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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조건부 동의*

1)2)

 鄭 印 燮**

요 약

  헌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된 조약의 체결에는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다. 그

다면 국회는 헌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된 조약에 한 동의권을 행사할 때 정부

가 제출한 조약 동의안에 하여 오직 찬반 의결만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국회 

나름 로 일정한 조건을 첨가하거나 동의안의 내용 변경을 시도할 수 있는가? 

이 에 하여는 헌법은 물론 국내 법률상으로 아무런 규정이 없고, 학설과 

행에 맡겨져 있다. 특별히 이 에 한 사법부의 단이 내려진 바도 없다. 그

러나 이 문제는 그간 국내 학계에서 본격 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 다. 

  본 논문은 조약 체결에 한 입법부의 조건부 동의의 유형을 수정 조건부 동

의, 유보 조건부 동의, 해석선언 조건부 동의, 부  조건부 동의로 구분하고, 그 

각각에 한 국회의 조건 첨부가 가능한지, 조건 첨부의 법  효과는 무엇인지

를 분석하 다. 단순히 법이론  분석에 그치지 않고, 이제까지 국회 동의의 실

례와 비교법  분석을 병행하 다. 이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조약의 내용 자체를 수정하라는 조건부 동의는 성격상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동의거부로 간주하여야 한다. 

  유보와 련하여 국회는 정부 동의안상의 유보내용을 변경함은 물론 삭제와 

추가도 가능하다. 국회 동의가 성립된 이후 정부는 임의로 유보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다. 국회 동의를 받아 첨부한 유보를 정부가 철회하기 원하는 경우 철회 

상이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회 동의의 상이면 국회의 철회 동의를 받

아야 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부가 재량 으로 철회할 수 있다. 

  국회는 일정한 해석선언의 첨부를 조건으로 조약 동의를 할 수 있다. 

  국회는 조약 동의시 이의 국내  이행과 련된 각종 부 조건을 첨부할 수 

있다. 

  이상 국회가 조약 동의시 첨부하는 조건은 그 명칭이나 내용과 계없이 정부

에 하여 법  구속력을 갖는다. 

주제어: 조약, 국회 동의, 유보, 해석선언

 * 이 글을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8학년도 학술연구비의 
보조를 받았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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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헌법 제60조 제1항은 “상호원조 는 안 보장에 한 조약, 요한 국제조직

에 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 는 입법사항에 한 조약”의 체

결⋅비 에 하여 국회는 동의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 으로 조약

을 교섭하고 체결하는 권한은 행정부가 행사하지만, 일정한 조약의 체결에 한 

입법부의 여는 정도의 차이만 있지 범세계  상이기도 하다. 그 다면 국회

는 헌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된 조약에 한 동의권을 행사할 때 정부가 제출

한 조약 동의안에 하여 오직 찬반 의결만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국회 나름

로 일정한 조건을 첨가하거나 동의안의 내용 변경을 시도할 수 있는가? 이 

에 하여는 헌법은 물론 국내 법률상으로 아무런 규정이 없고, 학설과 행에 

맡겨져 있다. 특별히 이 에 한 사법부의 단이 내려진 바도 없다. 
학설과 행에 맡겨져 있다고 하지만, 이 문제는 그간 국내 학계에서 본격

으로 검토되지 못하 다. 자연 과거 실례에 한 조사도 없었다. 오직 국회가 

조약에 한 수정동의를 할 수 있느냐 여부에 하여만 간략한 이론  검토가 

있었을 뿐이다. 사실 외국에서는 조약 상 방과의 추가 합의가 필요한 조약 수

정을 의회가 요구하는 사례는 드물다.1) 그런 경우에는 통상 동의를 거부한다. 

1) 이에 대한 예외가 미국이다. 미국 헌법에 상원의 조약 동의 시 일정한 조건을 첨부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한 조항은 없으나, 미국에서는 독립 전쟁을 마무리 짓는 Jay 조약
에 대한 1795년 상원의 동의 이래 조약에 각종 조건을 첨부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 
관행으로 확립되었다. M. Glennon, “The Constitutional Power of the United States Senate 
to Condition Its Consent to Treaties”, S. Riesenfeld & F. Abbott, Parliamentary Partici-
pation in the Making and Operation of Treaties(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4), 
p.224(이하 이 책은 Parliamentary Participation(전게주 1)로 약칭한다). 오늘 날 미국은 
상원의 조약 동의시 개정, 유보, 양해, 선언, 단서 등 다양한 유형의 조건부 동의를 할 
수 있다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Library of Congress), 
Treaties and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Senate(106th 
Congress 2d Session)(2001), pp.7-11, 125-126. 위에 지적된 유형 중 일반적으로 익숙하
지 않은 개념인 양해 이하에 대하여만 간단히 설명한다. 양해(understandings)란 조약 
내용 자체의 수정이나 배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조약 내용을 명확히 하거나 구
체화하는 일종의 해석선언이다. 상원의 해석이 조약 당사국간의 합의된 내용과 일치
하는 경우는 별 문제가 없지만, 양해를 통하여 추가된 내용이 상대국에게는 조약 내
용의 변경으로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의 효과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선언
(declaration)이란 대개 특정한 조항보다는 조약 전반에 대한 상원의 입장이나 의견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조약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으면서 조약과 관련된 문제
에 대한 입장이나 정책을 표현한다. 때로는 그 내용이 조약 자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종종 상원의 조약 비준 결의와는 별도의 항목으로 채택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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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회가 조약 동의시 조건을 붙인다면, 자국이 일방 으로 취할 수 있는 

유보나 해석선언, 기타 부 조건 등을 첨부할 권한이 있는가에 하여 논의가 

집 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조건은 외 으로 행정부를 통하여 발표되므로 결

국 논의의 촛 은 의회의 조약 동의 조건이 행정부에 구속력을 갖는가 여부로 

귀착된다. 이는 개별국가의 국내법상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국제 으로 통일  

기 이 마련될 수는 없지만, 각국에서 제기되는 쟁 은 내용상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검토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수정 동의 여

부 이외에 하여는 언 의 사례조차 찾기 어렵다.
이하 본고는 조약 동의시 첨부될 수 있는 조건을 내용별로 수정, 유보, 해석

선언, 부 조건으로 나 어, 국회는 어떠한 조건을 첨부할 수 있는가, 국회가 첨

부한 조건의 법  성격은 무엇인가를 검토할 것이다. 단순히 이론  검토에 그

치지 않고, 지난 60년간 우리 국회에서의 실행은 물론 비교법  검토도 결부시

켜 논의를 진행한다. 

