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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주요어 : 영사 조력 범위, 재외국민보호, 영사 보호, 헌법 제2조 2항 

학   번 : 2010-23510 

 

 

 2004년 김선일씨 피살, 2007년 샘물교회 봉사자 피랍 등 해외에

서 우리 국민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영사 업무를 담당하

고 있는 외교부에 대한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일차적 

원인은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위해 영사가 어느 부분까지 지원해줄 수 있

는지에 대해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국민은 가급적 영사가 광범

위하게 개입해주기를 기대한다. 반면, 국가는 국제법 및 외국의 국내법, 

영사 인력 및 예산의 제한, 다른 국민과의 형평성 등에 따라 개입을 제한

하고자 한다. 

 영사 조력 범위에 대해 국제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영토 

주권 존중, 국내문제 불간섭 등 국제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가 타국의 

영토 내에서 영사 보호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제관습법은 전통적으

로 국가의 영사 조력권 또는 자국민 보호권을 인정해왔다. 영사 분야에서 

국제관습법을 법전화한 1963년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영

사 조력의 전제조건으로서 조력 수혜자의 동의를 명시하였으며, 형사절차

에서의 영사 조력에 대해 다른 상황과 구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와는 별개로 미국, 러시아 등과 영사 분야에서의 양자 조약

을 체결하여 해당 국가와의 관계에서 국제관습법·다자 조약과 함께 양자 

조약을 적용하고 있다.  

 상당수의 국가들이 영사 조력 범위를 정부 내부 지침이나 영사 업

무 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다. 영사 조력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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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독일, 핀란드, 스웨덴 등 소수 국가에 불과하다. ‘내국민’보호와 

달리 ‘재외국민’보호는 외국의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제법 

및 외국의 국내법 준수, 영토 주권 존중 등의 제한이 뒤따르고 상황에 따

라 영사의 재량을 요구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률에서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가들은 국내법, 영사 

정책, 고유의 관행과 문화, 인식 등에 따라 법률 또는 정부 내부 지침을 통

해 영사 조력 범위를 정하고 있다. 보호의 대상과 관련하여 유일국적의 원

칙에 따라 이중국적자를 배제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이중국적자는 물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국적자, 외국인까지도 보호의 대상에 포함하는 국가

도 있다. 외국 사법당국에 의해 구금된 자국민에 대해 생필품 또는 음식을 

제공하거나 공정한 판결에 방해가 되는 재판관 배제를 요구하는 등 재외국

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영사 조력 조치를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1,400만명의 국민이 출국하고 이중 약 

7,800명이 해외에서 다양한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영사 조력을 요구한

다. 정부는 현재 외교부 부령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

에 따라 이들에 대해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침은 대외

구속력이 없는 정부 내부 지침으로서 그간 이에 근거하여 효과적이고 통

합적인 재외국민보호 체계를 확립하여 영사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해외에서 우리 국민 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재외국

민보호에 대한 정책은 수시로 재검토되었고, 영사 조력 범위도 일관성이 

없었다.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헌법 제2조 2항에서 규정한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를 구체화할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보호의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하고 영사 조력 범위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있

을 것이다. 법률 제정시 우리나라가 구속받는 국제법의 관련 규정이 반영

되어야 할 것이며, 이미 법률을 제정하거나 다른 형태로 영사 조력 범위

를 규정한 국가의 사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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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2011년 4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6부는 아프간에

서 선교활동 중 탈레반에 의해 살해된 자의 부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1. 원고측은 국가가 출국하는 개개인에

게 외국에 대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않는 등 재외국민보호 의무를 해태

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가의 제한된 물적·인적 자원

의 한계로 볼 때, 국가가 아프간을 여행하려는 개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일일이 알릴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법원은 국가가 인터넷과 언론매체 등을 통해 꾸준히 아프간의 불안한 정

세와 탈레반의 테러 가능성을 국민에게 공표하고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재외국민보호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았다.  

 영사 업무, 그 중에서도 해외에서 긴급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조력 

업무는 대외비적 요소가 많은 외교 업무 가운데 국민과의 관련성이 가장 

많은 분야이다. 동시에 국가와 국민간의 견해 차이 또한 가장 크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외국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건·사고에 대해 가급적 폭

넓게 개입해주기를 기대한다2. 심지어 언론이나 국회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호소하고, 이를 통해 정책을 변경시켜 자신이 연루된 사건에서 영사 조력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4.22. 선고 2010가합77120; 노재현, 임수정, "샘물교

회 피랍 희생자 국가 배상책임 없어", 연합뉴스, 2011.4.2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

01&aid=0005030581 최종검색일 2013.6.22. 
2
 집주인이 방세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영사관을 찾아와서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

는 경우도 있으며, 수사 개입, 물리적 신변보호, 교통편의 제공까지 요구하는 경

우도 허다하다. 이수존, "재외국민 보호 강화방안 :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할 

때 시너지효과 기대 가능", 외교, 제71호, 2004.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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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대하려는 적극성을 보이기도 한다3 . 반면, 국가는 국제법 및 외국의 

국내법, 영사 인력 및 예산 제한,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다른 국민과의 형평

성, 영사 관할구역내 다른 국민의 안전 등을 이유로 영사 조력 범위를 제

한한다4 . 문제는 높은 수준의 영사서비스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는 점차 

커지는 반면, 영사 인력 및 예산 증가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양측간

의 견해 차이는 계속해서 조정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5.  

 매년 우리 국민 1,400만명이 출국한다. 이중 약 7,800여명이 해

외에서 다양한 사건·사고에 연루된다6. 실제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들 중

에는 외국의 국내법, 제도·관습·문화, 치안 등에 대한 정보만으로 해결

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국내법상 타 종교에 의한 선교가 금

지된 이슬람 국가의 경우 이러한 사실을 출국 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면, 

불법 선교활동의 결과 외국 사법당국에 의해 체포되는 긴급상황은 발생하

지 않을 것이다7. 

                                            
3

 Maaike Okano-Heijmans, "Change in Consular Assistance and the 

Emergence of Consular Diplomacy", Netherlands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Clingendael, 2010. p. 5. 
4
 예를 들어, 우리 국민이 피랍된 경우, 국민은 정부가 테러 단체와의 협상을 통

해 몸값을 지불하고 해당 재외국민을 석방시키는 것을 기대한다. 이는 가장 간단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납치 단체에게 한국인만 납치하면 한국 정부가 확

실하게 몸값을 지급한다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고, 그 결과 우리 재외국민의 피

랍 가능성을 높여 우리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한, 이러한 테러단체들은 받아낸 몸값으로 무기를 구입하고 새로운 요원들도 충

원하고 있어,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김봉현, "재외국민 보호의 딜레마", 교포정
책자료, 통권 제168호, 2007. p. 25. 
5
 Maaike Okano-Heijmans, supra note 3, pp. 7-8. 

6
 2011년 기준 약 7,800명이 해외에서 사건·사고에 연루되었으며, 이중 약4,500

명이 범죄 피해를 당했다. 정청래,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 및 보호 대책", 국정
감사 정책자료집 II, 2012. pp. 3-4. 
7
 최근(2013.2월) 리비아에서 국내법을 위반하고 선교활동을 하던 우리 국민이 

리비아 당국에 의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외교부 및 주리비아 대사관은 한

국인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리비아 외교부, 법무부 및 검찰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했고, 그 결과 체포된 이들은 4월 석방되었다. 강병철, "정부 "리비아

서 선교혐의 체포된 한국인 석방"", 연합뉴스, 2013.4.1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 

&sid1=100&oid=001&aid=0006200894 최종검색일 2013.6.22.; 한상용, "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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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사 이러한 정보 없이 출국하여 긴급상황에 처한 경우에도 해당 

국가의 국내법이나 행정·사법 절차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내 연고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

안의 해결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국민은 국가에 대해 영사 조력을 요

청할 수 있다. 해외에서 물건을 도난 당한 경우 현지 경찰이 아닌 영사에

게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국민들은 해외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영사를 접촉한다. 독일의 경우 매년 

해외에서 자국민과 관련된 사건이 약 6천여건 발생하고 있으나 이중 실제 

국가에 대해 영사 조력을 요청하는 경우는 0.2%에 불과하다8. 나머지 사건

들은 현지 법이나 연고자 지원 등을 통해 해결한다.  

 한편, 우리 국민은 이와 같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면서

도 영사 조력의 일환으로 제공된 국가의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상환을 거

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2011년 3월 리비아 사태 발생시 

우리 정부는 전세기를 임차하여 리비아에서 이집트로 우리 국민을 대피시

켰다. 정부가 항공기 납부 의무를 미리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6

월 현재까지도 199명 중 35명이 정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를 강조하며 

관련 비용의 지불을 거절하고 있다9. 반면, 일본 정부는 같은 상황에서 재

외국민의 자기 책임을 강조하며 구상권을 통해 비용을 상환 받고 있다. 

일본 국민 및 여론도 이러한 정부 정책에 비교적 수긍하는 입장이다. 

                                                                                                                 

아, 한국인 1명 등 4명 불법선교 혐의 체포", 연합뉴스, 2013.2.1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

01&aid=0006097772 최종검색일 2013.6.22. 
8
 구체적 수치는 외교부 내부 자료 참조. 

9
 반면, 정부는 항공료 납부 의무를 미리 공지했다는 점, 해외 긴급사태로 철수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이미 항공료를 납부한 교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상

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정묘정, "정부 "리비아 철수 

항공료 미납자를 어쩌나"", 연합뉴스, 2012.1.2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

01&aid=0005479744 최종검색일 201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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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마다 영사 조력에 있어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

이며, 어떻게 하면 영사 조력과 관련한 국가와 국민간의 논란을 줄이고 

보다 효과적인 영사 조력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우리 국민의 언어적 한계, 영사 인력10  및 예산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국

가와 국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영사 조력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

이다. 2004년 김선일씨 피살사건 이후 2007년 샘물교회 피랍사건, 2008

년 예멘 테러11 등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연루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여론 등을 통해 정부의 재외국민보호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간의 의견 대립이 지속되어 왔을 뿐, 

정작 논란의 핵심인 보호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의가 거의 없었다. 영사 

조력 범위에 대한 선행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간 국내외 관

련 연구12는 국제법상 영사 보호와 외교적 보호간의 차이를 검토하거나 

                                            
10

 우리나라의 가용한 영사인력은 총 2,189명으로, 미국(21,505명), 프랑스

(9,900명), 이탈리아(5,166명), 영국(4,966명)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적은 규모

이며, 이를 인구 10만명당 규모로 환산할 경우에도 4.4명에 그쳐, 프랑스(15.1

명), 이탈리아(8.6명), 영국(8.0명), 미국(6.9명) 등에 비해 여전히 적은 편이다. 

유웅조,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의 쟁점과 과제", 이슈와 논점, 제172호, 2010. p. 4. 
11

 2008년 3월 예멘 시밤에서 한국인 관광객 4명이 폭탄테러로 사망한대 이어, 

같은 해 6월 사다 지역에서 한국인 여성 1명이 사망했다. "예멘서 발생한 외국인 

대상 테러, 피랍 일지", 연합뉴스, 2009.6.1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40&oid=0

01&aid=0002714443 최종검색일 2013.6.22. 
12

 관련 국내연구는 아래와 같다. 

제성호, "재외국민 보호의 법적 근거와 국제적 기준", 저스티스, 통권 제81호, 

2004;배종인,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의 범위와 한계 - 헌법 제2조상의 재외

국민보호와 국제법상의 외교적, 영사적 보호", 법조, 제56권, 제12호, 2007;박민

아, "국제법상 국가의 재외국민보호의무의 범위와 한계-국제 판례(LaGrand case 

등)에서 나타난 외교적, 영사적 보호 및 우리 헌법과 판례상의 개념을 중심으로", 

국제법 동향과 실무, 통권 제18호, 2007;신희석, "국제인권규범과 재외국민 보호 

의무의 범위 및 한계 : 재외국민의 실체적 및 절차적 권리를 중심으로", 연세대
학교 법학연구, 제18권, 제2호, 2008;이진규, "국제법상 재외 자국민의 보호에 관

한 연구 - 형사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2008;김덕주, "해외 납치 관련 재외국민 보호 정책 : 각국별 정책 및 대응 방안

을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2007.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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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하 비엔나영사협약)13』및 ICJ 등 관련 

판례의 태도를 고찰하는데 국한되어 있었다. 우리나라가 구속받는 국제법

을 준수하면서 우리 상황에 적합한 보호의 범위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학

계나 정부, 국회 모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헌법 제2조 2항은 국가에게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보호 의무를 규

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률은 제정되지 않았다. 현재 재외국민보호 업

무는 외교부 부령인『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이하 영사업무

지침)』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간 부령에 근거하여 재외

국민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함에 있어 여러 한계에 직면해왔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재외국민보호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 효과적이고 통합

적인 재외국민보호 체계를 수립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우리 국민이 연루

된 사건마다 정부가 일관적인 영사 조력 범위를 적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

다. 물론 부령에 근거하여 영사 조력 범위를 규정할 수도 있으나, 영사 

조력에 대한 국민의 높은 수요와 기대를 고려할 때 법률에서 영사 조력 

범위를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19대 국회는 5건의 재외국민보호법안을 접수하여 심사

하고 있다14. 정부 역시 법률 제정 취지에 동의하면서 의안에 대한 정부 입

                                                                                                                 

관련 해외연구는 아래와 같다. 

