제의무를 위반하여 발생되
는 국가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UN헌장 제102조에 따른 조약등록: 국제연합
회원국이 체결하는 모든 조약과 모든 국제협

◦ (재발방지 의무) 국가책임초안 제30조 (b)에 따
르면 위법행위를 한 국가는 배상만으로는 피해

정은 사무국에 등록이 요구되며 사무국에 의
하여 공표됨.

국을 충분히 구제하지 못하는 등 필요한 경우 재

※ 유엔헌장 제102조 이행 규정(Regulations to

발방지의무를 부담하는 바, 이는 국가승계 상황

give effect to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에도 적용되며 특히 국내법 또는 행정적 관행으

the United Nations) : 1946년 유엔총회에서

로 인한 위법행위로서 추후 선행국의 부속기관

채택되었으며,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 유엔

이 승계국에 속하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헌장 제102조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등록
대상, 절차, 제출자료 등을 명시

- 특별보고관 제안 초안 제19조(재발방지 의무)
① 선행국이 존속하는 경우 선행국은 여건상 요

이 보고서는 조약 등록 및 발간의 중요성을 재

구되는 경우 국가승계 이후라도 재발방지의

확인하며, 조약 등록 요건 명확화, 조약 등록 과정

무를 부담

에서 전자적 자원 활용 촉진, 등재된 조약의 영어

② 위반대상이 된 의무가 국가승계 이후에도 승
계국과 여타 국가 간 효력을 유지하고 여건

또는 프랑스어 번역 문제 등에 대한 각국 제안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상 재발방지가 요구되는 경우,
(a) 선행국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국은 승계

아울러, 우리나라는 유엔헌장 제102조에 근거하

국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보장

여 체결된 조약을 유엔에 등록하고 있으며, 등록된

조치 청구 가능

조약은 유엔 조약 모음 웹사이트(United Nations

(b) 피해국의 승계국은 가해국에 대해 재발방
지를 위한 적절한 보장조치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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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y Collection / http://treaties.un.org)에서 확
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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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oyo (Sciences Po, Paris), invite applications from

and efficacy. Juliane Kokott delivers the keynote

researchers including students in the final phase of

and senior scholars provide individual feedback to

their doctoral studies, holders of advanced degrees

each participant.

in law, political science, or other related disciplines,

보다 자세한 내용은

early-stage professors and legal practitioners. Appli-

https://www.ivr.uzh.ch/en/yels.html를 참고.

cants should identify the specific topic on which they
intend to write. The best articles will be included in

○ Call for Abstracts: Ius Commune Research
School.
The 25th Ius Commune Annual Congress will

a book to be published in the fall of 2022. All
applicants are required to register online via the
appropriate registration form.

host a workshop on Constitutional Processes in the

보다 자세한 내용은

Global Legal Order in Maastricht on 26 November

https://www.hagueacademy.nl/를 참고.

2020. This year’s theme will be ‘The Rule of Law in
International Decision-Making’. Abstracts (500 words)
can be submitted until 1 August. If your abstract is

○ Call for Applications: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Online Session

chosen by the workshop committee, you will have a

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is

chance to give a presentation in the workshop which

currently accepting applications for an entirely online

will gather many international law experts, academics

session of its Centre for Studies and Research. This

and researchers. Please do not hesitate to get in

session will take place between 1 September 2020

contact for any further information.

and 1 June 2021, on the theme of Epidemics and

보다 자세한 내용은

International Law. The working language will be

http://www.iuscommune.eu/html/announcement

English. The Directors of Research invite applications

s/2020/Call_for_Papers_workshop_Constitutional_

from researchers including students in the final phase

Processes_in_the_Global_Legal_Order.pdf를 참고.

of their doctoral studies, holders of advanced degrees

www.mofa.go.kr

191

| 국제법 관련 국제회의 및 국제학술아카데미 안내 |

in law, political science, or other related disciplines,

Centre for Counter-Terrorism (ICCT – The Hague)

early-stage professors and legal practitioners. Selected

is happy to announce that registrations are now open

participants will each write an article on a sub-topic

for the 10th edition of their Advanced Summer

related to the overall theme of Epidemics and Inter-

Programme on Terrorism, Counter-Terrorism and

national Law. The research work will start in September

The Rule of Law. This year, the programme will

2020 and the articles should be finalized in April/

take place entirely online. In 2020, the lectures will

May 2021. The best articles will be included in a

focus on issues such as modus operandi of jihadi

book to be published in approximately August 2021.

terrorist organisations, drones and the individualisation

Applications can be sent in between 1 July and 1

of war and whether terrorism works. Lectures will

September 2020, although as the Academy expects to

be recorded and available for a short period after for

receive a large number of applications, the deadline

those who have missed them. The programme also

might close on 1 August 2020.

features two virtual study visits: Europol and Eurojust.