2. 조건부 조약 동의의 유형

가. 수정 조건부 동의

국회가 조약동의를 함에 있어서 조약 내용에 한 수정을 조건으로 동의를 

할 수 있는가? 국회가 수정 조건부 동의를 한 경우 그 법  효력은 어떻게 되

는가? 
그간 국내 학계에서는 수정 동의 불가론이 다수설이었다. 즉 조약 체결권은 

통령의 권한인데 이미 상 국과의 상을 통하여 확정된 조약에 하여 국회

가 수정을 가한다면 이는 통령의 조약 체결권에 한 침해이며,2) 확정된 조약

한다. 아래 단서의 경우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단서(provisos)란 주로 미국 내
에서의 조약 이행과정과 관련된 조건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대통령은 일정한 시점 
이전에는 조약 비준서를 기탁하지 말라는 요구가 이에 해당한다. 조약 상대국에 통보
될 필요는 없는 내용으로 비준서 자체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 이상 상원이 조약 동의
시 첨부하는 조건은 상원의 단순 과반수 결의만으로 첨부될 수 있으며(상게주, p.11), 
그 명칭이 무엇이든가에 대통령에게 구속력을 지닌다(상게주, p.124). 

2) 김부찬, “조약 체결에 대한 국회 동의권에 관한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제52권 제2호
(2007), p.70; 정진석,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 서울국제법연구 제11
권 제1호(2004), pp.168-169; 이상훈, “헌법 제60조 제1항에 대한 고찰: 국회 동의의 
법적 성격 및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을 중심으로”, 국제법 동향과 실무, 제2권 제3호
(2003), p.98; 엄순영, “법의 세계화”, 민주법학, 제32호(2006), p.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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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하여 국회가 수정을 가하는 것은 조약 상 방과의 신뢰 계를 해치는 행

라는 이유에서이다.3) 한 조약에 한 국회 동의권의 취지가 통령의 단

 조약 체결권 행사에 한 민주  통제이므로, 국회의 권한이 그 이상 더 나

아가 조약 내용을 수정까지 할 권한은 없다든가,4) 동의안의 주체는 정부로서 성

격상 국회가 정부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을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정동의

는 불가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5) 따라서 국회는 조약 동의안 체에 하여 동

의 는 거부만 할 수 있지 조약에 한 수정을 조건으로 할 수 없으며,6) 만약 

국회가 수정 동의를 하 다면 이는 조약에 한 동의거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7) 국회 사무처 역시 조약 비  동의안에 하여는 수정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8)

수정 불가를 주장하는 이상의 논거들이 반드시 옳은지는 의문이다. 첫째, 정

부의 동의안은 성질상 수정동의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정부가 제출한 각종 동의안이 국회에서 수정의결된 사례가 지 않다.9) 정부측 

3) 김부찬(상게주), p.70; 엄순영(상게주), p.206; 김선택, 헌법 제60조 제1항에 열거된 조
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2006.11.3 헌법재판소 헌법판례연구회 발표문), 
p.18.

4) 정진석(전게주 2), p.168.
5) 정호영, 국회법론(법문사, 2000), p.399. 같은 취지에서 권력 분립의 원칙상 특정 기관

의 권한 행사를 타기관이 견제하는 경우, 원 권한 내용에 수정을 가할 수 있다는 명
문의 허용규정이 없는 한 타기관이 권한 내용에까지 관여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
다. 이상훈(전게주 2), p.98.

6) 배종인, “대통령의 조약 체결 비준권과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세계헌법연구, 제
12권 제1호(2006), p.143; 이상훈(상게주), p.98; 정진석(전게주 2), p.169

7) 정진석(전게주 2), p.169; 김부찬(전게주 2), p.70; 정종섭, 헌법학원론(박영사, 2006), 
p.886; 엄순영(전게주 2), p.206.

8) 국회 정책조정위원회, 국회법해설(국회사무처, 2004), p.360.
9) 제17대 국회의 경우만 하여도 다음과 같은 수정동의의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2008

년도에 만기도래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제270
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3호(2007.12.28)(국회사무처); 2007년도에 만기도래하는 예금보
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제264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2호(2006.12.27)(국회사무처); 2006년도
에 만기도래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
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제257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호(2005.12.30)
(국회사무처); 2005년산 보리의 정부 매입가격 및 매입량 결정과 2005 양곡연도 정부
관리양곡수급계획 동의안, 제254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6호(2005.6.23)(국회사무처); 
2004년 산추⋅하곡의 약정 매입가격과 약정 매입량 결정 및 2004 양곡연도 정부관리
양곡수급계획 동의안, 제252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7호(2005.2.25)(국회사무처).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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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안에 한 국회의 수정을 지하는 법률규정이 특별히 없는 상태에서 국회

가 수정을 할 수 있다는 충분한 행이 이미 축 되었다고 평가된다.10) 둘째, 
국회가 조약에 한 수정을 의결하면 상 국의 신뢰를 해하므로 수정동의가 불

가하다는 주장 역시 타당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 국회는 조약 체를 거부하여 

상 방의 기 를 완 히 무산시킬 수도 있다. 상 방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는 취지라면 국회는 조약 동의안을 무조건 승인하여야 한다는 주장 밖에 되지 

않으며, 이는 국회의 조약 동의제도의 존재 의의 자체를 부인하는 결과가 된다. 
셋째, 수정의결이 통령의 조약 체결권에 한 침해인가도 의심스럽다. 헌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된 조약에 하여는 통령이 조약 체결에 한 독  권

한을 갖고 있지 않다. 한 국회의 수정의결을 통하여 조약 자체가 변경되는 것

도 아니며, 통령에게 수정내용을 반드시 실 하여야 할 법  의무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다. 통령은 여 히 수정내용을 거부하고 조약 당사국이 되기를 포기

할 수도 있다. 국회의 면  동의거부조차 통령의 조약 체결권 침해라고는 

해석하지 않는데, 부분 인 수정동의를 조약 체결권의 침해라고 보아야 할지는 

의문이다. 
국회가 조약 동의안에 하여 수정의결을 할 수 있는가에 하여는 와 같

은 논거보다는 좀 더 실질 인 이유를 바탕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즉 당사국

이 일방 으로 첨부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유보나 부 조건 등과 달리 조약 자

체의 수정은 상 국과의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 국회가 수정동의를 하면 양자

조약은 결국 재 상을 통한 새로운 내용의 조약 타결이 있어야 조약 성립이 가

능하므로, 이는 원래의 조약안에 한 거부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다자조약 

역시 특정국의 사정만으로 조약에 한 재 상이 실 되기는 어려우므로 국회

의 수정동의는 동의거부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설사 재 의가 성립된다 하여

도 이는 새로운 합의의 성립이다.  
다만 국회가 상 국과의 재 의를 통하여 수정하라는 조건부로 의결하고 나

전 국회에서도 수정동의의 사례는 물론 여러 건 있었다. 수정동의 불가론을 주장하는 
측은 이상의 사례에서는 국회의 수정의결 이전 국회와 정부가 사실상 수정에 합의하
였으나, 동의안 재제출의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수정의 형식을 빌렸던 것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정호영(전게주 5), p.400), 설사 그렇다 하더라고 법형식상 수정동의
가 성립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10) 그러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에 대한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는 성격상 
국회의 수정동의가 불가능하다. 미국에서도 공직자 임명에 대한 상원의 조언과 동의시
에는 조건을 첨부할 수 없다는 해석이 확립되어 있다. M. Glennon(전게주 1), p.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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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 의의 결과가 국회의 수정 요구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재동의가 