Elihu Root, "The Basis of Protection to Citizens Residing Abroad",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Vol. 4, No. 3, 1910;Edwin M. Borchard, "Basic 

Elements of Diplomatic Protection of Citizens Abroad",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7, No. 3, 1913;Victor M. Uribe, "Consuls at Work: 

Universal Instruments of Human Rights and Consular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Criminal Justice", Housto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9, 

1997;Luke T. Lee, John Quigley, Consular Law and Practice, 3r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Biswanath Sen, A Diplomat's Handbook of 
International Law and Practice, 3rd rev. ed., M. Nijhoff, 1988;Ivor Roberts, 

Satow's Diplomatic Practice, 6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등 참조. 
13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2013.6.22 현재 동 협약 당사국

은 176개국이다. 유엔 조약정보(http://treaties.un.org/pages/ 

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III-6&chapter=3&lang=en) 참조. 
14

 발의 날짜순으로 하태경(2012.7.19 발의, 의안번호 756), 유기준(2012.8.7 발

의, 의안번호 1,091), 김정훈(2012.9.4 발의, 의안번호 1,558), 김성곤(20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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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2004년 17대 국회에서부터 10여건의 재외국민

보호 관련 의안이 발의되었고15, 정부·국회·언론 등을 중심으로 이에 관

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 왔음을 고려할 때, 법률의 제정은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는 현재 재외국민보호를 둘러싼 국내적 논란이 법률상 확립된 

보호의 범위가 부재하기 떄문이라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여 국가와 국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보호의 범위를 반영한 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법안 

마련시 검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우리나라가 준수할 의무가 있는 국

제법상 영사 조력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제2장). 또한, 우리나라보다 

앞서 법률을 제정한 외국 사례를 검토하여 법률 제정시 유의미한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한다(제3장). 다만, 법률을 제정한 국가가 소수에 불과해16 정부 

내부 지침 등을 통해 영사 조력 범위를 규정한 타국 사례도 함께 살펴볼 필

요가 있다. 국제법 및 타국 입법례상의 기준을 바탕으로 기존의 재외국민보

호법안17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수정 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발의, 의안번호 1,579), 원유철(2012.9.13 발의, 의안번호 1,791) 의안이 발의되

어, 현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 참조. 최종검색일 2013.6.22. 
15

 2004년 17대 국회에서 이성권·권영길·김성곤·김정훈안이, 2008년 18대 국회

에서 신낙균·김정훈안이, 2012년 19대 국회에서 하태경·유기준·김정훈·김성곤·원

유철안이 발의되었다. 제성호, "재외국민보호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 주요 쟁점

사항 검토 중심",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공청회 자료집, 2012.9.24. p. 2. 
16

 조사 결과,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국가는 독일, 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소수 국가에 불과하다. 각국의 구체적

인 입법례는 본고 제3장 참조. 
17

 5개 의안과 함께 2011년 작성된 정부·국회 통합법안을 검토한다.  

외교부는 18대 국회에서 정부안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2011.8월),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정부안과 의안을 통합하여 „정부·국회 통합법

안‟을 작성하였다(2011.12월).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이 통합법안도 자동 폐기되

었으나, 처음으로 국회와 정부의 의견이 모두 반영된 법안이 작성되었다는 점, 

19대 국회에서 제출된 의안들도 통합법안을 상당부분 반영했다는 점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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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Ⅰ. 연구의 범위  

 

 재외국민보호는 용어의 일반성 때문에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재외국민‟ 및 „보호‟에 

관한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재외국민‟은 정부 내에서조차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다. 국적 업

무를 담당하는 법무부의 경우 재외국민을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18 . 

이 정의에 따른다면 영주할 목적이 없이 여행이나 사업 등의 목적으로 단

기로 해외를 방문하는 자는 재외국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반면, 외교부는 

재외국민을 “우리 국적을 소지하고, 취업·유학·연수 또는 일반 여행 등

을 목적으로 외국에 중·단기 체류하거나 영주권을 갖고 외국에 장기 체

류하는 자”로 간주한다19. 한편,『재외국민등록법』은 등록 대상자인 재외

국민을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해서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규정하고 있다. 

 본고에서 의미하는 영사 조력의 대상이 되는 재외국민은 법무부 

또는 『재외국민등록법』상의 정의와 달리 체류 기간 및 목적을 제한하지 

않고 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모든 우리 국적자를 포함한다. 특히, 해

외에서 긴급상황에 처하는 이들은 현지법에 익숙한 영주권자나 장기 체류

자보다는 단기 해외 체류자인 경우가 많으므로20, 체류 기간을 기준으로 

                                            
18

 법무부 법무실, 국적법 해설, 2003. p. 32. 
19

 영사업무지침 제2조. 
20

 외교안보연구원, 「김선일씨 사건」무엇을 남겼는가? : 한국외교의 교훈과 과
제, 2004.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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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을 둘 필요가 없을 것이다. 

 „보호‟도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조 2항

과 관련한 일련의 판결21에서 보호를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

외국민에 대한 제반 지원으로 보았다. 그러나 헌재의 입장은 본고의 목적

상 보호와는 차이가 있다. 본고의 보호는 국가에 의한 재외국민에 대한 

제반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재외국민이 긴급상황에 직

면한 경우 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에 의한 영사 조력에 국

한한다22. 

 „보호‟를 이와 같이 제한적으로 정의할 경우, 국제법상 „외교적 보

호‟는 본고의 목적상 „보호‟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교적 보호는 타국의 국

제위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개념인데 반해, 재외국민보호는 이러한 위법행

위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23. 또한, 영사 조력 중에서도 일부가 본

고의 „재외국민보호‟에 해당된다. 비엔나영사협약 제5조는 영사 기능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중 본고의 목적상 재외국민보호와 관련된 규정은 제5

조 (a), (d), (e), (g), (h), (i)호에 불과하다24  

 

 

 

 

                                            
21

 헌법재판소 1993.12.23 선고 89헌마189, 2000.3.30 선고 98헌마206, 

2011.8.30 선고 2006헌마788 등 참조. 
22

 본고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한 외국은 상황에 따라 주재국, 영토국, (파견된 영

사의) 접수국 등으로 표기한다. 반면, 영사 조력을 제공하는 국가는 (재외국민의) 

국적국, (영사) 파견국 등으로 표기한다.  
23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 이론과 사례, 제4판, 박영사, 2013. p. 369; 김대순, 국
제법론, 제17판, 삼영사, 2013. p. 741; John Dugard, Seventh Report on 

Diplomatic Protection, United Nations, 2006. pp. 6-8. 

실무상에서 영사 조력과 외교적 보호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양자는 순차적으

로 발생하거나 같은 사건에서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Ivor Roberts, supra note 

12, p. 276. 
24

 배종인, supra note 12, pp. 14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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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의 방법 

 

 본고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문헌 조사, 비교법적 검토, 관행 및 

판례 연구 등 세 가지 연구 방법을 사용할 계획이다.  

 영사 조력에 대한 국제법적 입장을 검토하는 제2장에서는 문헌 

조사 및 판례 연구 방법을 사용한다. 영사 조력과 관련한 이론적 검토를 

위해 국제법 교과서 및 관련 논문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유엔 국제법위

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보고서를 검토한다. 또한, 국

제법이 영사 조력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국제법의 기본원

칙을 주로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관련 판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영

사 조력에 대한 국제법의 태도를 유추한다. 

 타국 입법례를 검토하는 제3장에서는 세 가지 연구방법을 모두 

활용한다.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국내법, 정책, 제도 및 문화 등에 따라 

국가마다 영사 조력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법적 연구 방법을 통해 

이를 검토한다. 국가 관행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는 정부 발간 자료, 정부 

홈페이지, 언론 보도 및 관련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제2장과 제3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제4장의 입법 제언 부분에

서는 앞의 연구 방법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되, 제3장과 마찬가지로 비교

법적 검토 방법을 중점적으로 사용한다. 19대 국회에 제출된 5건의 재외

국민보호에 관한 의안은 구성 및 내용적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25. 따라서 의안을 비교 검토함에 있어 이 두 유형의 의안

과 정부·국회 통합법안을 국제법 및 타국 입법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도

출한 기준에 따라 비교 분석하고, 필요한 입법 제언을 하고자 한다. 

 

                                            
25

 5개 의안은 하태경·김정훈안과 유기준·김성곤·원유철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검토보고서(성석호, "재외국민보호법안 검토보고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12.)에서도 이러한 구분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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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제법상 재외국민보호와 영사 조력 범위 

 

 

제 1 절 영사 조력의 의의 

 

 

Ⅰ. 영토국의 외국인 보호 의무 

 

 재외국민은 국적국의 입장에서는 국민(national)이지만, 타국 영

토 내에서는 외국인(foreigner)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 26 . „속인법

(personality of law)‟이 적용된 중세 시대까지 외국인은 체류하는 외국

의 국내법에 의해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했으며,  국적국의 국내법에 의

해서만 규율 되고 보호를 받았다27. 그러나 „속지법(territoriality of law)‟

의 개념이 도입되고 타국의 영토 주권 존중 의무의 관념이 정착되면서, 

외국인도 해외에서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의해 권리와 의무를 부여 받게 

되었다28.  

 이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는 헌법상 기본권29이 침해된 경우, 

                                            
26

 Anthony Aust, Handbook of International Law, 2nd ed., Cambridge, 2010. p. 

168. 
27

 정인섭, 국제법의 이해, 홍문사, 1996. p. 315. 
28

 Edwin M. Borchard, supra note 12, p. 499; Anthony Aust, supra note 26, p. 

168. 

근대국가가 성립하고 영토 주권의 개념이 확립됨에 따라 유럽 각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 영사의 재판권 행사 등 자신의 국가 주권과 양립하지 않는 행위를 제한

하게 되었다. 정인섭, supra note 27, p. 316. 
29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은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천부

인권성 내지 자연권성이 인정되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성낙인, 헌법학, 제12판, 법문사, 2012. p. 341.  

우리 헌법재판소도 국민 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은 기본권의 주

체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헌재

는 외국인의 기본권이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의 범위 내에서 허용된

다고 보았다. 1994.12.29 선고 93헌마12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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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인은 체류국에 대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해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30. 반면, 영토국은 자국 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권리 침해를 방지해야 

하며, 권리가 침해된 경우 사후적으로 입법·사법·행정적 보호를 통해 

침해 결과를 구제해야 한다31.  

 외국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가 인정되고, 어떠한 절차에 

따라 권리가 보호되는지는 각국 국내법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외국인 

보호에 있어 최소한의 기준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법은 전통적으

로 외국인 보호 기준과 관련하여 „국내표준주의(national treatment 

standard)‟ 및 „국제표준주의(international minimum standard)‟의 기준

을 제시해왔다32. „국내표준주의‟는 국가는 자국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을 

내국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우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지만, „국제표준주

의‟는 비록 내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외국인에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대우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최소한의 기준 이상이 될 것을 요구한다33. 

주로 서방 국가들은 자국민의 외국 진출시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일정 수

준 이상의 보호를 위해 국제표준주의를 주장해왔다. 반면, 제3세계 국가

들, 특히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이러한 서방 국가들로부터의 간섭에 대

항하기 위하여 국내표준주의를 주장해왔다. 

 

 

 

                                            
30

 이병조, 이중범, 국제법신강, 제9판 제2보완수정판, 일조각, 2008. p. 568. 
31

 Ibid.  pp. 563, 568. 
32

 이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국적국은 합법적으로 개입하여 자국민을 위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인섭, supra note 23, p. 753. 

두 기준 외에도 국가들은 관행상 „상호주의(reciprocity)‟에 따라 상대방 국가가 

그 영토 내의 자국민을 대우하는 만큼 자국 영토 내의 해당 국가 국적자를 대우

한다. 
33

 Ibid. , pp. 752-755; 김대순, supra note 23, pp. 827-828; Ian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7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p. 52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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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러한 두 기준간의 대립은 20세기 후반 정주 외국인34의 

증가와 국제인권법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되었다35. 외국인

의 처우에 관한 대부분의 전통 국제법의 원칙은 외국인의 수가 상대적으

로 미미한 시기에 형성되었고, 이 시기에 외국인은 주로 일시 체류자로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교류의 확대와 

국가간 상호의존성의 강화로 외국인의 숫자가 급증하고 이들이 외국에 장

기 거주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현지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이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36.  

 또한, 내외국인간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

인권법은 국내표준주의와 국제표준주의를 통합시켰으며, 두 기준간의 대립

을 무의미하게 했다37 . 국가는 자국이 가입한 인권 조약 등 국제인권법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는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자국이 가입한 인권 

조약에서 보호받는 권리가 침해된 경우 조약 등에 규정된 구제절차에 따라 

이를 치유해야 한다38. 외국인에게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인

                                            
34

 형식적 국적국 외의 국가를 생활의 근거로 삼고 평생을 거주하면서 생활의 모

든 면에서 현지 국민에 준하는 유대를 형성하고 있는 외국인을 흔히 „정주 외국

인‟이라 한다. 정인섭, supra note 23, p. 757. 
35

 Ibid. p. 754. 
36

 Ibid. p. 758. 
37

 Ibid. pp.754-755. 

이와 관련, 국제법위원회(ILC)의 국가책임 의제 특별보고자인 García-Amador는 

1956년 ILC 보고서에서 기본적 인권이 국제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국내표준주의

와 국제표준주의가 “통합되었다(the two approaches were now synthesized)”고 

보았다. F.V. García-Amador, Report on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1956. 

paras. 151-159. 

그러나 이러한 그의 진보적인 제안은 ILC 내에서조차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당시만 해도 인권의 국제적 보호의 의미가 국제사회에서 확실하게 인식되지 못

해 국가들은 국제법상 국가책임 성립의 판단기준을 인권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에 

의존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국제인권 개념이 객관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제시한 국제인권기준은 국제표준주의의 또 다른 변형으로 의심받을 수 있

었다. 정인섭, supra note 23, p. 755. 
38

 체류국의 인권 조약 가입 여부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대우는 자신의 국적국에

서 보다 개선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국가는 자국내 체류하는 자연인에 대해 „그 국적에 관

계없이(regardless of national origin)‟ 조약상 인정되는 기본적 인권을 존중해야 



 13 

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국가는 외국인의 국적국과의 관계에서 국가책임을 

지게 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상의 개인의 국가고발제도와 같이 개

인이 인권 조약상의 구제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경우, 국가는 이에 구속을 

받는다. 

 

Ⅱ. 영사 조력을 위한 국적국의 개입 

 

 자국 영토 내에서 국가의 관할권은 „완전하고 절대적(complete 

and absolute)‟이다. 따라서 국가는 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람, 

사물 및 사건에 대해 능력과 권한을 가진다39. 그러나 영토관할권의 절대적 

성격이 자국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 해당 국적국에 의한 관할권 행

사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국적국은 속인주의(nationality 

jurisdiction) 40에 의거하여 타국 영토 내에 있는 자국민에 대하여 그가 

체류하는 장소에 관계없이 입법관할권을 가진다41. 다만, 집행관할권의 경

우 타국의 영토 주권 존중 및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에 따라 그 행사가 제

한된다42.  

                                                                                                                 

한다. Anthony Aust, supra note 26, pp. 168-169. 
39

 Martin Dixon, Textbook on International Law, 6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 133. 
40

 국적은 소재지에 관계없이 속인주의에 따른 인적 관할권 행사에 근거가 된다. 

제성호, "한국 국적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제인권법, 통권 제4호, 2001. p. 

110. 
41

 Martin Dixon, supra note 39, p. 137. 

우리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토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

다‟고 규정하여 속인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이병조, 이중범, supra note 30, p. 

184. 
42

 조약 등을 통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다른 국가의 영토 내에서(within 

another State) 속인주의에 근거한 집행관할권의 행사는 제한된다. Anthony 

Aust, supra note 26, pp. 43-44, 168. 