보다 자세한 내용은

The Programme will take place at the end of August and

https://www.hagueacademy.nl/programmes/cen

participants will receive a Certificate for Completion.

tre-for-studies-and-research-online/programme/를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https://www.asser.nl/about-the-institute/asser-to
day/online-course-advanced-summer-programme-

○ U.S. German Summer Law School
The Faculty of Law at JLU Giessen and the

on-terrorism-counter-terrorism-and-the-rule-of-la
w/를 참고.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are looking
forward to host students from all over the world for

<기타 안내>

the 12th U.S.-German Summer Law School. Join
of Emergency, Crises. Attend either one or both

○ Virtual Training at BIICL Autumn 2020
During Autumn 2020 BIICL training will be

courses o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moving to the virtual space allowing global acces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mprove your

to its courses and addressing the practical constraints

German by participating in a German language course,

brought on by COVID-19. The virtual course format

earn up to 5 ECTS credits and next to it, exchange

will consist of a series of sessions in which live

views with lecturers and fellow students from all

teaching is offered via Zoom. Participants will be able

around the world.

to interact with the tutors and amongst themselves

the new online program on Armed Conflicts, State

보다 자세한 내용은

on screen. Courses available at BIICL this Autumn:

http://intlaw-giessen.de/summer-schools-main/u

Law of the Sea – starts 9 September; Public Inter-

s-german-summer-law-school/를 참고.

national Law in Practice – starts 29 September;
Business and Human Rights – starts 7 October; and,

○ Advanced Summer Programme on Terrorism
Counter-Terrorism and The Rule of Law. The TMC
Asser Institute in collabo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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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Change Law – starts 19 October.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iicl.org/training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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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Research Paper Writing
Competition, 2020
Kathmandu School of Law Review, Amnesty

○ Kirimli Dr. Aziz Be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Moot Court Competition
and Advanced Summer School

International Fusion Youth Network and Cognition

Istanbul Center of International Law (ICIL) and

Club are together organising the “International

Türk Kızılay (Turkish Red Crescent), with the con-

Research Paper Writing Competition, 2020” on the

tributions of the ICRC, will be hosting the 1st edition

theme of “International Order Post COVID-19”.

of Kirimli Dr. Aziz Bey International Humanitarian

The top three research papers will be published in

Law Moot Court Competition and Advanced Summer

Kathmandu School of Law Review and will also

School. The advanced summer school will consist

receive prize money. Last date to submit a paper is

of 8 lectures in August and the competition will take

5 August 2020.

place between 7-11 September 2020. Limited financial

보다 자세한 내용은

assistance is applicable to teams in financial hardship.

https://www.ejiltalk.org/announcements-interna

Due to the recent COVID-19 outbreak, all the activities

tional-research-paper-writing-competition-virtual-

will be online. The competition will be one of the

international-confluence-of-academicians-cfa-for-

first fully online moot court competition in IHL. The

the-editorial-board-of-asia-blogs/를 참고.