필요없다고 보는 범 에서 수정 동의의 효력을 제한 으로 인정하는 입장도 있

다.11) 그러나 이런 경우도 수정된 내용이 여 히 헌법 제60조 제1항상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에 한 국회의 재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동의결의가 필

요하다고 본다. 한편 다자조약의 경우 국회가 수정을 요구한 조항을 유보하고 

정부가 조약을 비 할 수 있는가? 그러나 조약의 유보와 수정은 그 법  효과

가 엄연히 다르다. 조약의 유보란 해당 조항의 성립은 인정하되 유보국 자신만

은 해당 조항상의 의무를 지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다. 반면 수정 요구는 모든 

당사국에 하여 해당 조항을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하자는 의사표시이다. 국회

가 단순히 우리 나라에 한 해당 조항의 용 배제만을 목 으로 하 다면 처

음부터 유보라는 방식을 취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수정 동의를 유보부 동

의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만약 정부가 수정 요구조항을 유보하고 

조약 당사국이 될 의사 있으면 유보 조건부로 조약 동의안을 다시 국회로 제출

하여야 할 것이다.12) 
따라서 만약 국회가 조약 수정을 조건부로 동의를 한다면 이는 동의거부로 

간주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로 인한 새로운 조약 상을 추진할 것인가 여부는 

정부의 재량에 속한다. 한국에서는 국회가 이미 채택된 조약 내용의 수정을 조

건으로 동의를 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상의 질문은 어디까지나 

가정 인 논의에 불과하다. 의회가 조약 동의시 수정을 요구하는 국가는 주요 

국가 에서 미국 정도가 아닌가 한다. 미국 연방 법원은 일 부터 상원의 이

러한 권한을 지지한 바 있다.13)

나. 유보 조건부 동의

다자조약의 경우 국가는 일정한 조항을 유보하고 당사국이 될 수 있다. 유보

란 “국가가 그 조약의 일부 규정을 자국에 용함에 있어서 그 조약의 일부 규

정의 법  효과를 배제하거나 는 변경시키고자 의도하는 경우에 그 국가가 

행하는 일방  성명”이다(비엔나 조약법 약 제2조 제1항 d호). 비엔나 조약법 

11) 김철수, 헌법학개론(제17전정신판)(박영사, 2005), p.1138.
12) 배종인(전게주 6), p.143; 김선택(전게주 3), p.18.
13) “the Senate are not required to adopt or reject it as a whole, but may modify or 

amend it, as was done with the treaty under consideration.” Haver v. Yaker, 76 U.S. 
32, 35(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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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제19조는 (a) 그 조약에 의하여 유보가 지된 경우, (b) 문제의 유보를 포

함하지 아니하는 특정의 유보만을 행할 수 있음을 그 조약이 규정하는 경우, (c) 
기타 유보가 그 조약의 상  목 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유보 하에 조약 당사국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유보는 다자조약에서만 

문제가 되며, 양자조약은 성질상 유보부 체결이 불가능하다. 양자조약에 한 

유보선언은 실질 으로 조약의 수정제안을 의미한다.14) 
유보 첨부와 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쟁 이 제기된다. 
첫째, 정부의 조약 동의안상의 유보를 국회가 변경하거나 새로운 유보를 첨가

할 수 있는가? 
앞서도 지 된 바와 같이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에 하여 국회는 , 아니오 

식의 답만 할 수 있을 뿐, 이를 수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입각한다면 유보에 

하여도 국회는 정부 원안내용의 삭제나 추가가 불가능할 것이다.15) 그러나 정부

가 제출한 동의안은 수정이 불가하다는 주장은 특별한 법률  근거가 있는 것

이 아니고, 국회의 선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국회사무처 발행의 국회법 해설

서는 조약의 비 동의에 하여는 수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설명

에서 수정은 “그 의안의 내용이 국회의 의결로써 변경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

다. 따라서 의안이라도 그 내용이 이미 확정되어 있어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수정할 수 없다”는 을 제로 하고 있다.16) 의 설명은 조약이란 상

국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단독으로 수정할 수 없음을 지 한 것에 불과하다. 정

부는 비 서 기탁시까지 유보 첨부 여부를 재량 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유

보사항은 이미 확정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보는 그 성격상 국회

에서의 변경이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14) 이론적으로는 양자조약에 대하여는 일방적 선언인 유보를 첨부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미국 상원은 양자조약에 대하여도 종종 유보를 첨부한다. 이는 재협상을 통한 
조약 개정의 절차를 밟는 것보다 미국의 유보 제안과 이에 대한 상대국의 수락이 정
치적으로 보다 용이하면서도 내용상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었다.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전게주 1), p.125. 미국 상원은 1975년부터 1985년 사
이에만도 13개의 양자조약에 대하여 유보 조건부 동의를 하였으며, 이 유보 첨부에 
대한 양국 합의는 통상 비준서 교환 의정서 속에 표현된다. 상대국이 이를 거부하면 
조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R. Dalton, “National Treaty Law and Practice: United States, 
D. Hollis”, M. Blakeslee & L. Ederington, National Treaty Law and Practice(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5), pp.775-776(이 책은 이하 National Treaty Law and Practice
(전게주 14)로 약칭함). 

15) 전게주 5 및 6과 관련본문 참조. 
16) 국회 정책조정위원회(전게주 8), 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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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 으로 볼 때 입법부의 조약 동의시 유보에 한 권한 범 를 헌법이

나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찾기 어렵다. 입법부 자체 규칙이나 지침 정도

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가 일부 있는 외에 부분의 국가에서는 운  행을 통

하여 이를 발 시켜 왔다. 
랑스에서는 의회가 조약 동의시 조약 동의안 체에 하여 찬반 의사만을 

표시할 수 있을 뿐, 새로운 유보를 첨부할 수 없다. 랑스 의회 규칙은 의회가 

조약의 내용이 아닌 정부의 비  동의안에 하여 표결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17) 의회가 조약 동의시 유보를 추가한다면 이는 국제 계에 하여 헌법이 

의회에 인정하지 않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아 헌법 원회는 이것이 

지된다고 해석하고 있다.18) 이탈리아에서도 헌법 제80조의 해석상 의회는 조약 

동의시 새로운 유보를 추가할 권한이 없다고 본다.19) 일본의 경우 유보허용에 

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조약에 하여 내각은 조약 자체에 한 동의만 얻

으면 되고, 유보 첨부 여부에 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유보 허

용에 한 조항이 없는 조약에 하여 내각이 유보부 동의안을 제출하면 의회

는 그 내용이나 표 을 수정할 권한이 없다고 해석한다.20)

반면 미국은 상원 규칙(Standing Rule of Senate(2007)) 제30조가 유보를 첨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원은 새로운 유보 첨부에 매우 극 이다. 상원

의 추가 는 변경 결정은 구속력이 있으므로 통령은 이를 비 서 등에 반드

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해석된다.21) 오스트리아의 경우 의회가 정부 동의안의 유

보 내용을 수정하거나 이를 해석선언으로 변경시키거나 는 그 반 의 결정을 

하여 왔으며, 이러한 의회의 결정은 통령의 비 서에 포함되어 통지되어야 한

다.22) 네델란드의 경우 하원은 조약 동의시 유보를 변경, 추가, 삭제할 수 있다. 