반면,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비록 타국 영토 내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심각

한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관할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영국은 반역죄

(treason), 살인(murder), 중혼죄(bigamy) 등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발생한 사건

이라고 하더라도 속인주의에 근거하여 집행관할권을 행사한다. Malcolm N. Sh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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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국가가 자국 내에서 권리를 침해당한 외국인에 대해 정당

한 사법절차를 통한 보호를 거부하는 경우43,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에서 외국인의 국적국에 의한 개입이 허용된다. 이러한 국적국의 개입은 

„영사 조력(consular assistance)‟  또는 „영사 보호(consular 

protection)‟으로 볼 수 있다. 국제법상 영사 조력이란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권리 및 이러한 권리 행사

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권리이다44. 영사 조력은 국적국

의 „권리‟이므로 국적국이 해외에 있는 자국민에 대해 영사 조력을 거부

할 경우 국내법상 공무원의 직무 과실에 대한 책임45을 추궁할 수는 있지

만,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일반 국제관습법은 전통적으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권‟ 또는 

„자국민 보호권‟을 인정해왔다46 . 1963년 비엔나영사협약도 일부 조항에

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47. 비엔나영사

                                                                                                                 

International Law, 6th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p. 663-664. 
43

 이러한 „재판의 거부(denial of justice)‟는 국가의 단일 행위가 아닌 „복합적 

행위(complex act)‟에 의해 발생한다. ILC 국가책임 의제 특별보고자인 James 

Crawford는 국가에 의한 „재판의 거부‟가 관련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

제법 위반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James Crawford, Second Report on State 

Responsibility, United Nations, 1999., pp. 41-42, 54. 

„재판의 거부‟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협의의 „재판의 거부‟는 권리 침해를 

받은 외국인에 대하여 사법적 구제를 불허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광의의 „재

판의 거부‟는 사법적 구제를 일단 개방하더라도 절차, 판결의 내용 및 집행의 양

상이 차별적이거나 명백히 부당·불공정한 요소가 개입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김석현, "'재판의 거부'의 개념과 그 현대적 의의", 국제법학회논총, 제51권, 제1

호, 2006. pp. 224-235; 이진규, supra note 12, pp. 115-116. 
44

 이성덕, "영사보호와 관련한 ICJ 관련 판결에 대한 분석 및 검토", 국제법학회
논총, 제52권, 제2호, 2007. p. 290. 
45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보통 갖추어

야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직무 집행상 과실 책임이 발생한다. 2011.4.22 

선고, 2010가합77120 판결 등 참조.  
46

 제성호, supra note 12, p. 203. 
47

 비엔나영사협약상 영사 조력과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5조(영사기능) 영사기능은 다음과 같다. 

(a) 국제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파견국의 이익과 개인 및 법인을 포함한 그 

국민의 이익을 주재국내에서 보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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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상 영사 조력과 관련한 규정은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하거나 국가에게 

국제관습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국가들은 

상대 국가와의 양자 조약 체결을 통해 국제관습법 및 다자 조약의 일반적

·추상적 규정을 보충하고 영사 조력을 구체화한다48.  

                                                                                                                 

(d) 파견국의 국민에게 여권과 여행증서를 발급하며, 또한 파견국에 여행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사증 또는 적당한 증서를 발급하는 것 

(e) 개인과 법인을 포함한 파견국 국민을 도와주며 협조하는 것 

(g) 접수국의 영역 내에서의 사망에 의한 상속의 경우에 접수국의 법령에 의거하

여 개인과 법인을 포함한 파견국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h) 파견국의 국민으로서 미성년자와 완전한 능력을 결하고 있는 기타의 자들 특

히 후견 또는 재산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접수국의 법령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i) 접수국 내의 관행과 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파견국의 국민이 부재 

또는 기타의 사유로 적절한 시기에 그 권리와 이익의 방어를 맡을 수 없는 경우에 

접수국의 법령에 따라, 그러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보전을 위한 가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접수국의 재판소 및 기타의 당국에서 파견국의 국민을 위하여 적당한 대

리행위를 행하거나 또는 동 대리행위를 주선하는 것 

제36조(파견국 국민과의 통신 및 접촉) 

1. 파견국의 국민에 관련되는 영사기능의 수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의 규

정이 적용된다.  

(a) 영사관원은 파견국의 국민과 자유로이 통신할 수 있으며 또한 접촉할 수 있다. 

파견국의 국민은 파견국 영사관원과의 통신 및 접촉에 관하여 동일한 자유를 가진

다. 

(b) 파견국의 영사 관할구역내에서 파견국의 국민이, 체포되는 경우, 또는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구금 또는 유치되는 경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구속되는 경우에, 

그 국민이 파견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면, 주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체포,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자가 영사기관에 

보내는 어떠한 통신도 동 당국에 의하여 지체없이 전달되어야 한다. 동 당국은 관

계자에게 본 세항에 따른 그의 권리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c) 영사관원은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파견국의 국민을 방문하며 또한 동 

국민과 면담하고 교신하며 또한 그의 법적대리를 주선하는 권리를 가진다. 영사관

원은 판결에 따라 그 관할구역내에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파견국의 국민

을 방문하는 권리를 또한 가진다. 다만,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국민을 대

신하여 영사관원이 조치를 취하는 것을 동 국민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에, 

동 영사관원은 그러한 조치를 삼가하여야 한다.  

2. 본조 1항에 언급된 권리는 주재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다만, 

이 법령은 본조에 따라 부여된 권리가 의도하는 목적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야 한다. 
48

 우리나라도 미국, 러시아 등과 영사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러시아와 체결한 

영사 조약 제39조는 영사접견권에 대해 비엔나영사협약 보다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다. 외교부 조약정보(http://www.mofa.go.kr/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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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긴급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영사 조력 범위 

 

 모든 국가는 타국과의 관계에서 영사 조력의 권리를 가지지만, 국

가의 자국민 보호권은 상황별로 국가의 판단에 따라 다양한 방법과 수준

으로 이행된다49. 즉, 국가의 구체적 영사 조력 범위는 국제법, 영사 정책, 

외국의 국내법, 상황의 심각성 및 국민의 피해 정도, 동일한 상황에서 다

른 국민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각 상황

별 영사 조력 범위를 사전에 예측하여 망라적으로 열거하기란 불가능하다. 

설사 열거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규정된 영사 조력 범위에 국한하여 영

사 조력을 할 경우 재외국민이 처한 구체적 상황에 가장 적합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영사 조력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제법은 영사 조력에 대해 

영토 주권 존중 등 국제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형사절차

에서의 보호는 개인의 자유가 구속되어 다른 조력 방안을 강구하기 어렵

다는 측면에서 다른 상황과는 구별되므로 구체적인 영사 조력 범위를 규

정할 필요가 있다. 

 

 

 

 

                                                                                                                 

treatylaw/treatyinformation/bilateral/index.jsp?mofat=001&menu=m_30_50_40) 

참조. 최종검색일 2013.6.22.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간의 영사협약』 제39조 구속 및 재판에 대한 기능 

3. 영사관원은 구속된 파견국 국민과 면담 및 교신을 위하여, 해당 국민으로부터 

우편 및 소포를 전달하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법적 대리를 주선하기 위하여 구속

된 국민을 방문할 수 있다. 이러한 최초의 방문은 가능한 한 빨리 허용되어야 한다. 

연속되는 방문은 정기적으로, 그러나 2월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허용된

다.(밑줄 추가) 
49

 Robert Jennings, Arthur Watts,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Volume I 
Peace, 9th ed., Longman, 1992. pp. 93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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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영사 조력의 일반원칙 

 

 1. 국제법 존중 

 

 내국민 보호와 달리 영사 조력은 타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사건

에 대해 요구되는 조치이다. 따라서 영사 조력은 국적국과 영토국에 모두 

적용되는 국제법을 존중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법에는 국제관습법과 비엔나영사협약 등 양국 모두 가입한 

다자 조약이 포함된다. 또한, 영사 분야에서 별도의 양자 조약이 체결된 

경우, 이 조약상 관련 규정이 아울러 적용된다. 주로 양자 조약은 국제관

습법이나 다자조약상의 일반적·추상적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체결되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양자 조약상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2. 외국의 국내법 존중 및 국내문제 불간섭 

 

 영사는 주재국의 국내법 및 행정·사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또

한, 모든 국가는 타국의 국내문제에 간섭해서는 안되므로, 영사 조력 역

시 주재국의 국내문제를 간섭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비

엔나영사협약 제55조 제1항50은 이러한 주재국 국내법 존중 및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외국의 국내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국내법에 따

라 영사 조력 범위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내법에 따라 자

국 영토 내 체류중인 이중국적자에 대해 다른 국적국에 의한 영사 조력을 

금지하는 경우, 이중국적자의 다른 국적국은 국내법 존중 및 영토 주권 존

                                            
50

 비엔나영사협약 제55조(주재국의 법령에 대한 존중)  

1.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모든 자는, 그들의 특권과 면제를 침해함이 없이, 주

재국의 법령을 존중할 의무를 진다. 그들은 또한 주재국의 국내문제에 간여해서

는 아니되는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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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차원에서 영사 조력을 할 수 없다. 또한, 국내법상 시신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면, 비록 유가족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영사 

조력은 제공될 수 없다. 

 한편, 영사 조력의 상당 부분은 외국의 국내법 규정이나 사법 절차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도 관련이 있다. 실제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중 상당수는 외국의 국내법·행정 및 사법 절차만 알아도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경우 영사 조력은 정보 제공에 초점이 맞추어진다51.  

 

 3. 개인의 의사 및 인권 존중 

 

 영사 조력은 개인의 신체·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영사 조력에 대해 개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52. 반면, „외

교적 보호(diplomatic protection)‟는 자국민에 대한 피해를 국가의 피해로 

의제하고 국가가 자신의 피해에 대한 청구권을 타국에 대해 행사하므로53, 

개인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비엔나영사협약 제36조 1항 (b)호는 체포 및 구금 사실의 통보

와 관련하여, “그 국민이 파견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면(if 

he so requests)” 접수국의 관계당국이 영사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조 (c)호에 따라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국민을 

대신하여 영사관원이 조치를 취하는 것을 동 국민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if he expressly opposes such action)” 영사 조력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한편, 국가의 영사 조력은 조력의 대상인 재외국민의 인권이 최대

한 보호되는 방향으로 행해져야 한다. 각국은 자국이 구속받는 인권 조약

                                            
51

 Graham H. Stuart, American Diplomatic and Consular Practice, 2nd ed., 

Appleton-Century-Crofts, 1952. p. 322. 
52

 Luke T. Lee, John Quigley, supra note 12, p. 125; John Dugard, supra note 

23, p. 8. 
53

 정인섭, supra note 23, p. 369; 김대순, supra note 23, p. 74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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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모든 자연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자국 영토 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게도 동일하게 인정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영사는 인권 조약상 외국인에

게도 보장되는 권리를 주재국이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재국 

국내법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영사 조력의 일환으로 항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Ⅱ. 영사 조력의 대상 

 

 국제법은 영사 조력의 대상을 조력을 제공하는 국가의 국민으로 

전제하고 있다. 다른 한편, 국제법은 국가에게 국적 부여의 자유를 인정

하고 있어54, 개인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하나 이상의 국적을 보유하

거나 무국적자가 될 수도 있다55. 이와 같이 개인의 국적이 불분명하거나 

하나 이상의 국적을 보유한 경우 영사 조력의 문제는 복잡해진다56.  

 1963년 비엔나영사협약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 않

다. 따라서 영사 조력의 대상에 대한 국제법의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

반 국제관습법 또는 양자 조약상의 규정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54

 Malcolm N. Shaw, supra note 42, p. 660. 

국제법에 있어 국적은 국민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을 특정 국가(국적국)에 귀속시

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국가를 상대로 국적국이 국민을 위하여 일정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김영석, "국제법상의 이중국적

의 취급", 이중국적, 2004., p.121. 
55

 누구에게 국적을 부여하는가는 각국의 국내관할사항이므로 각국의 국적법은 

통일된 내용을 갖고 있지 않다. 이에 국적법의 적극적 저촉으로 인하여 이중국적

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극적 저촉으로 인해 무국적도 발생할 수 있다. 정인섭, 

supra note 23, p. 736. 
56

 Luke T. Lee, John Quigley, supra note 12, p.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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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중국적자 

 

 전통적으로 이중국적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국가

들은 국적법 등을 통해 유일국적의 원칙을 관철했으며, 국제법도 이러한 

국가들의 입장을 수용하여 이중국적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취해왔다 57 . 

예를 들어, 『국적법 저촉에 관한 헤이그 협약(이하 국적법 협약)』 전문

은 한 개의 국적만을 갖는 것이 국제공동체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선언하

였다. 이중국적자에 대한 보호에 있어서도 전통 국제법은 이중국적자의 

국적국 상호간에는 어느 일방도 타방에 대하여 이중국적자의 외교적 보호

를 인정하지 않았다58. 즉, 이중국적자의 인권 보호보다는 국가들간의 주

권 평등 원칙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제3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이중국적국이 모두 영사 조력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에 대

해서도 판례의 태도는 일관적이지 않았다59.  

 그러나 이중국적에 대한 전통적 인식은 20세기 후반 국가간의 인

적 교류 증가와 국제인권법의 발전으로 변화되고 있다. 인권 개념의 발달

은 국적을 가질 권리와 국적을 이탈할 권리를 개인의 권리로서 보호하게 

되었다60. 이러한 변화에 따라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유일국적 원칙으로

                                            
57

 정인섭, supra note 23, p. 736. 
58

 국적법 협약 제4조. 
59

 Luke T. Lee, John Quigley, supra note 12, p. 126. 

국적법 협약 제5조는 제3국에서 이중국적자는 하나의 국적을 갖는 자로서 대우

를 받으며, 제3국은 복수의 국적국 중에 본인이 상주하거나 주요한 거주를 하는 

국가 또는 사실상 가장 깊은 관계에 있는 1국의 외교적 보호만을 인정하도록 하

였다.  

Nottebohm 사건에서 ICJ는 리히텐슈타인의 외교적 보호권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에서 ICJ는 리히텐슈타인과 Nottebohm 사이에 „진정한 유대(genuine link)‟

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국적법 협약 제5조상의 외교적 보호권을 인정하

지 않았다. Nottebohm Case (Liechtenstein v. Guatemala), ICJ Reports, 1955, p. 

43; 김영석, supra note 54, pp. 124, 134. 

한편, 2006년 ILC 외교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 제6조 제2항은 이중국적자의 국적

국들이 제3국에 대해 “공동으로 외교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may jointly 

exercise diplomatic protection)”고 규정하고 있다.  
60

 『세계인권선언』 제14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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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탈피하여 이중국적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거나 이중국적의 발생을 암

묵적으로 용인하고 있다61.  