deadline for applications is 17 July 2020 (until 1
July 2020, there is an early-bird discount).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icil.org.tr/azizbeyihl/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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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유엔의 주요 일정과 향후 지속 또는 개최 예정인 유엔의 주요
일정을 소개합니다. 유엔의 모든 일정에 대해서는 유엔 홈페이지 뺷Calendar of Conferences and Meetings뺸
(https://conf.un.org/DGAACS/meetings.nsf)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표 관련 정보는 날짜 및/또는 장소와 관련하여 법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유엔사무국에 의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관계로 유엔 회의 일정에 많은 변경이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별 공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10월
• Extraordinary sessions of the subsidiary bodies of the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Vienna, 1-2 October.
• General Assembly, First Committee, Seventy-fifth session, New York, 1 October-5 November.
• General Assembly, Fourth Committee, Seventy-fifth session, New York, 1 October-12 November.
• General Assembly, High-level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on the occasion of the twenty-fifth
anniversary of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New York, 1 October.
• General Assembly, Third Committee, Seventy-fifth session, New York, 1 October-20 November.
• General Assembly, Commemoration of the International Day for the Total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New York, 2 October.
• CTBTO, Advisory Group, 55th session, Vienna, 5-8 October.
• General Assembly, Second Committee, Seventy-fifth session, New York, 5 October-25 November.
• General Assembly, Sixth Committee, Seventy-fifth session, New York, 5 October-19 November.
• Human Rights Committee, pre-sessional Working Group on Communications, 130th session, Geneva, 5-9
October.
•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Twenty-seventh session, Geneva, 5-9 October.
• ICSC, Ninetieth session, Geneva (WIPO Headquarters), 5-16 October.
• UNCITRAL, Working Group III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Reform), Thirty-ninth session, Vienna,
5-9 October.
• UNHCR, Executive Committee, Seventy-first session, Geneva, 5-9 October.
• United Nations Voluntary Fund for Victims of Torture, Board of Trustees, Fifty-second session, Geneva,
5-9 October.
•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Fifty-third session, New York, 7 October-24 November.
• Human Rights Council, Expert Mechanism on the Right to Development, Second Session, Geneva, 7-9
October.
•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Twenty-sixth session, Part II, Kingston, 7-16 October.
• Human Rights Council, intersessional forum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ocial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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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elfth session, Geneva, 8-9 October.
•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Pre-session Informal Consultations, Vienna, 9 October.
•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Tenth
session, Vienna, 12-16 October.
• Human Rights Committee, 130th session, Geneva, 12 October-6 November.
• Human Rights Council,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Durban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Eighteenth session, Geneva, 12-23 October.
•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girls, Twenty-ninth session,
Geneva, 12-16 October.
• UNEP, Annual Subcommittee of the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Seventh session, Nairobi,
12-16 October.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orking Group on Communications
under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Forty-eighth session, Geneva, 14-16 October.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orking Group on Communications
under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Forty-eighth session, Geneva, 14-16 October.
•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pre-sessional working group, Sixty-seventh session,
Geneva, 19-23 October.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Seventy-seventh session, Geneva, 19
October-6 November.
•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Situations, Twenty-sixth session, Geneva, 19-23 October.
• UNCITRAL, Working Group IV (Electronic Commerce), Sixtieth session, Vienna, 19-23 October.
• Committee of Expert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ax Matters, Twenty-first session, Geneva, 20-23
October.
• States Parties to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Eighth session, Geneva, 22 October.
• 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to elaborate a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with respect to human rights, Sixth session, Geneva, 26-30
October.
•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 129th session, Vienna, 27 October-13 November.
• UN-Habitat, Executive Board 2nd 2020 regular meeting, Nairobi, 27-28 October.
• CTBTO : Working Group A, 58th session, Vienna, 28-30 October.
• Security Council, Governing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Compensation Commission, established
pursuant to Security Council resolution 692 (1991), Eighty-seventh session, Geneva, 28 October.
• Advisory Committee on the United Nations Programme of Assistance in the Teaching, Study,
Dissemination and Wider Appreciation of International Law, Fifty-fifth session, New York, October.
• General Assembly, Fifth Committee, Seventy-fifth session, New York, October/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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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ted Nations System Chief Executives Board for Coordination, Second regular session, New York,
October/November.

2020년 11월
• Human Rights Council, Open-ended Working Group on the Right to Development, Twenty-first session,
Geneva, 2-6 November.
•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Thirty-sixth session, Geneva,
2-13 November.
• United Nations Pledging Conference for Development Activities, New York, 2 November.
• 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Sixty-seventh session, Vienna,
2-6 November.
• UNITAR, Board of Trustees, Geneva, 5-6 November.
• Committee against Torture, Seventieth session, Geneva, 9 November-4 December.
• Committee against Torture, Subcommittee on Prevention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Forty-second session, Geneva, 9-13 November.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pre-sessional working group,
Seventy-ninth session, Geneva, 9-13 November.
• Conference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to Protocol V to the 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ed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 Fourteenth Conference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Geneva, 9 November.
• Annual Conference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to Amended Protocol II to the 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ed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 Twenty-second annual conference, Geneva, 10
November.
• Annual meeting of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ed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 Meeting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Geneva, 11-13 November.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102nd session, Geneva, 16 November-4
December.
• Conference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Implementation
Review Group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Second resumed eleventh session,
Vienna, 16-18 November.
• Conference on the establishment of a Middle East zone free of nuclear weapons an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nual session, New York, 16-20 November.
• Conference on the establishment of a Middle East zone free of nuclear weapons an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nual session, New York, 16-20 Nov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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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man Rights Council, Forum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Ninth session, Geneva, 16-18 November.
•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Eighty-ninth session, Geneva, 16-20
November.
• IAEA Board of Governors : Technic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Committee, Vienna, 16-18 November.
•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Stockpiling, Production and Transfer of
Anti-personnel Mines and on Their Destruction, Eighteenth meeting, Geneva, 16-20 November.
• WFP, Executive Board, Second regular session Rome

16-20 November.