17) Régel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제47조 및 제128조 참조.
18) Decision of Dec. 28, 1976 Conseil Constitutionnel 1976 Recueil Con. const. No. 

76-73, 41: Decision of Jan. 17, 1979, Con. const., 1979 Recueil Con. const. No. 
78-102, 26. 이상 프랑스에 관한 설명은 F. Luchaire, The Participation of Parliament in 
the Elaboration and Application of Treaties, Parliamentary Participation(전게주 1), p.46
에서.

19) G. Bognetti, “The Role of Italian Parliament in the Treaty-Making Process”, Parlia-
mentary Participation(전게주 1), pp.97-98.

20) T. Kawakami, “National Treaty Law and Practice: Japan”, National Treaty Law and 
Practice(전게주 14), p.422.

21)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of Law 3rd, The Foreign Relations Law of the 
United States(1987), section 314. 

22) F. Cede & G. Hafner, “National Treaty Law and Practice: Austria”, National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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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원은 변경권이 없이 하원이 통과시킨 안에 하여 찬반 의사만을 표시

할 수 있다. 하원의 변경에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조약 당사국이 되기를 포

기하여야 한다.23) 스 스 역시 의회가 조약 동의시 유보를 변경하거나, 삭제하

거나 새로운 유보를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이러한 요구는 승인법률의 일

부로 포함되어야 정부에 구속력을 갖는다.24)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2008년 7월까지 당사국이 된 조약  유보를 

첨부하 던 조약은 모두 32개 으며,25) 그  국회 동의를 거쳐 당사국이 된 조

약은 10건이었다.26) 10건  9건은 정부가 제안한 유보를 국회가 그 로 승인하

으나, 1966년 아세아개발은행 설립 정에 한 유보는 당  정부 동의안에는 

없던 내용이 국회에서 추가된 것이었다. 즉 비 동의안 심의시 국회 외무 원회

는 정 제56조 제2항과 련하여 “정부는 본 정의 비 서를 기탁할 때에 

한민국은 한민국의 국민 는 국 인에 하여 한민국과 그 하부 행정기

을 해서 조세를 부과할 권리를 유보한다”라는 선언을 첨부하자고 제안하 다. 
이에 하여 정부측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국회가 의결한다면 그에 

따르겠다는 의사표시를 하 다.27) 이에 본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을 첨가하는 조

건으로 동의안이 의결되었다.28) 정부는 비 서 기탁시 이러한 내용을 첨부하여 

통지하 고, 재까지도 이를 유보로 분류하고 있다.29) 그러나 이는 엄격한 의

Law and Practice(전게주 14), p.65.
23) P. van Dijk & B. G. Tahzib, “Parliamentary Participation in the Treaty-Making Pro-

cess of the Netherlands”, Parliamentary Participation(전게주 1), pp.122-123.
24) L. Wildhaber, “Parliamentary Participation in the Treaty-Making: Report on Swiss 

Law”, Parliamentary Participation(전게주 1), p.137.
25) 그 중 정식의 조약이 24건, 외교부 고시가 8건이다. 유보 중 10건은 세관절차의 간소

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의 부속서이다. 이들 부속서는 초기에는 정식 조약으로 처
리되었으나, 후반에는 고시로 처리되었다. 그리고 한국은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전쟁수단의 전시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정 가입시 해석선언을 첨부한 바 
있으나, 그 내용이 유보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유보에 포함시킨다. 한편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조약정보에서 “유보”라는 주제어로 조사를 하면 21건의 조약 밖
에 검색되지 않는다(6건의 유보 철회는 별도). 그 이유는 유보 내용 중에 “유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경우만 검색이 되며, “선언한다,” “적용을 배제한다”와 같은 표현으로 
유보를 첨가한 조약은 검색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조사를 하
려면 2004년 이전 발효분 조약에 대하여는 외교통상부, 대한민국 조약목록(외교통상
부, 2005)에 수록된 내용을 확인하고, 그 이후분에 대하여는 개별 조약을 일일이 확인
하여야 한다. 

26) 국가재건최고회의 동의 1건 포함.
27) 제56회 국회 외무위원회회의록 제2호(1966.4.4)(국회사무처), pp.7-8.
28) 제56회 국회회의록 제5호(1966.4.8)(국회사무처), pp.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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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 조약법상 유보는 아니다. 왜냐하면 정 제56조 제2항은 당사국이 원하는 

경우 와 같은 권리를 보유하는 선언을 기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그에 기한 권리선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 다만 당시 국회의 논의과정에

서는 이를 시종 유보로 칭하 고 정부는 재까지도 이를 유보로 호칭하고 있

다는 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조약 동의안에 하여 국회가 유보 사항을 변경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에는 국회나 정부 모두 이의가 없지 않았나 싶

다.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

다는 을 제로 할 때, 특별히 지규정이 없다면 입법부는 조약 동의권 행사

시 유보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유보와 련된 국회 동의결의는 정부에 하여 구속력을 갖는가? 
조약 동의권의 행사는 국회의 헌법상의 권한이다. 동의권 행사에 포함된 권한

으로서 국회가 유보를 첨부하거나 정부 동의안상의 유보 내용을 변경한다면 이

는 당연히 정부에 하여 구속력을 지닌다고 해석된다. 국회의 유보 의결은 조

약 동의안의 일부로서 채택되며, 정부에 한 결과 통지도 한 건의 문서로 이루

어진다. 조약 동의 여부에 한 국회의 의결이 정부에 하여 구속력 있듯이, 그 

속에 포함된 유보에 한 내용 역시 정부에 구속력을 가진다고 단된다. 
셋째, 국회의 조약 동의 이후 정부는 새로운 유보를 추가하여 조약의 당사국

이 될 수 있는가? 
의회가 유보에 하여 별다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랑스 같은 국가에서

는 입법부의 조약 승인 이후 행정부가 새로운 유보를 추가할 수 있다.30) 이탈리

아 역시 정부는 유보 의사를 사 에 의회에 통지할 의무도 없으며, 의회 동의 

이후에도 자유로이 유보를 추가할 수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조약 동의안 심의

시 유보 의사를 구두로조차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보통이라고 한다.31) 독일에서

는 의회가 동의한 조약에 하여 연방정부가 나 에 유보를 추가하려는 경우 

의회는 이에 반 할 권한이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32) 그러나 미국과 같이 의회

가 새로운 유보를 추가할 수 있는 등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의회 동

의 이후에 행정부가 임의로 유보를 추가할 수 없다.33) 한국에서는 국회 동의 이

29) 외교통상부(전게주 25), p.488.
30) F. Luchaire(전게주 18), p.46.
31) G. Bognetti(전게주 19), p.98.
32) J. Frowein & M. Hahn, “The Participation of Parliament in the Treaty Process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Parliamentary Participation(전게주 1), p.67.
33)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전게주 1), pp.15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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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정부가 임의로 유보 내용을 변경한 사례도 없으며, 반 로 새로운 유보를 추

가시키기 하여 국회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았던 사례도 없었다. 유보를 포함

한 국회의 동의 결의가 정부에 구속력을 갖는다면 국회 동의 이후 정부가 새로

운 유보를 추가하려는 경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일 성을 

갖는다. 아래 설명하는 바와 같이 정부는 국회가 첨부한 부 조건의 수정을 

하여 일일이 국회의 별도 동의를 받았던 선례에 비추어 본다면, 유보에 한 내

용 변경은 국회의 동의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넷째, 국회 동의를 받아 첨부한 유보를 후일 정부가 철회하려 한다면 국회의 

철회동의가 필요한가? 
국제법 으로 조약 당사국은 기왕에 첨부된 유보를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다. 