 이중국적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이중국적자에 대한 조력

에 있어서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즉, 과거 국가 중심적 입장에서 벗어

나 이중국적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이다. „실효적 국적의 원칙‟도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실효적 국적의 원칙에 따르면, 일방 국적국이 „실효적(effective)‟

인 경우 실효적 국적국은 타방 국적국에 대해서도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유사한 입장을 Mergé 사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 사건

의 조정위원회는 “이중국적자의 국적국 상호간에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은 그 중 한 국적이 실효적 국적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이중국적자의 국적국 상호간에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를 배제하는 주권평등의 원칙은 실효적 국적의 원칙에 양보

하여야 한다”고 설시했다 62 . 2006년 ILC „외교보호에 관한 규정초안

(Draft Articles on Diplomatic Protection, 이하 외교보호초안)‟ 역시 이

중국적국 상호간에 관계에서 “우월한(predominant) 국적이 아닌 한, 일

방 국적국이 다른 국적국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

정하고 있어(제7조), 실효적 국적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실효적 국적국에게 외교적 보호권을 인정하는 이 원칙은 영사 조

력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중국적자와 그가 체류하고 

있는 일방 국적국간의 관련성이 긴밀하지 않은 경우63, 보다 긴밀한 관련

                                                                                                                 

조 3항,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7조 참조. 정인섭, "이중국적에 관한 한

국의 법과 정책", 이중국적, 2004. p. 175. 
61

 미국은 출생에 의한 이중국적자에게 국적선택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귀

화자에게 구 국적을 상실시켰다는 법적 확인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캐나다·호주·

영국·프랑스·스웨덴·스위스 등도 귀화자에게 구 국적의 포기를 요구하지 않으며, 

자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것만으로 자국 국적을 당연히 상실시키지 

않는다. 정인섭, supra note 23, pp. 738-739. 
62

 Italian-United States Conciliation Commission, 22 ILR 443, 1955. 
63

 예를 들어, 출생만으로 국적이 부여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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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는 국적국이 체류국(다른 국적국)에 대하여 „실효적 국적

(effective nationality)‟에 근거한 조력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64. 다만, „실효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서는 각 상

황별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65. 예를 들어, 많은 국가들이 관행상 자

국민이 상당기간 다른 국적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영사 조력을 자제하

는데, 이 경우 이중국적자의 체류 장소는 하나의 실효성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66.  

 

 2. 무국적자 

 

 영사 조력은 기본적으로 조력 수혜자의 국적국이 있음을 전제로 하

기 때문에, 무국적자에 대해서는 영사 조력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이

유로 그간 국제법은 무국적자에 대한 영사 조력보다는 무국적자를 감소시키

거나 무국적자의 지위를 개선하려는데 집중해왔다67.  

 

                                            
64

 Anthony Aust, supra note 26, p. 164. 
65

 Iran-U.S. Claims Tribunal에서는 적지 않은 사건에서 미-이란 이중국적의 문

제가 대두되었다. 재판부는 실효적 국적을 판단하는 요소로 상거주지, 이해 중심

지, 가족관계, 공적 생활에의 참여 등을 제시했다. 정인섭, supra note 23, p. 385. 
66

 영국은 체류국과의 협조를 통해 영사 조력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 영사에게 이중국적자에 대한 보호를 명하면서도 자국 내 

체류하는 이중국적자에 대해서는 다른 국적국의 보호를 인정하지 않는다. 스위스

는 이중 국적자가 다른 국적국에 체류하는 경우 영사 조력을 제공하지 않으나, 

캐나다는 이런 경우에도 조력을 제공한다. Luke T. Lee, John Quigley, supra 

note 12, pp. 127-129. 
67

 전자의 경우, 가장 가시적인 성과는 1961년 채택된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

이다. 후자의 경우 1954년 채택된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이 가장 대표적인 

성과이다. 정인섭, supra note 23, pp. 743-744. 

무국적자는 법률상 무국적자(de jure statelessness)와 사실상 무국적자(de facto 

statelessness)로 구분할 수 있는데,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은 법률상 무국

적자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1962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Ibid. pp. 

743-744; 외교부 조약정보(http://www.mofa.go.kr/trade/treaty 

law/treatyinformation/multilateral/index.jsp?menu=m_30_50_40&tabmenu=t_2) 참

조. 최종 검색일 201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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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최근 일부 인권 조약에서는 자국내 체류하는 무국적자에 

대해 체류국에 의한 보호를 인정하는 진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68. 『영

사 기능에 관한 유럽 협약(ECCF, European Convention on Consular 

Functions)』  제46조 1항은 무국적자가 체류하는 국가의 영사는 해당 

무국적자에게도 자국민에게 제공하는 그와 같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69. ILC 외교보호초안 제8조도 국가가 “자국 내에서 합법적

으로 정주하는 무국적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3. 재외국민 집단 

 

 영사 조력의 대상은 개인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 집단 또는 단체

가 될 수도 있다70. 대형 자연재해나 테러 등의 발생으로 주재국 정부의 

정상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고 신속한 대피·철수가 요구되는 경우, 

재외국민의 국적국은 자국민에 대한 영사 조력을 위해 본국에서 대응팀을 

파견하거나 전세기를 투입할 수 있다.  

 

                                            
68

 Anthony Aust, supra note 26, p. 165. 
69

 다만, 무국적자가 체류국의 국적을 가졌던 경우에는 영사 조력이 인정되지 않

는다. 

해당 규정은 아래와 같다. 

Article 46 

1. A consular officer of the State where a stateless person has his habitual 

residence, may protect such a person as if Article 2, paragraph 1, of the 

present Convention applied, provided that the person concerned is not a 

former national of the receiving State. (밑줄 추가) 
70

 외국의 입법 행위로 인해 다수의 재외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가 발생 또는 침

해가 예상되거나 자연재해·테러 등의 발생으로 관할구역 내 재외국민 전체에 대

한 대피·철수가 필요간 경우 재외국민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영사 조력이 요구

된다. Biswanath Sen, supra note 13, p. 389. 

이러한 „단체 보호(group protection)‟는 영사 조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어려

운 문제이다. Ivor Roberts, supra note 13, p.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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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국제법은 이러한 단체 보호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들은 주권 존중,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 등 국제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단체 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Ⅲ. 형사 절차에서의 영사 조력 

 

 비엔나영사협약 제36조 1항은 형사절차에서의 영사 조력에 대해 

다른 상황과 구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의 규정은 1) 영

사와 재외국민간의 자유로운 통신 및 접촉의 권리, 2) 재외국민의 자유가 

구속된 경우 주재국의 통보 의무, 3) 자유가 구속된 재외국민에 대한 영

사접견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LaGrand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는 주재국이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사의 자유로운 통신 

및 접촉의 권리 및 접견권도 침해하는 결과가 가져온다고 판시하면서, 제36

조 1항은 영사 조약의 원활화를 위해 고안된 „상호 연계된 제도

(interrelated regime)‟을 확립하고 있다고 보았다71. 

 

 1. 재외국민과의 자유로운 통신 및 접촉 

 

 적절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력 수혜자의 의사를 우선 

파악해야 한다72 . 이러한 의사 파악 없이 영사의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71

 LaGrand Case (Germany v. United States of America), ICJ Reports, 2001, 

para. 74. 

동 사건의 개요 및 판결 내용과 관해서는 정인섭, 정서용, 이재민, 국제법 판례 
100선, 제3판, 박영사, 2012. pp. 221-227; 이병조, 이중범, supra note 31, pp. 

260-261 참조. 
72

 Ivor Roberts, supra note 12, p.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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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지는 영사 조력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73. 1963년 비엔나영사협약은 국

가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영사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통신 및 접촉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74. 따라서 구금된 자는 외국의 관계당국에 대해 비엔

나영사협약상 자신에게 인정되는 영사와의 자유로운 통신 및 접촉의 권리

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자유로운 통신과 접촉은 외국 관계당국에 의한 자국민에 대한 차

별적 대우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므로, 영사와 국민간의 통신 및 

접촉의 내용에 대한 비밀(privacy or confidentiality)이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관해 비엔나영사협약은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서면

으로 된 통신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이 없으나, 이 경우에도 그 내용상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75. 

 

 2. 재외국민의 체포 및 구금에 대한 통보 

 

 비엔나영사협약 제36조에 따라 주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파견

국의 국민이 체포, 구금 또는 유치, 기타의 방법으로 구속된 경우, 이를 

파견국 영사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러한 통보의 의무는 국제

관습법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으나76, 비엔나영사협약 체결과정에서 주재국

의 의무로 규정되었다. 한편, 동 협약 이후 체결된 대부분의 양자 조약은 

자동 통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77.  

 그러나 구금된 재외국민이 자국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

지 않으면, 통보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주재국과 국적국과의 

                                            
73

 Luke T. Lee, John Quigley, supra note 12, p. 398. 
74

 비엔나영사협약 제36조 1항 (a)호 2문. 

파견국의 국민은 파견국 영사관원과의 통신 및 접촉에 관하여 동일한 자유를 가

진다.  
75

 Luke T. Lee, John Quigley, supra note 12, pp. 150-151. 
76

 Ivor Roberts, supra note 12, p. 279. 
77

 Luke T. Lee, John Quigley, supra note 12, pp. 14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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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조약 체결을 통해 자동 통보 의무를 규정한 경우, 통보는 이러한 국

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자동 통보 의무의 규정은 주재

국이 통보하지 않은 것을 해당 국민의 반대로 전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78. 그러나 난민과 같이 국적국으로부터의 영사 조력을 

원하지 않는 이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79. 

 주재국은 해당 국민이 파견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

면, 이를 „지체없이(without delay)‟ 영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Avena 

사건에서 ICJ는 „지체없이‟ 통보받는다는 것은 체포당국이 피체포자가 외

국인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고 보았다 80 . 멕시코는 „지체없이‟가 „체포 후 즉시 그리고 심문 전

(immediately upon arrest and before interrogation)‟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지만, ICJ는 영사와 변호인의 역할을 구분하면서 멕시코의 주장을 

배척했다81. 한편, „지체없이‟는 „즉시(immediately)‟와도 구분되는데, „즉

시‟가 지연에 대한 귀책 사유의 유무를 따지지 않는 것인데 반해, „지체없

이‟는 지연이 있는 경우 귀책 사유를 따져 부당한 지연에 대해서만 그 책

임을 묻는다 82 . 일부 양자 조약에서는 통보 시기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 통보 시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영국-중국 영

사 조약은 통보는 “가능한 빨리(as soon as possible)” 이루어져야 하며, 

“늦어도 재외국민의 자유가 구속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가 이

루어져야 한다고 하여, 구체적인 시한을 명시하고 있다83.  

 
                                            
78

 Ivor Roberts, supra note 12, p. 280. 
79

 Ibid.  p. 279. 
80

 Case Concerning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Mexico v. United 

States of America), ICJ Reports, 2004, para. 49. 

동 사건의 개요와 판결 내용에 관해서는 정인섭, 정서용, 이재민, supra note 71, 

pp. 228-235 참조. 
81

 Case Concerning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ICJ Reports, 2004, 

para. 96. 
82

 이진규,  supra note 12, p. 84. 
83

 Luke T. Lee, John Quigley, supra note 12, p.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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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엔나영사협약은 통보의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국가들은 양자 조약의 체결을 통해 구체적인 통보의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2001년 중국의 한국인 마약사범 처형사

건에서는 중국의 비엔나영사협약 제36조 1항 (b)호상의 통보 이행과 관

련하여 양국간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은 자국민 4명의 구금 및 재판 일정, 

사형 통보 등에 대해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반면, 중국은 비엔나

영사협약상의 주재국의 통보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양국간에는 영

사 분야에서 양자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엔나영사협약상의 

의무 이행을 검토해야 했다. 조사 결과, 중국 관계당국이 한국측 영사관

에 팩스로 구금 사실 및 사형 확정판결 등을 통보한 것이 밝혀졌다. 비엔

나영사협약에서는 주재국의 통보 의무만 규정되어 있지, 그 이행 방법은 

주재국의 재량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의 통보 방식에 대해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84.  

 한편, 국가들은 비엔나영사협약상의 지체없는 통보의 의무를 이행

하기 위해 별도의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85 . 미국의 경우 외국인이 

체포된 경우 해당 업무 담당자를 위해 단계별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86 . 

이 지침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 그들의 요청에 따라 

                                            
84

 실무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팩스를 통한 통보의 관행을 가지고 있지만, 양자 

조약의 체결을 통해 팩스 송부와 함께 유선 통보 또는 공문 송부 등의 방법을 

아울러 규정할 수도 있다. 

한-중 영사 조약의 체결은 2001년 이후 계속적으로 추진되었으나, 통보 방식, 

체포 및 구금시 통보 및 이후 영사 접견의 시한과 절차 등에 대한 양국간 견해

차로 2013년 5월 현재에도 양자 조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다. 제성호, "영사협

정도 없는 한중 수교 20년", 문화일보, 2012.8.7. 31면. 
85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604호)』 제241조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 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외국인 피의자를 체

포·구속할 경우 피의자에게 자국 영사기관원에 접견·교통을 요청할 수 있음을 고

지해야 하고, 피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하

여야 한다. 정인섭, 정서용, 이재민,  supra note 71, p. 227. 
86

 지침의 상세 내용은 미 국무부 홈페이지

(http://travel.state.gov/law/consular/consular_753.html) 참조. 최종검색일 

201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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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사관에 지체없이 체포 또는 구금의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지체없

이 재외국민과 영사간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미국은 

일부 국가와는 별도의 합의를 통해 비록 국민이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영사에게 체포 및 구금의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있다87.  

 

 3. 영사접견권 

 

 주재국의 통보 의무와 달리, 파견국의 영사접견권은 국제관습법에서

도 인정되었다88. 비엔나영사협약 제36조 1항 (c)호에 따라 영사는 체포 또

는 구금되어 있는 자국민을 방문하여 그와 면담하고, 교신하며, 법적 대리를 

주선할 수 있다. 다만, 비엔나영사협약은 영사 접견의 횟수와 관련해서는 규

정을 두고 있지 않다. 영사 접견 횟수는 양자 조약상 규정, 외국의 국내법, 

재외국민의 상태, 영사기관과 구금장소간의 물리적 거리, 관할 구역 내에 구

금되어 있는 재외국민의 수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89.  

 한-러 영사 조약에서는 영사의 최초 방문은 가능한 한 빨리 허용

되어야 하며, 이후 방문은 2개월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90. 반면, 영-중 영사 조약에서는 영사기관이 자국민의 구금 

사실을 주재국 당국으로부터 고지 받고 이틀 후에 자국민을 방문할 수 있

도록 주재국 당국이 보장해야 하며, 이후 방문은 1개월을 넘지 않는 간격

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러 영사 조약에 비해 보다 구

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91.  