• Human Rights Council, Forum on Minority Issues, Thirteenth session, Geneva, 19-20 November.
• IAEA, Board of Governors, Vienna, 19-20 November.
• Intersessional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on Preparations for the Special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against Corruption, Vienna,
19-20 November.
• UNEP,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152nd meeting, Nairobi, 19 November.
•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f Experts on People of African Descent, Twenty-sixth session,
Geneva, 23-27 November.
•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the use of mercenaries as a means of violating human rights and
imped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peoples to self-determination, Forty-first session, Geneva, 23-27
November.
•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Second Review Conference, Geneva, 23-27
November.
• UNIDO: Industrial Development Board, 48th session, Vienna, 23-25 November.
• United Nations voluntary trust fund on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Board of Trustees, Twenty-fifth
session, Geneva, 23-27 November.
• CTBTO, Preparatory Commission-55th session, Vienna, 25-27 November.
• Human Rights Council, Forum on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Third session, Geneva,
26-27 November.
• Human Rights Council, Expert Mechanism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Thirteenth session,
Geneva, 30 November-4 December.
•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f Experts on People of African Descent, Twenty-seventh session,
Geneva, 30 November-4 December.
• Panel of External Auditors of the United Nations, the Specialized Agencies an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Sixty-first regular session

Paris, 30 November-1 December.

• Subcommittee of Expert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Fifty-seventh session, Geneva, 30
November-8 December.
• United Nations Staff Pension Committee, New York, Nov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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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 Board of Auditors, Fiftieth special session (1 meeting), Paris, 1 December.
• Committee on the Exercise of the Inalienable Rights of the Palestinian People, Special meeting in
observance of the International Day of Solidarity with the Palestinian People (1 meeting), New York, 1
December.
• General meeting on cooperation between the representatives of the secretariat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and the General Secretariat of the League of Arab States and its specialized organizations, Geneva, 1-3
December.
• Meeting of the Experts of the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Bacteriological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Geneva, 1-10
December.
• Ad Hoc Committee of the General Assembly for the Announcement of Voluntary Contributions to the
Programm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Pledging Conference, Geneva, 2
December.
•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twenty-ninth session, Vienna, 3 December.
•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and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Joint meetings
of the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reconvened sixty-third session, and the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reconvened twenty-ninth session, Vienna, 3 December.
•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Reconvened twenty-ninth session, Vienna, 4
December.
•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Reconvened sixty-third session, Vienna, 4 December.
• Assembly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Nineteenth session, New York, 7-17
December.
• Executive Board of UNDP/ UNFPA/UNOPS, Election of Bureau, New York, 7 December.
• General meeting of the organizations and agencie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and the 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operation and its subsidiary organs, Geneva, 7-9 December.
• UNCITRAL, Working Group V (Insolvency Law), Fifty-seventh session, Vienna, 7-11 December.
• United Nations Voluntary Fund for Indigenous Populations, Board of Trustees, Thirty-fourth session,
Geneva, 7-11 December.
• Meeting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Bacteriological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Annual session,
Geneva, 8-11 December.
• UN-Habitat, Executive Board 3rd 2020 regular meeting (to be confirmed), Nairobi, 8-10 December.
• Independent Audit Advisory Committee, Fifty-second session, New York, 9-11 December.
• Subcommittee of Experts on the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Thirty-ninth session, Geneva, 9-11 December.
• Committee of Expert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and on the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19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20, Vol.19, No.3 (통권 제58호)

| 국제법 관련 유엔 향후 일정표 |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Tenth session, Geneva, 11 December.
•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advancing responsible State behaviour in cyberspace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 Third session, Geneva, 14-18 December.
• Group of Independent Eminent Exper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Durban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Seventh session, Geneva, 14-18 December.
• UNCITRAL, Working Group VI (Judicial Sale of Ships), Thirty-seventh session, Vienna, 14-18 December.
• United Nations Dispute Tribunal, Nairobi,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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