네델란드와 스 스는 유보의 철회를 조약의 개정과 동일시 하여 의회의 동의를 

요한다.34) 반면 랑스 같은 국가는 철회를 포함하여 유보에 한 일체의 권한

은 행정부가 행사한다.35)

한국은 유보를 철회하는 경우 이를 독립된 조약의 형식으로 처리하여 별도의 

조약번호를 붙이고 있다. 한국은 이제까지 모두 4건의 조약에 하여 7번의 유

보 철회를 한 바 있다.36) 모든 유보 철회는 정부 단독으로 진행하 으며, 이에 

한 국회 동의를 별도로 받은 사례는 없다. 그  당  국회 동의하에 유보부 

가입을 한 조약은 2건이었는데, 유보의 사유는 국내법과 충돌하는 조약 조항의 

용을 배제시키려는 것이었다. 후일 충돌되는 국내법이 개정되자 정부는 해당

조항의 용에 장애사유가 제거되었다고 자체 으로 단하여 유보를 철회하

다.37) 헌법 제60조 제1항은 입법사항에 한 조약의 체결⋅비 시 국회의 동의

34) P. van Dijk & B. G. Tahzib(전게주 23), p.123; L. Wildhaber, A. Scheidegger & M. 
Schinzel, “National Treaty Law and Practice: Switzerland”, National Treaty Law and 
Practice(전게주 14), p.646.

35) P. Eisemann & R. Rivier, “National Treaty Law and Practice: France”, National Treaty 
Law and Practice(전게주 14), p.273.

36)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3개 조항에 대한 유보를 3회에 걸쳐 각각 별
건으로 철회를 하였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2개 조항에 
대한 유보를 역시 각각 별건으로 철회한 바 있다. 기타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전쟁수단의 전지 사용금지에 관한 의정서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
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유보를 철회한 바 있다. 

37) 단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제7항은 국내법과 충돌되지 않았
는데, 이를 잘못 해석하고 유보를 첨부하였다가 뒤늦게 이 점을 발견하고 철회하였다. 
제14조 제5항에 대한 유보 역시 국내법 개정이 없이 종전과 해석을 달리하여 유보를 
철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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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요구하고 있는데, 입법사항이란 조약 이행을 하여 새로운 국내법의 제정이

나 개정이 필요한 경우라고 해석⋅운 되고 있다. 같은 기 을 용하여 조약 

가입 이후 국내법이 개정되어 기왕의 첨부된 유보조항의 국내 이행에 한 법

 장애가 제거되었다면 정부 단독으로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그

러나 만약 유보를 철회할 상 조항의 내용이 헌법 제60조 제1항의 국회 동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정부의 유보 철회 시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다. 해석선언 조건부 동의

해석선언이란 조약상의 의무 내용을 변경시키려는 의사는 없이 조약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거나 구체화하려는 의도에서 발표되는 당사국의 일방  성명

이다. 국제 으로는 해석선언이 유보의 의도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으며, 반면 

유보로 발표되었으나 그 내용은 해석선언에 불과한 경우도 많다. 국회는 조약 

동의 시 독자 인 해석선언을 첨부할 수 있는가?
비교법 으로 보면 체로 의회가 유보사항에 한 변경권을 행사하는 미국, 

네델란드, 오스트리아, 스 스 같은 국가는 의회가 새로운 해석선언을 첨부하기

도 하며, 정부가 유보로 제시한 내용을 해석선언으로 변경시키거나, 반 로 해

석선언을 유보로 변경시키기도 한다.38) 반면 의회가 유보내용을 변경할 권한이 

없다고 보는 랑스에서는 의회가 새로운 해석선언을 첨부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39)

한국은 2008년 7월까지의 조약의 가입⋅비 시 모두 6차례의 해석선언을 첨

부한 바 있다.40) 그  국회 동의를 받은 조약이 4건인데,41) 해석선언은 모두 

38) 미국의 경우 앞서 각주 1에서 지적한 Understanding이 이에 해당한다. P. van Dijk & 
B. G. Tahzib(전게주 23), p.124; F. Cede & G. Hafner(전게주 22), p.65; L. Wildhaber 
(전게주 24), p.137.

39) F. Luchaire(전게주18), p.46; P. Eisemann & R. Rivier(전게주 35), p.273.
40) 1) (1966년) 포로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협약(제3협약), 2) (1973년)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3) (1982년)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보호에 관한 의정서(제1의정서), 4) 
(1986년)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차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 5) 
(1996년) 두만강 경제개발지역 및 동북아시아 개발을 위한 협의 위원회 설립협정, 6) 
(2001년)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간의 무역과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기
타 (1989년)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전쟁수단의 전시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정에 첨부된 해석선언은 여기서 배제되었음. 전게주 25의 관련 내용 참조. 위 
각 조약 앞 ( )안의 연도는 한국이 해석선언을 첨부한 연도를 가리킨다. 

41) 주 40의 조약 중 1), 2), 3), 6)이 국회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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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안에서 비롯되었으며 국회 차원에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한 사례

는 없었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1961년 한미 경제기술원조 정에 하여 국회가 

양해사항을 첨부하여 동의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이 사실상 해석선언에 해당한다

고 단되어 좀더 구체 으로 설명한다.
이 정은 1948년 체결된 한민국  미합 국간의 원조 정, 1952년 체결된 

한민국과 통합사령부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미합 국간의 경제조정에 한 

정(일명 Meyer 정), 1953년 체결된 한민국과 미합 국간의 경제재건과 재정

안정계획에 한 합동경제 원회 정을 체하기 하여 1961년 2월 8일 각서

교환의 형식으로 합의된 조약이다. 이 정에 하여는 그 내용이 지나치게 미

국 주로 구성되어 주권국가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국회 

안밖에서 벌어졌다. 반  시 까지 발생하고, 외무장 의 사퇴요구도 제기되었

다. 논란이 가열되자 정의 서명자인 매카나기 주한 미국 사는 2월 16일자로 

정일형 외무장 에게 미국은 한민국의 독립주권을 옹호하기 한 확고한 공

약을 하고 있으며, 한민국의 자립과 경제 복지를 증진시킬 결의를 하고 있다

는 내용의 외교공한을 달하 다.42) 결국 국회는 박 규 의원 외 21명 의원의 

제안에 따라 다음의 양해사항을 첨부하는 조건으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즉 “1. 
동 정  여하한 조항이나 구  에도 한국 외무장 에게 보낸 미국 사의 