 

                                            
87

 의무 통보 국가에는 중국, 러시아, 영국 등 57개국이 포함된다. 

http://travel.state.gov/law/consular/consular_753.html, 최종검색일 2013.6.22.  
88

 Ivor Roberts, supra note 12, p. 279. 
89

 현행 영사업무지침 제15조 3항은 수감자의 상태, 수감장소, 재외공관의 관할 

지역 내 수감자의 수, 기타 공관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외공관이 영사접견의 횟수

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90

 한-러 영사 조약 제39조 3항. 
91

 Ivor Roberts, supra note 12, p.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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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소 결 

  

 국제법은 비엔나영사협약 제36조에서 형사절차에서의 보호에 관

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긴급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와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기 보다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하

고 있다. 이러한 일반원칙에는 국제법 존중, 외국의 국내법 존중 및 국내

문제 불간섭, 인권 존중 등이 포함된다. 다만, 영사 조력의 목적상 영사 

조력에 대해 해당 재외국민의 동의가 요구된다.  

 영사 조력의 대상과 관련하여 전통 국제법은 재외국민의 인권보

다는 주권평등의 원칙 및 영토 주권 존중의 원칙에 중점을 두고 이중국적

자나 무국적자에 대한 조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제인권법의 발

달로 이중국적자의 „실효적 국적국‟에 의한 보호를 인정하거나 정주 무국

적자에 대해 체류국에 의한 보호를 인정하는 진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입장은 국적 및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결점함에 있어 신중하게 고려하여 수용을 검토해 볼만하다. 우리

나라는 2010년 『국적법』 개정하여 예외적으로 이중국적 또는 복수국적

92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전 국적법에서는 출생에 의하거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후천적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국적 선택을 

하여야 했으나, 개정된 국적법에서는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

다는 서약만 하면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제12조 1항, 

제13조 1항)93. 이러한 정부 정책의 변화, 우리 국민의 국제결혼과 해외 

진출 증가, 그리고 이중국적 발생에 대한 타국 입법례94 등을 고려할 때, 

                                            
92

 국적법 개정으로 „이중국적‟은 „복수국적‟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나, 본고에서

는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중국적‟, „이중국적자‟의 용어를 유지한다. 
93

 그 외에도 일정한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되었으며(제10조 2항), 이중국적자가 한국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도 한국국적의 자동 상실 전에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 명령을 발할 수 있

게 하였다(제14조의 2). 
94

 이중국적자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및 정책 변화와 관련해서는 본고 제3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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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자에 대한 영사 조력에 있어 우리나라도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다만, 우리나라가 출생만으로 국적국이 되거나 제반 사

정을 고려할 때 이중국적자가 체류 중인 국가가 „실효적 국적국‟인 경우 

우리나라의 개입은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형사절차에서의 보호와 관련하여 비엔나영사협약의 제조항은 

가입국인 우리나라가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시 이 조약의 관련 규정을 국내법에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비엔나영사협약 제36조 1항 (c)호에 따른 영사접견은 재외국민의 인권 보

호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근거조항을 법률에 마련하는 것이 타

당하다. 한편, 비엔나영사협약이 영사 접견의 횟수를 명시하지 않고 영사기

관에게 재량을 인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 법률에서도 영사기관의 

위치, 영사 인력 및 예산, 관할구역 내 영사 조력 대상자 수 등을 감안하여 

영사가 접견 횟수를 정함에 있어 재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

다.  

 우리나라가 준수할 국제법에는 우리나라가 타국과 체결한 양자 

조약의 관련 규정도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러시아 등 소수의 

국가들과 영사 업무에 관한 양자 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경우,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가입한 양자 및 다자 

조약, 국제관습법상의 관련 규정을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추후 다른 국

가들과 양자 조약을 체결할 경우 법률상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약 

체결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2절-Ⅱ-1. 이중국적자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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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타국 입법례 검토 

 

 

제 1 절 보호의 법적 근거 

 

 

Ⅰ. 법률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국가는 독일, 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 소수의 국가에 불과하다95 . 자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내국민‟ 보호와 달리 재외국민보호는 법체계와 

문화가 상이한 타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그 내용을 법률에서 규율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국가들은 재외국민보호와 관

련하여 법률을 제정하기 보다는 외국과 별도의 양자 조약을 체결하거나 

행정부 내부 지침이나 매뉴얼을 통해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을 제정한 국가 중 독일은 『영사의 임무와 권한에 관한 법

률』의 일부 조항96에서 긴급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의 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97. 스웨덴의 『영사 재정 지원에 관한 법률98』는 재외국민

보호 중 경비 지원 및 상환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핀란

드는 1999년 헌법에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법률 유보 조항이 마련됨에 따

                                            
95

 Luke T. Lee, John Quigley, supra note 12, pp. 134, 181, 204; 제성호, supra 

note 12, pp. 210-213; 김덕주, supra note 12, pp. 3-4. 
96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법률의 상세 내용은 부록 2(비공식 번역본) 참조. 
97

 그러나 실제 독일 영사는 영사 조력 범위를 언급할 경우, 이 법보다는 『사회 

조력법(Social Assistance Law)』을 원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독일 영사법이 

일반적·추상적 내용인데 반해, 사회 조력법은 해외에서 사회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한계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Maaike Heinmans, Jan Melissen, 

"Foreign Ministries and the Rising Challenge of Consular Affairs: Cinderella 

in the Limelight", 2006. p. 9.  
98

 법률의 상세 내용은 부록 3(비공식 번역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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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같은 해 『영사서비스법99』을 제정하였다. 재외국민보호의 일반 원칙 

및 핵심적 영사 조력 범위만을 규정한 독일 법에 비해 핀란드 법은 긴급

상황, 위기상황, 구금 또는 형사소송 절차, 사망, 미성년자에 대한 지원 

등 비교적 구체적으로 상황별 조력 범위 및 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Ⅱ. 정부의 내부 지침 또는 매뉴얼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재외국민보

호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내부 지침 또는 매뉴얼에서 재외국민보호에 관

한 규정을 두고 있다100. 그러나 법률과 달리 행정부 내부 지침은 행정조

직 내부에서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 처리의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행정규칙이므로101, 이에 근

거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가와 국민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도출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의 영사업무지침인 „7 FAM(Foreign Affairs Manual)‟은 재외

국민보호 업무 수행시 담당 영사 및 해당 재외공관이 취해야 할 조치를 상

세히 규정하고 있다102. 일본은 „긴급사태에 있어 재외국민 보호 대처 매뉴

얼‟을 통해, 네덜란드는 „영사업무지침‟을 통해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103 . 호주는 „영사서비스헌장(Consular Services Charter)‟에서 

영사 조력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104. 

                                            
99

 법률의 상세 내용은 부록 4(비공식 번역본) 참조. 
100

 제성호, supra note 12, pp. 213-215; 김덕주, supra note 12, pp. 3-4. 
1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9.8 선고 2004가합21775 판결 등 참조. 
102

 오승진, "영사보호에 관한 국내법적 실행 - 미국의 판례와 관행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53권, 제1호, 2008. pp. 127-129. 

FAM은 미 국무부의 외교 업무 매뉴얼로서, 1부터 11까지 구성되어 있다. 이중 

7 FAM은 영사 업무에 관한 매뉴얼로서, 개정은 조항별로 이루어진다. 

7 FAM의 상세 내용은 미 국무부 홈페이지(www.state.gov/m/a/dir/regs/ 

fam/07fam) 참조. 최종검색일 2013.6.22. 
103

 제성호, supra note 12, pp. 213-214; 김덕주, supra note 12, p. 4. 
104

 동 헌장의 상세 내용은 호주 외교부 안전여행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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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 

 

 호주·캐나다 등 일부 국가들은 내부 지침 외에도 영사가 재외국

민보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비엔나영사협약 등의 관련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105. 또한, 영사 조력 범위를 제시함에 있어 국제법상 

한계를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과 관련하여, 엄격한 이원론적 입장106을 취

하고 있는 국가가 아닌 이상 국제관습법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원

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107. 조약의 경우 일부 국가들은 자기집행적 조약

과 비자기집행적 조약을 구분하여 적어도 전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내법

을 제정하지 않아도 직접 적용이 가능하게 하도록 한다108.  

 수용된 국제법이 국내법의 위계상 어떠한 위치에 놓이는지에 대

해서는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결정된다109. 국제법과 법률을 동등한 효력

                                                                                                                 

(http://smartraveller.gov.au/services/consular-services-charter.html) 참조. 

최종검색일 2013.6.22. 
105

 제성호, supra note 12, p. 216. 
106

 조약에 대해 엄격한 이원론(strict dualism)을 택하고 있는 영국도 국제관습법

에 있어서는 일원론을 적용하고 있다. 영국 외에도 덴마크, 아일랜드 등도 엄격

한 이원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 조약이 국내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의회 제

정법이 요구된다. 김대순, supra note 23, pp. 251-253, 261-271. 
107

 Ibid. p. 250. 

우리나라는 헌법 제6조 1항(“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

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에 따라 조약과 국제관습법이 국내

법으로의 변형 없이도 직접 적용될 수 있다. 정인섭, supra note 23, p. 109; 김

대순, supra note 23, pp. 257-258, 302-304.  
108

 자기집행성 이론은 미국 사법부에서 건국 초기부터 발전시켜온 관행이다. Sei 

Fujii v. State of California 사건에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UN 헌장상의 인권 

조항은 비자기집행적이므로, UN 헌장이 헌장상 인권 조항과 충돌되는 미국 국내

법을 바로 무효화시키지 못한다고 보았다. 정인섭, 정서용, 이재민, supra note 

71, pp. 48-52.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자기집행성과 관련한 판례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 이에 대한 국가 관행을 검토하기에 한계가 있다. 정인섭, supra note 23, pp. 

109-111. 
109

 우리나라의 경우,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 최고법인 헌법

에 종속된다. 법률과의 서열관계에 있어, 국회동의를 받은 조약에 대해 국내 법

률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는데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으나, 국회동의 없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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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상호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후법 우선, 특별법 우

선‟과 같은 해석원칙을 적용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110, 일정한 요건을 갖

춘 국제법의 경우 헌법보다도 우월한 효력을 인정하는 국가도 있다111.  

 

 

제 2 절 보호의 범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Ⅰ. 보호의 기본원칙과 한계 

 

 미국, 네덜란드 등 내부 지침을 통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고 있는 국가 뿐만 아니라, 독일, 스웨덴, 핀란드 등 법률을 제정한 국가

들도 구체적인 보호 범위를 규정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보호의 기본원

칙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법과 비교할 때 국내법에서는 재외국민의 일차적 책임을 강조

하고 있다. 해외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재외국민은 외국의 국내법이나 연고

자 지원 등을 통해 스스로 해결을 모색해야 하고, 이를 통한 해결이 어려

울 경우 보충적으로 국가의 조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일차적 책임의 

원칙으로부터 국가의 재정 지원에 대한 국민의 상환 의무, 국가에 의한 보

호의 중단 및 거부 등이 도출될 수 있다.  

                                                                                                                 

결된 조약 및 실제 확인이 쉽지 않은 관습국제법의 경우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

다. 정인섭, supra note 23, pp. 115-122; 정경수, "국제법의 국내적용에 관한 한

국의 법체계와 경험", 국제법평론, 통권 제28호, 2008. pp. 103-106. 
110

 미국은 조약과 연발법률은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고 보면서, 상호 충돌되는 

경우 후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정인섭, 정서용, 이재민, supra note 71, 

pp. 53-56. 
111

 네덜란드의 경우, 직접효력이 인정되는 조약 규정은 국내법으로 자동 수용되

며, 그 자체로서 네덜란드의 최고법이고, 네덜란드 헌법 제120조에 따라 재판소

는 조약의 합법성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 김대순, supra note 23, p. 283. 또한, 

헌법과 모순되는 조약이라도 그것이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면 

헌법보다 우월한 효력을 인정한다(네덜란드 헌법 제91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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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국가의 보호는 영사 인력 및 예산에 따라 제한될 수 밖에 

없으므로,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영사는 법

률 자문, 통역서비스 등 자신의 권한 범위 밖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재외국민의 일차적 책임 및 보호의 보충성 

 

 독일, 스웨덴, 핀란드 등 법률을 제정한 유럽 3개국은 공통적으로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발생한 긴급상황에 대해 일차적 책임을 지고 외국의 

국내법이나 연고자로부터의 지원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사안을 해결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에 의한 영사 조력은 다른 방법으로 사안이 해결

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제공되는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독일 『영사의 임무와 권한에 관한 법률』은 조력을 요청 하는 

독일인에게 “다른 조력 수단이 없는 경우” 영사에 의한 조력이 제공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1항). 스웨덴 『영사 재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은 해외에서 위기상황 또는 어려움에 처한 자가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 필요가 다른 방법으로 충족될 수 없는 경우” 재정 지원을 받을 권리

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핀란드『영사서비스법』도 이와 유사하

게 이 법에 따른 조치는 영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게 “가용한 어떠한 

수단도 없는 경우” 제공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조 2항).  

 한편, 네덜란드는 2012년 정부의 재외국민보호 정책 방향을 대폭 

변경하였다. 그 결과로서 해외에서 자국민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

에 대해서는 국가가 영사 인력 및 예산의 투입을 최소화하고, 잔여 인력 

및 예산을 위난상황 발생이나 영사 조력이 집중되는 재외공관에 집중 배

치하고 있다112. 이러한 정책 변화는 해외에서 발생한 긴급상황에 대한 국

민의 일차적 책임이 강조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112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Netherlands, “Netherland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olicy Agenda 2012 - Key Pollicy Chages for 2012”, pp.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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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에 의한 보호의 중단 및 거부 

 

 국가의 보호는 재외국민이 외국의 국내법이나 연고자의 지원 등을 

통해 긴급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제공될 수 있다. 그러나 재외국민이 

국가의 조력을 악용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또는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 명

백히 국익에 반하는 경우 국가는 보호를 거부하거나 보호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독일 법은 재외국민이 과거 영사 조력을 악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

우 국가가 조력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7항)113.  또한 

독일은 영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이익을 보호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제3조 2항), 영사 조력이 국익에 반해서는 안

됨을 알 수 있다. 

 핀란드 법은 영사 조력 중에도 재정 지원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핀란드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이 개인 정보를 고의적으로 

잘못 제공하거나 은폐한 경우, 과거 자신의 개인 정보를 고의적으로 잘못 

제공하거나 은폐하여 부당하게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 과거 재외공관에 

의한 재정 지원을 지원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또는 과거 재

정 지원에 대한 상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정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제14조).  

 한편, 법률이 아닌 행정부 내부 지침으로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보호의 중단 및 거부에 관한 규정이 

없다. 생각컨대, 내부 지침의 경우 대상이 국민이 아닌 영사 업무를 담당하

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률의 경우에 비해 국민에 의한 영사 조력의 남용

에 대비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적을 것이다.  

 

                                            
113

 다만, 조력의 거부로 인하여 재왹구민의 생명 및 신체가 위험에 빠지는경우

예외가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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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정 지원에 대한 재외국민의 상환 의무 

 

 스웨덴 법은 영사 조력 중에서도 재정 지원에 한정하여 관련 규

정을 두고 있다114. 이 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체포 및 구금된 스웨덴 국

민은 국가로부터 조사·증거 수집·통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제7조), 자유가 구속되기 전이라도 구속의 가능성이 있거나 특

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제8조).  

 스웨덴 국민이 국가로부터 이 법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18세 이하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상환한다(제

9조 2항). 선원 또는 스웨덴 국적 선박에 승선한 자에게 지원되어 선박 

관련 비용에 사용된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주가 비용 상환의 책임을 진다

(제9조 3항). 체포 및 구금된 자에 대한 재정 지원은 해당 국민이 유죄

를 선고 받은 경우 그 비용을 반드시 상환해야 하나(제10조 1항), 무죄 

선고를 받거나 범죄 피해자에 대한 재정 지원인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용을 상환한다(제10조 2항, 제12조). 상환 의무가 있는 비용에 대해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는 『정부청구 회수에 관한 법』에 따

라 상환을 강제할 수 있다(제18조). 

 이러한 상환 의무는 예외적으로 면제받거나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긴급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외국 관계당국에 의해 자유가 

구속된 자에 대해 조사·증거 수집· 통역 등을 위한 재정 지원은 “전반적

인 상황 및 개인적·재정적 상황을 고려하여 특별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조정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제13조)115.  

                                            
114

 이 법률의 명칭도 『영사 재정 지원에 관한 법률(Consular Financial 

Assistance Act)』이다. 
115

 해당 문구의 비공식 영문 번역본은 아래와 같다. 

The obligation to repay with reference to Article 9 and 10 first paragraph 

may be adjusted or yielded if special reasons are at hand considering the 

repayment responsible persons‟ personal of financial circumstances as well 

as the circumstances in general. (밑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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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 역시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재정 지원에 대한 상환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핀란드 법은 치료, 귀국, 사망자의 처리(매장·화장

·유해의 이송 등), 변호인 임명, 통역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정부가 책

임을 져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제39조), 상환의 의무가 해당 국민에

게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의 재정 지원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는 『세금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다(제42조). 다만, 상환의 의무가 있는 자가 파산자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상환 의무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116. 

 파산자에 대해 상환 의무를 면제해주는 핀란드와 달리 네덜란드

는 파산자나 국내 연고자가 없는 이들에 대해서도 추후 상환을 조건으로 

귀국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117. 재외국민이 병원에 입원한 경우, 네덜란

드 영사는 병원비 마련을 위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거나 보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정 보증을 선다.  

 독일118의 경우 보호의 수혜자가 비용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해

당 개인의 부양 의무의 범위 내에 있는 자가 상환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

한 의무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된다(제5조 5항).  

 영사 조력 비용의 상환에 대해, 일본은 비교적 강경한 입장을 고수

하고 있다. 일본은 „자기 책임론‟에 입각하여 개인이 해외에서 문제를 일으

켜 정부의 지원으로 귀국할 경우, 책임 소재를 철저히 따져 해당 경비를 

재외국민이 부담하도록 한다 119 . 이러한 입장에 따라 일본 정부는 지난 

2004년 이라크 무장단체에 억류된 일본인 3인에 대해 귀국 경비 등의 명

                                            
116

 실제 핀란드의 경우, 국내 연고자가 없는 이들에 대한 영사 조력 비용은 노

키아 등 현지 핀란드 기업이나 교민들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117

 제성호, supra note 12, p. 214. 
118

 한편, 독일은 예외적으로 사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수감자에 대해서는 정부

가 변호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119

 이명조, 김재홍, 최이락, "석방비용 구상권 ... 일 적극행사 v. 미, 유럽은 

NCND", 연합뉴스, 2007.8.30. http://news.naver.com/main 

/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1741255 최종검

색일 201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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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으로 237만 엔을 청구하였고, 일본인 시민단체 직원 등이 해외에서 납치

되었다가 석방되었을 때에도 항공권 등의 명목으로 그들에게 500만 달러

의 구상권을 행사했다120.  

 

 4. 영사 조력의 한계 

 

 영사 조력은 영사 인력과 예산상의 제약에 따라 제한을 받는다. 

영사 조력 범위 내에 속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재외공관이 상황의 심각성, 

국익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

는 경우가 있다. 독일 법은 영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제3조 2항), 영사 조력시 

국익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1963년 비엔나영사협약 제5조는 영사기능을 망라적으로 열거하

고 있으므로 영사는 동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영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

다. 따라서 영사는 재외국민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 자문이나 통

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핀란드 법은 영사가 변호인, 법적 대리 또는 

법률 자문가로 행동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6조 2항), 이는 법

적 자문이 영사 업무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시한 것이다. 독일 법 역시 필

요에 따라 영사가 변호사의 도움과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 자문은 영사 업무에 속하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다(제3조 3항). 

 

 

 

 

 

                                            
120

 윤경민, "'구상권 행사' 일본은?", YTN, 2007.8.30. 

http://www.ytn.co.kr/_ln/0104_200708301831086852 최종검색일 201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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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호의 대상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 국적을 보유한 자에 대해서는 체류 기간 

및 목적에 관계없이 보호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국내법 및 

국가 관행, 제도, 문화 등에 따라 보호의 대상에 이중국적자, 무국적자, 

외국 국적 가족 등의 포함 여부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1. 이중국적자 

 

 이중국적자에 대한 정책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121. 과거 다수의 국

가들은 출생과 동시에 이중국적자가 된 경우 일정한 연령이 되면 하나의 국

적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출생 이후 혼인이나 인지 등으로 이중국적자

가 된 경우 이중국적자가 된 시점부터 이전 국적이 상실되거나 일정기간 내

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였다122. 

 그러나 1970년대 이후로 점차 많은 국가들이 선천적 이중 국적인 

경우는 물론, 후천적 사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는 한 

자국 국적의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국내법을 수정하고 있다123.  

                                            
121

 중국은 국적법에서 이중국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중국 국적법 제3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국민의 이중국적 보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 국적법은 대부분의 국가가 불가피하게 용인하는 선천적 이중

국적에 대해서조차 그 발생을 용인하지 않고 있다. 석동현, "이중국적에 관한 각

국의 입법동향과 한국의 대응모색", 이중국적, 2004. p. 206.  

일본은 원칙상 유일국적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지만, 구체적 운용과정에서는 이중

국적의 발생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고 있다. Ibid. pp. 204-205; 이상윤, "일본의 

이중국적 관련법제", 한국법제연구원 최신외국법제정보, 2010. pp. 11-14 

우리나라는 1948년 국적법 제정 이래 국적 단일주의에 입각하여 이중국적의 발

생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을 강화시켜왔다. 그러나 2010년 국적법 개정으로 예외

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정인섭, supra note 60, pp. 145-16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축조식 국적법 해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1. 

p. 131. 
122

 Anthony Aust, supra note 26, pp. 163-164. 
123

 1977년 캐나다가 그러한 정책을 채택하였으며, 이어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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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러한 정책 변화는 이중국적자에 대한 영사 조력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 타방 국적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중국적

자에 대한 영사 조력을 가급적 자제하나, 영사가 이들에 대한 조력이 적

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력을 제공한다(제5조). 한편, 미국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자도 보호의 대상에 포함시킨다124. 그러나 미국 정부에 의한 영

사 조력은 외국의 정책 및 국내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7 FAM 

086(a)). 또한, 이중국적자가 다른 국적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

력은 제한될 수 있다(086(b)).  

 Avena 사건에서 미국은 자국 내 거주하고 있는 미국·멕시코 이

중국적자가 미국에서 체포된 경우, 멕시코는 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주

장했다. ICJ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판단의 전제조건으

로서 미국이 Avena가 미국 국적을 아울러 보유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

시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125.  

 

 2. 무국적자 

 

 스웨덴 법 제3조 내지 제5조에 따르면, 스웨덴 법의 적용대상에

는 스웨덴 시민 뿐만 아니라 스웨덴에 거주하는 무국적자도 포함된다. 그

러나 스웨덴을 제외한 독일, 핀란드 등 타국 입법례에서는 무국적자를 영

사 조력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는 미국 등 정부 내부 지침

을 통해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  

 

                                                                                                                 

코 등이 차례로 그 같은 방향으로 국적법을 새정하였다. 석동현, supra note 121, 

p. 194. 
124

 미국의 이중국적자에 대한 정책을 요약하면, 미국은 이중국적의 발생을 지지

(favor)하거나 장려(endorse)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이중국적은 용

인(recognize)하고 있다. Ibid. , p. 195. 
125

 Case Concerning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Mexico v. United 

States of America), ICJ Reports, 2004, paras. 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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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입법례를 통해 볼 때, 비록 일부 인권 조약에서 무국적자

의 체류국의 보호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를 국내법에서 수용하기에는 아

직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외국 국적 가족 

 

 외국인에 대한 영사 조력은 외국인의 국적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외교적 마찰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그

러나 자국민과 상당 기간 동거한 가족이거나 과거 자국적을 보유한 경우 

등 국가와 외국인간의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비록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

다고 하더라도 보호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126.  

 독일은 『영사의 임무와 권한에 관한 법률』에서 영사 조력의 대

상을 독일인의 외국 국적 가족에 대해서까지 확대하고 있다. 다만, 영사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 국적 가족이 독일인과 상당기간 동거하고 있

어야 하며, 영사가 이들에 대한 보호를 타당하다고 인정해야 한다.  

 한편, EC 제20조와 EU 기본권 헌장 제46조는 회원국 국민은 자

신이 체류하는 제3국에 자국의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 다른 회원국의 재

외공관으로부터 영사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보호는 EU 회원국 국민이 자신이 속한 국가의 국민과 EU 시

민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다127. 따라서 위에서 

                                            
126

 한편, 스웨덴 법은 자국 내 체류하거나 스웨덴 회사에서 근무 또는 스웨덴에 

회사를 설립한 경우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영사 조력의 일환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2호, 제5조).핀란드 역시 영주권 

또는 취업허가를 받아 핀란드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영사 조력을 인정하고 

있다(제2조 1항). 

에스토니아 『영사법(Consular Law)』 제59조는 국제관습에 위반하지 않을 경

우, 자국민의 가족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 내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영사 

조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7

 EU에 의한 영사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민이 EU 회원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사건·사고를 당한 국가 내에 국적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없어야 한다. 

EU가 제공하는 영사 조력은 국적국의 조력에 비해 제한적인데, 예를 들어,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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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외국인에 대한 영사 조력과 구별된다. 이와 관련, 핀란드 『영사

서비스법』은 노르딕 국가와의 협력 조약 및 EC 조약에 따라 타국 국적

자에 대해서도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2항). 

 

 

Ⅲ. 외국의 국내법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매년 1,700만 명이 출국128하는 일본은 영사 조력과 관련하여 별

도의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영사 조력 범위를 

고지하고 있다129 . 일본 영사는 재외국민에게 관할구역 내에서 적용되는 

국내법, 통역 서비스, 인접한 의료기관, 현지 경찰에 대한 신고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영사가 직접 법률 자문을 제공하거나 경찰 

수사에 참여하는 등 외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대부분의 국가는 일본의 경우와 유사하게 영사 관할구역 내에서 

적용되는 국내법 및 행정·사법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을 지원 가능한 영

사 조력 범위로 제시하고 있다130. 이는 국내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재외

국민, 특히 단기 해외체류자가 사건·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다. 예를 들어, 마약 소지 및 운반의 경우 국가마다 국내법 규정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일방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 마약 종류에 대해 타방 국가

                                                                                                                 

가 발생해 국내로의 송환이 필요한 경우, EU는 송환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해당 재외국민의 국적국 외교부에 연락을 지원해줄 뿐이고, 직접 조력을 제

공하지는 않는다. EU 홈페이지(www.ec.europa.eu/consularprotection) 참조. 최

종검색일 2013.6.22. 
128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Diplomatic Bluebook, 2012 p.46. 
129

 일본은 재외국민이 많이 체류하는 뉴욕·상하이·서울 등 영사 업무가 밀집되는 

주요 도시에 현지 사정에 정통한 „영사 업무 자문관(Advisor on Consular 

Affairs)‟을 임명하는 한편, „개인의 국경간 이동에 관한 위원회(Council on the 

Movement of People Across Borders)‟를 설립하여 재외국민보호 업무에 대해 

필요한 자문을 받고 있다.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Diplomatic 
Bluebook, 2005, pp. 233-235. 
130

 핀란드 법은 영사의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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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를 처벌하거나 처벌 규정을 강화한 경우도 있다. 호주는 이러한 사

정을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면서, 불법적 마약 소지 및 운반은 

외국 국내법에 따라 체형, 무기징역 및 사형까지 내려질 수 있다고 고지

하고 있다131. 

 외국의 국내법에 대한 숙지가 필요한 것은 동일한 사안이 국내에서 

발생했을 때보다 피의자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33년 스

페인령 마조르카섬에서 미국인 5명이 스페인 민병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

속되었다. 미국에서 경범죄로 처리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지 법(스페인 법)에 따라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 중범죄로 처리되어 군

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다132.  

 한편, 멕시코 국적자인 Montoya는 미국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

로 텍사스 법원에 기소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다. 당시 Montoya는 비엔나

영사협약에 따른 영사와의 자유로운 통신 및 접촉의 권리를 통보받지 못

했고, 멕시코 영사관원에 의한 영사 접견은 이루어지지 못했다133 . 이에 

대해 멕시코 영사는 재판에 참석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미

국 국내법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와 스페인어가 가능한 변호

인 명단을 제공하는 것은 영사 조력 범위에 포함되지만, 영사 접견이 허

용되지 않아 이러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131

 호주 외교부 안전여행 홈페이지(http://smartraveller.gov.au/tips/arrest-jail.html) 

참조. 최종검색일 2013.6.22 
132

 재판 결과, 이들에 대한 보석이 허용되지 않아, 수개월을 마조르카섬의 팔마

시 교도소에서 수감되었다. Graham H. Stuart, supra note 51, pp. 326-327. 
133

 Montoya v. State, 810 S.W.2d (1989); Victor M. Uribe, supra note 12, pp. 