단기 4294년 2월 16일부 ‘한국 주권의 완  존 ’에 한 공한에 표시된 원칙과 

정신에 배된 용이나 해석을 할 수 없다. 2. 정 제5조에 규정된 통고를 함

에 있어서 외교특권 부여를 요청할 리수는 양국 정부 의하에 이를 정한다. 
3. 정 제6조 면세조항의 용범 와 상자(자연인, 법인 포함), 국  등 세목

은 양국정부의 합의사항으로 한다.” 민의원의 논의과정에서는 이러한 양해사항

이 과연 미국에 구속력이 있는가, 미국이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동의는 거부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는가, 따라서 이를 단순히 양해사항으로만 처리할 수 없

지 않은가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이러한 들이 명백히 정리되지는 않았다. 
단지 장면 총리로부터 국회 양해사항을 포함하여 미국정부에 통고할 것이며 그

러면 미국정부로서도 생각이 있지 않겠냐는 답변을 듣는 선에서 마무리되었

다.43) 참의원은 민의원 송부안을 그 로 통과시켰다.44) 

42) 조선일보 1961년 2월 16일자 1면.
43) 제38회 민의원속기록 제33호(1961.2.28)(민의원사무처). 당시 언론은 국회의 분위기가 

험악하기도 하였으나, 장면 총리의 어물어물 넘긴 해명과 사회자의 표결 강행으로 분
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안건이 처리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조선일보 1961년 2월 
28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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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해사항의 내용은 정의 내용을 부분 으로 수정하는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될 수도 있으나, 반면 조항의 구체  의미를 명확히 한 해석선언에 불과하

다고도 볼 수 있다.45) 한국 정부는 국회 동의 직후 바로 주한 미국 사 을 통

하여 양해사항을 포함한 국회에서의 동의사실을 통고하 다. 미국 사  변

인은 국회에서 첨부한 양해사항에 하여 반 하지 않으며, 이는 정의 용에 

있어서의 기본정신을 명백히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발표하 다.46) 미국 정부

는 국회가 첨부한 양해사항을 해석선언 정도로 수용하 다고 단된다. 
이러한 선례도 있었지만 국회가 유보사항에 한 변경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면 해석선언 역시 첨부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라. 부대 조건부 동의

국회는 조약 동의시 일정한 부 조건을 첨부할 수 있는가? 여기서 부 조건

이란 조약상의 의무와는 직 인 계없이 국내  이행과 련된 동의조건을 

의미한다. 순 히 국내이행에만 련된 내용이므로 조약 상 방에 통보될 필요

도 없는 사항이다. 과거 국회는 부 조건을 첨부하여 조약 동의안을 의결하 던 

경우가 지 않았다. 정부는 조약에 한 국회의 부 조건을 구속력 있는 결정

으로 수용하 으며, 부 조건만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국회의 수정동의를 받

았던 사례도 있었다. 즉 1965년도 재정차 정 동의안의 일부로 통과된 기업

육성 AID 차 정안에 하여 국회는 한 기업체당 50만불 이하 제공을 부 조

건으로 첨부하 었다.47) 그후 정부와 AID측간의 실제 제공조건을 의한 결과 

건당 한도를 100만불까지 하기로 하 다. 이에 정부는 기왕에 첨부된 부

조건을 변경시키기 하여 기업육성 AID 차 정 체결에 한 국회동의  

일부수정동의안을 새로이 제출하 고, 국회는 이를 정부 원안 로 동의하

다.48)

과거의 부 조건부 동의의 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1960년  차 도입 정안에 

하여 국회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첨부된 것이었다. 한국 정부는 1959년부터 

44) 제38회 참의원속기록 제22호(1961.2.28)(참의원사무처).
45) 당시 언론에서는 사실상의 수정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조선일보 1961년 3월 1일

자 1면.
46) 조선일보 1961년 3월 1일자 1면.
47) 제48회 국회회의록 제18호(1965.3.26)(국회사무처), pp.64-70. 그 이유는 당시 사정상 

50만불 이상의 규모는 대기업에 속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상게주, p.68.
48) 제59회 국회회의록 제11호(1967.2.6)(국회사무처), pp.42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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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 의 도입을 시작하 는데, 차 도입 정은 당시 헌법 제42조에 따라 국

가 는 국민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으로 분류되었다.49) 1960년  국회 

동의를 받은 조약  내용상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던 조약이 차 도입 정이

었다. 당시 차 도입 정에 하여는 정의 구체  내용과 문안이 타결된 상태

에서 동의안이 제출된 것이 아니라, 정부는 추진 인 차 도입 종합계획을 국회

에 제출하여 이에 한 동의를 받았다.50) 각 차 도입 정이 구체 으로 타결된 

이후 개별 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식의 정을 체결하려면 기의 차 도

입과 사업추진에 지장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 에 정부의 도입계획만을 

근거로 국회 동의가 부여된 것이었다. 경우에 따라서 정부의 차 정 체결 동

의안의 내용 일부가 수정 의결되기도 하 으나, 이는 상 방과 합의된 정 내

용을 수정하라는 요구는 아니었다. 단지 차 도입 정 추진에 련된 조건의 변

경 요구에 불과하 다. 차 도입 정은 1973년 2월 公共借款의 導入  管理에 

한 法律의 제정 이후 조약이 아닌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 분류되어 헌법

상의 조약 동의 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체결되지 아

니하 다.51) 과거 부 조건이 첨부되었던 조약 동의안의 사례는 아래와 같다. 

① 1958년 국제연합 국제노동기구,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국제연합 교육과

학문화기구, 국제민간항공기구, 세계보건기구, 국제통신연합  세계기상

기구와 한민국 정부간의 정52)

49) 한국 정부는 1959년 4월 미국 개발차관기금으로부터 350만 달러의 차관도입협정을 체
결하였다. 차관도입의 경험이 없어서인지 당초 정부는 이 협정을 국회의 동의없이 서
명, 발효시켰다. 약 반년 후인 10월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였고, 12월 9일 국회 
동의가 통과되었다. 정부는 이 협정을 공포한 관보 호외를 1959년 4월 8일자로 소급 
제작하여 공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정인섭, “조약 체결에 대한 국회의 사후동의”, 서
울국제법연구, 제9권 제1호(2002), p.8.

50) 1959년에 체결된 수 건의 차관도입협정은 개별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았으나, 1960
년부터는 차관도입계획에 대한 포괄적 동의 제출로 방침이 변경되었다. 

51) 단 국가에 부담을 주는 계약으로 국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야 했다. 유신헌법 제93조 
및 현행 헌법 제58조 참조. 상세는 정인섭, “條約締結에 대한 國會의 同意制度 - 재정
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중심으로”, 서울 학교 법학, 제43권 제3호, p.81 이하 참조. 

52) 당초 정부는 조약의 서명 이전인 1957년 “대한민국과 국제연합 기술원조처 및 확대기
술원조계획에 참가하고 있는 전문기구간의 기술원조를 위한 협정”이란 이름으로 국회
의 동의를 요청하였다. 실제 타결된 조약문은 당초 국회에 제출된 동의안과 세부적인 
점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국회는 이 협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부대조건을 첨부하는 
조건으로 동의하였다. 즉 “1. 기위 체결된 제조약에 대한 사후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 
2. 대외적 조약에 대한 행정소관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할 것.” 제26회 국회정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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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960년 한민국과 미합 국 개발차 기 과 앞으로 체결할 차 정에 

한 동의53)

③ 1964년도 재정차 정에 한 포  비 동의안54)

④ 1965년 재정차 정 동의안(1)55)

⑤ 1965년 재정차 정 동의안(2)56)

속기록 제64호(1957.12.19)(국회사무처), p.19. 이 조약은 그 다음 해인 1958년 6월 19
일 서명과 동시에 발효되었다. 

53) 이 동의안은 정부가 처음으로 향후 예상되는 차관도입협정을 사전에 일괄적으로 제시
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 경우였다. 그 이전까지는 개개의 차관도입협정별로 국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협정 내용도 확정되기 이전에 포괄적 동의를 받는 
것의 합헌성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다. 결국 논란 끝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부흥위원회
의 수정안과 박찬현 의원 외 21인 수정안이 종합되어 통과되었다. 수정내용은 정부안
에 다음과 같은 부대조건을 첨부하는 것이었다. 즉 차관한도를 1억불로 한다, 상환기
간을 최단기 5년 최장기 40년으로 한다, 이자율은 한미협정에 의한 율로 한다, 차관협
정이 체결되는 대로 정부는 예산편성의 조치를 취한다(이상 부흥위원회 수정안), 정부
의 보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개인이 융자를 받으려 할 때는 정부는 상환이 끝날 때까
지 해당기업의 운영에 철저한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특별회계를 갖지 
않은 정부 각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융자를 받으려 할 때는 융자신청과 동시에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회계를 가진 정부기관이 융자를 받
은 때에는 당해 특별회계 수지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융자금이 상환되어야 한다(이상 
박찬현 의원 외 수정안). 제33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33호(1960.1.18)(국회사무처), 
p.7 이하 및 제33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34호(1960.1.19)(국회사무처), p.11 이하 참
조. 국회사(제4대 - 제6대 국회)(국회사무처, 1971), pp.207-216. 

54) 이는 5⋅16 군사정부 시절인 1963년 12월 9일 당시 내각이 국회의 역할을 담당하던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제출한 것인데, 그 다음 날인 12월 10일 제139차 국가재건최고회
의에서 수정동의된 것으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회의 
회의록이 남아 있지 않아 실제 수정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55) 정부는 1964년 9월 30일 총 20개 사업에 대한 재정차관도입 협정 동의안을 국회로 제
출하였는데, 이 동의안은 모두 3차례에 걸쳐 처리되었다. 그중 1965년 1월 30일 국회
는 우선 3건에 사업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하였다. 즉 AID 차관인 27,382,000달러 규
모의 제3비료공장건(울산)을 30,268,000 달러로 증액하고, 27,482,000달러 규모의 제4
비료공장건을 30,268,000 달러로 증액하고, 그 건립장소를 장항으로 한다는 부대조건
을 붙였다. 서독 재정차관인 4,522,000 달러 규모의 부산시상수도사업건은 5,072,000 
달러로 증액하였다. 이 3건에 대하여 국회가 액수를 상향시킨 이유는 계획제출 후 사
정변경으로 정부가 액수 인상을 요청하였기 때문이었다. 즉 국회의 독자적 수정 동의
라기 보다는 정부측의 수정 요청을 국회가 수용한 것이었다. 또한 국회 동의후 차관조
건에 변동이 생겨 동의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는 다시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 이를 집행하라는 부대조건이 첨부되었다. 제47회 국회회의록 제11호(1965.1.30)(국
회사무처), pp.22-23. 

56) 1965년 3월 26일 국회는 1965년 재정차관협정 동의안으로 제출된 사업 중 준설선 도
입건(I)(1,260,000 달러)과 볏짚펄프공장건(12,521,000 달러)은 부동의하기로 의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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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1965년 재정차 정 동의안(3)57)

 ⑦ 1965년도 제2차 재정차 정 체결에 한 추가 비 동의안58)

 ⑧ 1966년도 재정차 정 체결에 한 비  동의안59)

 ⑨ 1969년 재정차 ( 소기업육성 외 8개 사업) 정 체결 동의60)

다. 일종의 동의거부였다. 그리고 소다회공장건(8,295,000 달러)은 “내자조달은 전액 
자기부담으로 한다”는 부대조건을 붙여 동의하였다. 축산개발산업건(19,880,000 달러)
는 “실수요자는 비영리 공익법인 단체로 하고, 실수자 결정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
의를 얻는다”는 부대조건을 붙여 동의하였다. 중기업육성건(21,912,000 달러)는 “1 기
업체당 50만불 이하로 한다”는 부대조건을 붙여 동의 의결하였다. 제48회 국회회의록 
제18호(1965.3.26)(국회사무처), p.64 이하. 그 중 중기업 육성 차관협정 체결동의에 관
한 부대조건은 국회의 동의하에 변경된 바 있다. 전게주 47 참조. 

57) 1965년도분 나머지 미처리 안건은 1965년 6월 10일 국회에서 동의를 받았다. 그중 인
천제철사업에 관한 차관도입협정에 대하여는 “인천중공업회사는 인천제철사업의 차관
과는 관계없이 합법적 절차에 의하여 불하하여야 한다”는 부대조건이 첨부되었다. 그
리고 모든 차관도입안에 대하여 “본 동의안에 책정된 사업 중 1965년도중에 지불보증
이 집행되지 않은 사업은 익년 6월말까지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건설에 소요되는 
내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조변하여야 한다”는 부대조건이 첨부되었다. 제50회 국회회의
록 제7호(1965.6.10)(국회사무처), p.9. 

58) 정부는 1965년 7월 21일 2건 총 17,836,000 달러 규모의 1965년도 차관도입협정 체결
에 대한 추가 동의를 국회에 요청하였다. 1965년 9월 1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는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동의하나 다음과 같은 부대조건을 붙여 수정 의결
하였다. 첨가된 부대조건은 “1. 본 동의안에 책정된 사업 중 1965년도에 재정차관협정 
체결이 집행되지 못한 사업은 익년도 9월말까지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건설에 
소요될 내자 일체는 자기조변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는 매 6개월마다 그 실태를 국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경위 통과안이 그대로 동의되었다. 제53회 
국회회의록 제4호(1965.9.14)(국회사무처), pp.5-9. 이 동의안의 대상인 차관협정은 비
준을 거치는 조약이 아닌데 정부는 비준동의안으로 명명하여 제출하였다. 과거 정부의 
조약 동의안 제출 시 이러한 일이 종종 있었다.