41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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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형사 절차에서의 보호 

 

 1. 민사 절차 불개입 원칙  

 

 다수의 국가들은 외국의 사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민사 사건

에 대해서는 영사가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민사 

사건은 형사 사건에 비해 여론의 영향력이 크지 않으므로 국가의 입장에

서는 영사 조력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작다134. 비엔나영사협약은 형사 절

차에서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민사 절차에 대해서는 별

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호주 „영사서비스 헌장(Consular Services Charter)‟는 영사가 

민사 절차 또는 채용과 관련한 분쟁, 상업적 분쟁 및 가사 분쟁을 포함한 

법률 문제에 대해 개입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135 . 중국은 외국에서 

발생한 민사 사건에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자국민이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도 재외공관에 대해 비호(refuge)를 요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136. 

 

 2. 구금된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 

 

 국가들은 자국민이 외국 사법당국에 의해 체포 또는 구속되어 외국 

정부가 이를 영사기관에 통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인지한 경우 자

국민에게 필요한 조력을 제공한다. 이러한 조력에는 영사 접견을 통한 재외

                                            
134

 Malcolm N. Shaw, supra note 42, p. 651. 
135

 호주 안전여행 홈페이지(http://smartraveller.gov.au/services/consular-

services-charter.html#charter) 참조. 최종검색일 2013.6.22. 
136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Guide to 

China‟s Consular Protection and Services Overseas, 2003 ed., pp. 4-5. 

재외국민이 지속적으로 비호를 요청하면서 재외공관의 질서를 훼손할 경우, 중국 

『행정처벌법』 제19조에 따라 최대 15일간 구금되거나 최대 200위안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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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요구사항 접수, 외국 정부에 의한 인권 침해 및 차별적 대우 확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요청 등이 포함된다. 

 미국 헌법 및 7 FAM은 해외에서 자유가 구속된 미국 시민의 인권

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재외국민이 외국 

정부에 의해 부당하게 자유를 박탈당한 경우, 미국 정부는 외국 정부에 구금

에 대한 이유를 요구해야 하며, 이러한 구금이 불법적이고 재외국민의 권리

를 침해할 경우 석방을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석방이 비

합리적으로 지연되거나 외국 정부가 이를 거부되는 경우, 정부는 „필요하고 

적절한(necessary and proper)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재외국민을 석방시

켜야 한다(22 USC 제1732호).  

 미국 시민은 범죄의 종류에 관계없이 미국 정부에 대해 영사 보호

를 요청할 권한을 가진다(7 FAM 423.3(2)). 영사는 재외국민의 체포 또

는 구금 사실을 통보를 받은 후 최대한 빨리 재외국민을 면담해야 하며

(422), 면담시 고문 등 신체적 학대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423.2, 425). 

필요한 경우 영사는 최소한의 생필품을 자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415.5, 

423.9). 외국 정부가 구금된 자국민에게 음식을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적

절하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음식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절차도 마련

해야 한다(444, 455).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미국 영사는 가급적 재판에 참석하여 자국

민에 대한 차별 조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외국 국내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사법 당국에 항의할 수 있다(7 FAM 451, 453). 

심지어 영사는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관이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재판장에게 해당 재판관을 사건에게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다(453.3-1). 

 네덜란드는 재외국민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영사 인력과 예산을 더욱 확충하였으며137, 해외 수감자에 대한 조력을 강

                                            
137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Netherlands, supra note 112, pp.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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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고 변호인

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는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

도록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한다138.  

 핀란드의 경우, 구금된 재외국민의 요청이 있고 재외공관이 필요

하다고 판단할 경우, 영사가 외국 관계당국에 대해 보석, 조기 석방, 구속

형에 대한 선고 연기 등을 요청할 수 있다(제20조). 또한, 재외국민의 석

방을 위한 벌금이나 보석금의 용도로 본국의 가족이 외교부 계좌에 입금

한 경우, 영사가 이를 재외국민에게 전달한다(제21조). 체포 또는 구금되

지는 않았으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법률 및 통역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다(제22조).  

 

 3. 외국 관계당국에 대한 소 제기 및 소송 참가 

 

 영사기관은 영사 조력의 일환으로 주재국 사법당국에 대해 소송

을 제기하거나 재외국민과 관련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영사는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적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선처를 요청하기도 한다. 

 텍사스에서 미망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Faulder을 위해 국적

국인 캐나다는 „법정조언자(amicus curiae)‟로서 재판에 참여하였다 139 . 

재판에서 캐나다 정부는 Faulder가 영사와의 자유로운 통신 및 접촉의 

권리를 침해 받음에 따라 가족과의 접촉이 불가능해졌고, 감형에 결정적

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병력140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었으며, 접촉 

가능한 현지 변호인 명단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38

 Ibid., p. 22. 
139

 Faulder v. Johnson, 81 F. 3d 515 (5
th
 Cir.) (No. 95-40512); Victor M. 

Uribe, supra note 13, pp. 409-413. 
140

 Faulder은 어린시절 심각한 부상으로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올바른 행동을 결정하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Ibid.  p.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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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Grand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 주재 독일 대사는 연방 법원 재판

에 참석하여 Walter LaGrand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였고, 법원이 형량 결정

시 고려할 수 있는 피고인에 대한 인적 정보를 제공했다141. 또한, 독일 대

사는 법원이 Walter LaGrand에 대한 형 집행을 취소하거나 적어도 ICJ 판

결에 따라 사형 집행을 중지해줄 것을 요구했다142.  

 파라과이·아르헨티나 이중국적자가 비엔나영사협약상 영사접견권

을 보장받지 못한 사건에 대해143, 파라과이 정부는 버지니아주 공무원 상

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44 . 재판에서 파라과이측은 버지니아 주 공무원이 

Breard에게 영사와의 자유로운 통신 및 접촉의 권리를 통보하지 않았고, 

파라과이 영사에게도 자국 국적자의 체포 및 구금의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비엔나영사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145.  

 

 

 

                                            
141

 Amanda E. Burks, "Consular Assistance for Foreign Defendants: Avoiding 

Default and Fortifying a Defense", Capital Defense Journal, Vol. 14, No. 1, 

2001. p. 48. 
142

 Ibid.  p. 48. 

독일은 비엔나영사협약 제36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미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한편, 미국 정부를 상대로 연방 법원에 제소했다.  

LaGrand Case (Germany v. United States of America), ICJ Reports, 2001; 

Federal Republic of Germany v. United States, 526 U.S. 111, 112 (1999). 
143

 파라과이·아르헨티나 이중국적자인 Angel F. Breard는 1993년 살인 및 강간

미수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고 사형이 확정되었다. 1996년 Breard는 체포 당시 

비엔나영사협약상 영사접견권을 보장받지 못하였음 등을 이유로 연방 법원에 인

신보호영장을 청구하였다. Breard v. Commonwealth, 248 Va. 68, 445 S.E.2d 

670 (1994). 
144

 1996년 파라과이 정부는 버지니아 주정부 관리를 연방 법원에 제소하였으나, 

1998년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1조에 따라 미국 공무원을 상대로 한 외국 

정부에 의한 소 제기는 금지되어 인적관할권 결여를 이유로 재판을 기각하였다. 

Republic of Paraguay v. Gilmore 523 U.S. 371 (1998); Victor M. Uribe, supra 

note 12, pp.420-422; William J. Aceves, "The Vienna Convention in Consular 

Relations: A Study of Rights, Wrongs, and Remedies", Vanderbu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ol. 31, No. 257, 1998. pp.282-286. 
145

 Complaint, a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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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형자 이송 

 

 양국간에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양자 조약이 체결된 경우146, 영

사는 자국민의 본국으로의 이송을 지원한다. 이송과 관련한 영사 조력에

는 이송에 필요한 서류의 전달, 이송이 승인된 경우 수형자의 출국에 필

요한 여행증명서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7 FAM에 따라 미국 영사는 수형자 이송에 필요한 서류를 관계당

국에 전달하는 등 이송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한다(7 FAM 482.3-1). 미

국과 멕시코는 1976년 『형사 선고 집행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조약에 따라 미국·멕시코 정부 및 수형자의 동의를 전제로 형기가 6

개월 이상 남은 수형자는 남은 형기를 국적국에서 이행할 수 있다147. 이 

경우 영사는 양자 조약 및 멕시코 국내법을 준수하면서 수형자의 본국 이

송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Ⅴ.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보호 

 

 다수의 국가들이 해외에서 대형 자연재해 등 위난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자국민의 대피 및 구출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일본·네덜란드·영국 등 상당수의 국가는 자국민 구출을 위해 사태가 발

생한 외국으로의 대응팀 파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146

 수형자 이송은 외국과 구금된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재외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외국에서의 구금은 언어,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외국인 수형자에 대한 관리는 내국인

에 대한 관리보다 어렵다. Luke T. Lee, John Quigley, supra note 12, p. 183.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 몽골, 태국, 베트남 등 5개국과 수형자 이송 조약을 체결

하고 있다. 외교부 조약정보(http://www.mofa.go.kr/trade/ 

treatylaw/treatyinformation/bilateral/index.jsp?mofat=001&menu=m_30_50_4

0) 참조. 최종검색일 2013.6.22. 
147

 Luke T. Lee, supra note 12, pp. 18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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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위난상황 발생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사태에 있어서 재외

국민 보호대처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다148. 매뉴얼에 따라 긴급사태는 평

상시, 사태 발생 개연성 고조시, 사태 발생시, 사태 악화시 등 4단계로 나

누며, 각 단계별 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각 단계별로장·단기 해외 체류

자를 구분하여 각각에 적합한 안전대책을 마련한다149.  

 재외공관은 평상시 일본인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관별 긴급사

태 대처 매뉴얼을 작성하여 재외국민에게 배포하고, 긴급연락망을 구축하

며, 대피 장소를 물색한다. 긴급사태 발생의 개연성이 높아질 경우, 정보 

수집에 주력하는 한편, 관할구역 내 재외국민의 숫자 및 각자의 소재지를 

파악한다. 사태가 실제 발생한 경우, 대피 및 철수를 위한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을 마련한다. 사태가 악화될 경우 사건 발생 장소로부터의 대피 

또는 일본으로의 귀국을 지원한다. 또한, 일본은 금년 1월 알제리 인질사

건150을 계기로 『자위대법』 개정을 통해 긴급사태가 발생한 국가로부터 

자국민을 대피시키기 위한 자위대의 육상 진입 허가151 및 무기 사용제약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152.  

                                            
148

 제성호, supra note 12, p. 213; 김덕주, supra note 12, p. 4. 
149

 제성호, supra note 12, pp. 213-214; 김덕주, supra note 12, p. 4 
150

 알제리 천연가스 생산 시설에서 발생한 인질사태로 외국인 37명이 사망했고, 

이중 일본인 7명이 포함되었다. 한상용, "알제리 정부 "외국인 인질 37명 사망

"(종합)", 연합뉴스, 2013.1.2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 

=sec&sid1=102&oid=001&aid=0006051678 최종검색일 2013.6.22. 
151

 현행 『자위대법』은 재외국민의 대피 및 구출을 위한 자위대의 수송 수단으

로 항공기와 선박만을 허용하고 있다. 
152

 『자위대법』 제84조 제3항에 따라 방위대신은 외무대신의 요청에 의해 외

국에서 위기상황 발생시 재외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해 재외국민 수

송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 유웅조, supra note 10, p. 2. 

차학봉, "일본인 인질도 사망 ... 자위대 파견 쉽도록 아베, 법 개정 추진", 조선

일보, 2013.1.21. 16면; 한창만, "일본 자민당, 자위대법 개정 강행하나", 한국일

보, 2013.2.7.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1302/ 

h2013020721030522510.htm 최종검색일 2013.6.22; 김용수, "'장갑차로 자국민 

구출' 자위대법 개정안 각의결정", 연합뉴스, 2013.4.1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

01&aid=0006213623 최종검색일 201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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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역시 자연재해, 테러 등 재외국민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난상황에 대비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153. 매뉴얼에 규정한 

위난상황 발생에 대비해 재외공관은 정기적으로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고, 

현지 사정에 익숙한 직원을 채용하여 훈련시키며, 현지 의료기관 및 자선

단체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자원의 확보를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7 FAM 1812, 1813, 1814). 사태 발생시 영사는 „비상 조치 계획

(Emergency Action Plan)‟에 따라 조치하고, 공관원 및 재외국민 단체

와의 연락을 지속한다(1812).  

 7 FAM은 위난상황 중에서도 특히 피랍에 관한 규정을 비교적 상

세히 두고 있는데(7 FAM 1825)154, 이는 반미시위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다수의 미국인이 테러 단체 등에 의해 피랍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자국민이 해외에서 피랍된 경우 미국 정부는 외국 관계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자

국민의 석방을 지원한다. 그러나 피랍 단체가 석방을 대가로 „몸값‟ 지불

이나 정부 정책의 변경, 구금자 석방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1823)155. 

 한편, 국가들은 위난상황 발생시 유사한 상황에 있는 타국과의 협

력관계를 통해 재외국민보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도 한다156. 스칸디나비

아 국가들은 제3국에서의 영사 조력과 관련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영어권 국가들로 구성된 „Group 

of Five‟도 위기대응 정책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위기상황이 발
                                            
153

 7 FAM 1800 (Consular Crisis Management, 1800-1895)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54

 7 FAM은 납치 상황을 납치 초기 단계(initial kidnapping), 납치 단계(period 

of captivity), 석방 단계(rescue, release or recovery of the hostage), 국내 송

환 단계(repatriation) 등 4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필요한 영사 지원을 규정하

고 있다. 7 FAM 1825.2-5 참조. 
155

 7 FAM의 다른 조항들이 수시로 개정되는데 반해, 동 조항은 2006년 이래 

단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피랍단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완강한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156

 Maaike Okano-Heijmans, supra note 3,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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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 국가에 대해 개별 도시 및 공항에 대한 긴급 사태 대책을 수립시 외

국인 보호 차원에서 외국 대표를 포함시켜줄 것을 공동으로 요구하기도 

한다157.  

 

 

Ⅵ. 소 결  

 

 대부분의 국가들은 우리의 영사업무지침과 마찬가지로 영사 업무

를 담당하는 외교부 내부 지침을 통해 재외국민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법률상에서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는 독일, 스웨덴, 핀란드 

등 소수 국가에 불과하다. 이중 독일은 일반 영사법의 4개 조항에서만 재

외국민보호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스웨덴 법은 영사 조력 중에서

도 재정 지원에 국한되어 있다. 이러한 타국 입법례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가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시 발생 가능

한 여러 문제들을 예방하고 대책을 충분히 고려한 입법이 요구된다. 

 법률 제정시 발생 가능한 문제 중의 하나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소

송 증가를 들 수 있다. 핀란드, 스웨덴, 독일 등 법률을 제정한 유럽 3개

국은 국가의 영사 조력 조치에 대해 국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158. 우

리나라의 경우 법률이 미제정된 상황에서도 헌법 제2조 2항에 근거하여 

                                            
157

 Ibid., pp. 15-16. 
158

 핀란드 법 제43조, 스웨덴 법 제18조 참조. 