59) 정부는 1965년 9월 30일 총 12개 사업, 169,479,000 달러 규모의 1966년도 재정차관
도입협정 체결 동의안을 국회로 제출하였다. 이 동의안은 1966년 4월 9일과 같은 해 
11월 25일 2차례로 나뉘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정부 원안에서는 차관협정의 
실제 체결 시 국회 동의를 받은 액수가 초과될 것에 대비하여 1,500만 달러를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책정하여 동의를 요청하였는데, 국회는 이를 500만 달러로 삭감하여 
동의하였다. 제56회 국회회의록 제6호(1966.4.9)(국회사무처), p.53. 이는 차관협정안 자
체보다는 차관협정 추진과정에 관한 일종의 부대조건의 수정이었다. 한편 9,312,000 
달러 규모의 조립식 주택공장 사업을 위한 차관협정 추진은 사업의 추진속도가 아직 
국회의 심의를 받을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국회는 부동의하고 정부에 
반려하였다. 제58회 국회회의록 제41호(1966.11.25)(국회사무처), p.17 이하. 다른 1건 
사업에 대하여는 정부측의 철회가 있었다. 

60) 정부는 1969년 11월 21일 중소기업육성 외 8개 사업의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관한 동
의안을 국회로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1969년 12월 21일 재정경제위원회는 그중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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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1970년 미곡도입을 한 재정차 정체결에 한 동의안61)

 ⑪ 1970년 농산물 도입을 한 재정차 정 체결에 한 동의안62)

 

3. 결

본고를 시작하면서 제기한 물음은 우리 국회가 조약 동의권을 행사할 때는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에 하여 찬반 의사만 표시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 내용

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첨부할 수 있는가 여부 다. 비교법 으로 볼 때 

이러한 사항을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 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찾기 어려웠

고, 각국은 나름 로의 헌법 운 의 역사 속에서 행을 발 시켜 왔다. 한국 

역시 련 법규가 없으므로 이 문제는 학설과 행에 맡겨져 있다. 본고는 국회

가 첨부할 수 있는 조건을 내용에 따라 수정, 유보, 해석선언, 부 조건으로 구

분하여 그 각각의 첨부 가능여부를 이론 으로 검토하는 한편, 과거 국회에서의 

선례를 조사하 다. 그에 따른 필자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조약의 내용 자체를 수정하라는 조건부 동의는 성격상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동의거부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우리 국회에서도 조약 수

도차관 및 수송 및 하역장비도입 차관에 관하여 부대조건을 붙여 동의하였으며, 1969
년 12월 23일 국회 본회의는 재정경제위원회 부대조건부 동의를 그대로 수용하였다. 
부대조건은 철도차관의 경우 차량 도입분(740대, 840만불) 중 국내제작이 불가능한 
150톤급 이상은 계획대로 도입하나, 기타 차량은 약 5%의 외자도입으로 국내조립이 
가능하므로 그 부분은 국산화하도록 하고, 수송 및 하역장비도입 차관의 경우 국내 생
산이 곤란한 특수차량 및 특수장비(244만 6천불 상당)는 완제차로 도입하고, 국내 생
산이 가능한 일반차량 및 일반장비 316대분(500여 만불 상당)은 일부 원자재 부품(370
여 만불)만 도입하고 나머지 품목(140여 만불)은 국내에서 생산 공급하도록 한다는 내
용이었다. 제72회 국회회의록 제18호(1969.12.23)(국회사무처), p.24.

61) 1970년 12월 16일 정부가 제출한 이 협정 체결동의안은 국내 부족 예상 미곡을 수입
하기 위하여 미국 및 일본정부로부터 약 1억 8,327만 3천불 상당의 재정차관을 도입
하기 위한 내용이었다. 재정경제위원회는 “이 차관에 의한 도입양곡의 판매대금 중 농
산물 안정기금 이외의 사용분은 반드시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부대조
건을 붙여 동의하였고, 이 부대조건은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제75회 국회
회의록 제21호(1970.12.23)(국회사무처), p.16. 

62) 국내 소맥 및 원면 부족분 도입을 위하여 미국으로부터 4천만불의 재정차관을 도입하
려는 협정으로, 1970년 12월 23일 국회는 이 차관으로 도입하는 양곡판매대금의 농산
물안정기금 이외의 사용분은 반드시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동의하였다. 제75회 국회회의록 제21호(1970.12.23)(국회사무처),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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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요구하 던 선례는 찾을 수 없었다. 
유보와 련하여 국회는 정부 동의안상의 유보내용을 변경함은 물론 삭제와 

추가도 가능하다. 국회 동의가 성립된 이후 정부는 임의로 유보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다. 국회 동의를 받아 첨부한 유보를 정부가 철회하기 원하는 경우 철회 

상이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회 동의의 상이면 국회의 철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부가 재량 으로 철회할 수 있다. 이제까

지 유보 철회에 하여 국회의 동의를 별도로 받았던 사례는 없었다. 
국회는 일정한 해석선언의 첨부를 조건으로 조약 동의를 할 수 있으며, 과거 

국회의 주도로 해석선언이 첨부된 사례가 1건 있었다. 
국회는 조약 동의시 이의 국내  이행과 련된 각종 부 조건을 첨부할 수 

있으며, 부 조건이 첨부된 사례는 비교  많았다. 
이상 국회가 조약 동의 시 첨부하는 조건은 그 명칭이나 내용과 계없이 정

부에 하여 법  구속력을 갖는다. 정부 역시 국회가 첨부한 조건을 그 로 이

행하여 왔으며,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국회 동의를 요청하 다.

투고일 2008. 8. 20   심사완료일 2008. 9. 10   게재확정일 2008.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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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印 燮 [서울 학교 法學 제49권 제3호 : 159∼180180

<Abstract> 

Legislative Conditions of Its Consent to Treaties

              63)In Seop Chung*

 In most of States the executive has authority to negotiate, sign, ratify or other 
adhere to treaties, but the legislative may also have some voice in treaty-making 
process. In the Republic of Korea, too, article 60, paragragh 1 of the Constitution 
says “The National Assembly shall have the right to consent to the conclusion and 
ratification of treaties pertaining to mutual assistance or mutual security; treaties 
concerning import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reaties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treaties pertaining to any restriction in sovereignty; peace treaties; 
treaties which will burden the State or people with an important financial 
obligation; or treaties related to legislative matters.” Main theme of this paper is 
whether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may decide “yes or no” only regarding the 
treaty transmitted by the Executive or add/ change some conditions for the treaty 
ratification. 

 In this paper author categorized legislative conditions into amendments, 
reservations, interpretative declarations and provisos, and analysed each condition’s 
legality and its legal effect. Conclusion can be summarized like following. The 
National Assembly’s decision to ask amendment of the treaty itself should be 
regarded as the rejection of its approval. It may add, delete or change the 
reservations for multilateral treaty suggested by the Executive. After legislative 
approval with some reservations, the Executive can not change them without 
legislative additional approval. The National Assembly may add, delete or change 
the interpretative declarations suggested by the Executive. The National Assembly 
may add some provisos for the treaty ratification. All legislative conditions are 
binding upon the Executive. 

Key words: Treaty, Legislative Consent, Reservation, Interpretative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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