독일의 경우 법률에서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

으나, 연간 약 10여건의 관련 소송이 제기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소송이 금지되

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정부 내부 지침을 통해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국가를 상대로 한 소 제기가 가능하다. 다만, 중국의 경우 명시적으로 이러한 소송

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 『행정절차법』 제12조는 “국방이나 외교와 같은 분야에

서 법원은 국가의 행위에 대해 개인, 법인 또는 다른 단체에 의해 제기된 소송을 

수락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upra note 136,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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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이미 몇 차례 제기되었다159. 또한, 최근 헌법재

판소는 과거 외교행위에 대해 정부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사법심사를 

자제하던 입장을 변경하여, 외교행위라고 하더라도 사법심사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다는 적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160.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

의 제정이 불필요한 소송 증가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타국 입법례를 

고려하여 법률에서 명확한 보호의 기본원칙과 보호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

이 필요하다.  

 국가들은 법률 또는 내부 지침에서 구체적인 보호의 범위를 제시

하기에 앞서 보호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기본원칙은 모든 상황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보호의 범위와도 직결되므로, 제정될 법률 전

반부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타국 입법례에서 공통적

으로 발견되는 기본원칙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해외에서 발생한 긴급

상황에 대한 재외국민의 일차적 책임의 원칙이다.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등 다수의 국가들이 재외국민이 영사 조력을 요청하기에 앞서 외국 국내

절차나 연고자로부터의 지원을 통해 스스로 사안의 해결을 도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일차적 책임의 원칙으로부터 보호의 보충성, 국가

의 재정 지원에 대한 상환 의무, 국가에 의한 보호 중단 및 거부 등의 원

칙도 도출될 수 있다.  

 이중국적자·무국적자 및 외국인을 보호의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

부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관행·제도·문화·인식 등 복합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상당수의 국가들이 과거 유일국적의 원칙에서 벗어나 선

천적 이중국적은 물론이고 후천적 사유로 이중국적이 된 경우에도 자국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이중국적자에 대한 

영사 조력에 있어서도 타방 국적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한 

                                            
159

 관련 소송은 아래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9.8 선고 2004가합21775, 2007.11.30 선고 2004가합

84660, 2011.4.22 선고 2010가합77120 등. 
160

 헌법재판소 2011.8.30 선고 2006헌마788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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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자를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보호하고자 한다.  

 이러한 외국의 입법례 및 2010년 『국적법』 개정 등 우리 정책 

변화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역시 제한적으로나마 이중국적자에 대한 영

사 조력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무국적자나 외국인에 대

한 보호는 타국과의 관계, 정부 정책 수립, 여론의 인식 변화 등과 맞물

려야 하는 문제이므로 법률에 관련 규정을 두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

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독일의 입법례에서 볼 수 있듯

이 대피 또는 철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과 동거하는 외국 국적 

가족에 대해서는 해당 국적국에 의한 조력이 없거나 조력을 구하기 어려

울 경우 영사의 재량에 따라 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형사절차에서의 보호에 대해서는 타국 국내법 역시 국제법과 마

찬가지로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민사절차에 비해 형사절차는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아161, 우리나라 역시 제정될 법률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조력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에 유리할 

것이다. 국가들은 국제법에 규정된 보호 조치 외에도 수감자에 대한 생필

품 제공, 불공정한 재판관에 대한 교체 요구, 보석·조기 석방 요청, 자국

민 관련 소송 참가 또는 외국 관계당국에 대한 소 제기 등 다른 상황에 

비해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자유가 구속된 자에 대한 인

권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제반 사정

을 고려하여 합당한 경우 이러한 타국 입법례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161

 Malcolm N. Shaw, supra note 42, p.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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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과 방향 

 

 

제 1 절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입법 필요성 

 

 

Ⅰ.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 

 

 국가는 구성요소인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보호의 

의무는 별도의 법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인정된다. 재외국민에 대한 보

호 역시 국민에 대한 보호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조리상 의무로 볼 수 있

으나162, 우리 헌법은 제2조 2항에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에서 국가의 재

외국민보호 의무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헌법의 재외국민보호 조항은 1980년 10월 27일 제8차 개헌에서 

신설되었다163. 당시 국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재외국민보호 조항은 “남북

한 관계의 특수성과 재외교민들의 모국에 대한 귀속심의 제고”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164. 이 조항은 1987년 10월 29일 제9차 개헌

에서 법률 유보 조항을 포함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도록 개정되었다. 9

차 개헌 당시 국회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의 부상과 함께 증가일로에 

있는 해외 교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보호를 국

가의 의무로 규정하였다165. 일련의 입법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헌

                                            
162

 불법체류자에 대한 재외국민보호가 문제된 사건에서 법원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국가의 조리상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

다”고 보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9.8 선고 2004가합21775 판결 참조. 
163

 8차 개헌 당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2조 ② 재외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164

 제103회 국회 제19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회의록(1980.5.7). p. 2. 
165

 제137회 국회 제5차 본회의 회의록(1987.10.12).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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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재외국민보호 조항은 분단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해외에 체류하는 우

리 교민들의 국가에 대한 귀속감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고, 이

후 교민의 증가에 따라 이들의 현지 정착을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

하기 위해 이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였다166.  

 헌법재판소는 일련의 사건167에서 헌법 제2조 2항의 재외국민보

호를 광의로 해석하였다. 헌재는 재외국민보호를 “조약,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당해 거류국의 법령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모든 분야

에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거류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하는 외교적 

보호와 국외거주 국민에 대하여 정치적인 고려에서 특별히 법률로써 정하

여 베푸는 법률·문화·교육·기타 제반 영역에서의 지원”을 뜻하는 것으

로 보았다.  

 헌재 판결의 재외국민보호는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168. 국가

가 해외에 있는 재외국민이 거류국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외

교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169과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에게 입법을 

통한 지원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헌법 제2조 2항상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는 해외에서 긴급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에 대한 지원만이 아니라 체류 

기간 및 목적에 관계없이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국가의 전반

적 지원을 의미하는 보다 광의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166

 8차 개헌 당시 헌법연구반 논의를 살펴보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헌법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이러한 주장은 채택되

지 못하고 이를 대신하여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문구만 제2조의 국민 조항에 추

가되었다. 법제처(편), 헌법연구반 보고서, 법제처, 1980. pp. 40-41; 배종인, 

supra note 12, p. 161. 
167

 헌법재판소 89헌마189, 98헌마206, 2006헌마788 판결 등 참조. 
168

 배종인, supra note 12, p. 165. 
169

 헌재는 상기 판결에서 „외교적 보호‟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이는 국제법

상 타국의 국제위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국가의 „외교적 보호(diplomatic 

protection)‟의 권리와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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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외국민보호 관련 현행 법령 

 

 헌법 제2조 2항은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해 국가

의 입법을 통한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현행 법령으로

는 재외국민등록법』, 『재외국민조금교부규정』, 『재외국민의 가족관

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

법』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외에서 긴급상황에 처한 우리 국민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단일 법률에 제정되지 않았고, 그간 외교부 훈령인 『재외국민보호에 관

한 영사업무지침』을 통해 정부는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단일 법률은 아니나, 『외무공무원법』 ,  『소방기본법』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여권

법』,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등의 법령의 일부 조항에서 긴급상황에서

의 영사 조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170. 이하에서는 이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여권법』, 『국가대테러활동지침』상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각종 재난 발생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국내에서 발생한 재

난에 대한 국가의 보호 방안을 규정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 다만, 제3조

에서 „해외재난‟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어 영토 밖의 재난에 대해서도 이 

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 법의 목적상 „해외재난‟이란 대한민

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170

 배종인, supra note 12, pp. 16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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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 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의미한

다(제3조 2항).  

 해외재난 발생시 외교부 장관이 중앙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며, 

외교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정부합동 해외재난 대책지원단을 

구성하여 해외재난이 발생한 국가에 파견할 수 있다(제14조 2항). 한편,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인 해외재난이 발생하

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상황을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외교부 장관은 즉시 그 상황을 안전행정부 장관, 소방방

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제21조).  

 관련 규정을 통해 볼 때, 이 법은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중

에서도 재외국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해, 테러 등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하여 국가 차원의 대응

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2. 여권법 

 

 『여권법』  제17조는 해외위난상황171의 발생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외교부 장관이 해당 국

가나 지역으로의 여권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방문 및 체류를 금

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71

 『여권법』 시행령 제28조는 „국외 위난상황‟을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 대규모의 태풍, 해일, 지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 

2. 전쟁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3. 내란이나 폭동이 발생하여 해당 국가의 치안 유지기능 등이 극도로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4. 대규모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테러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5. 대규모의 폭발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 

6. 대규모 감염병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보건 및 의료기능 등이 마비되어 정상

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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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방문 및 체류의 금지는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

172
‟를 제한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해 여러 차례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

였다173.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제한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장 의무 및 재외국민보호 의무를 이행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174.  

 

 3. 국가대테러활동지침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해외재난 중에서도 „테러‟에 관해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침 제3조 6항은 “테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

종 피해의 복구와 구조 활동, 사상자에 대한 조치 등 수습활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체계와 절차에 따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지침이 테러 분야에서 

있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하위법령으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지침상 „테러‟는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

로 국가를 대표하는 자를 살해 또는 납치하거나 국가중요시설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를 폭파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제2조 1항). 지침 

제3조 4항은 “국내외 테러의 예방·저지 및 대응조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대테러 협력체제를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침이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테러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알 수 있다.  

 

                                            
172

 헌재는 헌법 제14조가 규정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국외 이주의 자유 및 

해외 여행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 2008.6.26 선고 2007헌마

1366 결정 참조. 
173

 이러한 논란에 대해 정부는 외교부 홈페이지 사이버 토론방을 통해 국민 의

견을 수렴하고(2012.2월) 여러 차례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나, 아직

까지 여행 금지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2013.6월 현재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는 이

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등 5개국이다. 
174

 2007헌마1366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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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외에서 발생한 테러의 경우 해당 국가의 영토 주권을 존중하는 범

위 내에서 재외국민보호에 한정하여 대응조치가 수행되어야 한다175.  

 

 

Ⅲ. 새로운 법률의 제정 필요성 

 

 1. 재외국민보호의 법적 근거 확립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정부의 재외국민보호의 법

적 근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재외국민보호 업무는 외교부 부령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지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영사업무지침은 대외구속력이 없는 정부 내부 지침으로서 이에 근거하여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재외국민보호 체계를 확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법적 근거의 미비로 인해 정부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연루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여론에 따라 재외국민보호 정책을 재검토할 

수 밖에 없었다176. 2004년 이라크 무장단체에 의해 살해된 김선일씨 피

살 사건 발생시 정부의 외교력 부재에 대한 비난이 제기되었고, 정부와 

                                            
175

 지침 제20조는 외교부 장관이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제44조는 재외국민보호를 포함한 외교부의 업무를 아래와 같이 규정

한다. 

제44조(관계기관별 임무) 대테러활동에 관한 관계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

다. 

4. 외교부 

 가. 국외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대책의 수립·시행 및 테러 관련 재외국민의 보호 

(밑줄 추가) 

 나. 국외 테러사건의 발생시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다. 대테러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 및 국제회의에의 참가, 국제기구

에의 가입에 관한 업무의 주관 

 라. 각국 정부 및 주한 외국공관과의 외교적 대테러 협력체제의 유지 
176

 이우승, "그때그때 여론따라 춤추는 정부대응 ... 구체적 기준 세워야", 세계일

보, 2011.3.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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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반면, 2007

년 샘물교회 사건에서는 사건 발생 초기에는 김선일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난이 제기되었다177. 그러나 이후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위험지역을 방문한 이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형성되었고, 선교 

활동을 주최한 기관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비판적 여론을 

반영하여 당시 샘물교회측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소요된 비용에 대한 상

환 의사를 밝혔다. 

 여론에 따른 정부 정책의 변경은 비단 국내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타국과의 관계에서도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2007

년 샘물교회 사건 당시 탈레반은 우리 정부에 대해 아프간 병력 철수를 

요구했고 정부는 여론이 악화되자 동의·다산 부대를 철군시켰다. 정부의 

일방적 철군 결정은 관련 국가와의 관계에 긴장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헌법 제2조 2항에 근거한 법률이 제정될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령 및 부령을 제정할 수 있어 체계적인 재외국민보호 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178. 또한, 법률에서 보호의 기본원칙 및 보호의 범위를 명확히 규

정함으로써 특정한 상황에서 국가의 영사 조력 범위에 대해 국가와 국민

간의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수 있다. 정부 정책 또한 여론의 향방에 영향

을 받기 보다는 일관성 있게 영사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통

해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다른 국민과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 

 

 2. 국제법의 국내적 이행 방안 확보 

 

 헌법 제6조 1항에 따라 우리나라가 구속받는 국제법은 별도의 국

내 이행법률 없이 그 자체로 국내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간

                                            
177

 이러한 비난에 따라 정부는 정부대표단, 특사 등을 아프가니스탄에 파견했고, 

정부 대표단과 탈레반과의 대면 협상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하였다. 
178

 안영집,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공청회 발제문",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공청회 
자료집, 2012.9.24.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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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국제법을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국내법 차원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국제법의 관

련 규정이 일반적·추상적인 경우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일원론적 국가라고 하더라도 국제법의 국내적 이행

을 돕고 일반적·추상적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국내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영사 조력 분야에서 국제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기 보다는 국제법

의 일반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원칙에는 국제법 존중, 외국의 

주권 및 국내법 존중, 국내문제 불간섭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일반원칙은 

개별 상황에 대해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내적으로 관련 법률

의 제정을 통해 국제법의 국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3. 기존 법령의 한계 보완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미 일부 법령에서 재외국민보호와 관련한 사

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경우 이 

법이 기존 법령의 한계를 보완하여 재외국민에게 발생한 긴급상황에 대처

함에 있어 기본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법령의 수정만으로 충분하며 별도의 법률을 제정

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제기될 수 있다. 우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은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을 그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179, 이 법의 적용 또는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의 개정만으로 충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비록 일부 

조항에서 해외 위난상황에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규

정하고 있지만 우리 주권이 미치는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 법의 모든 조항을 타국 영토관할권 범위 내에서 발생한 상황에 

                                            
17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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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180. 다만,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단일 법률이 

제정될 경우 일정 부분 특별법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

에181, 가급적 법률 제정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이에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재외국민보호에 대한 법률을 제정한 국가가 드물고 대부분 

정부 내부 지침으로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

재 정부가 운영중인『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처리지침』을 계속 적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 지침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 처리의 절차 및 기

준 등에 관하여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행정규칙에 불과하다182. 또한, 재

외국민보호에 대한 점증하는 수요 및 여론의 강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체

계적이고 통합적인 재외국민보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단일 법률 제정 후에도 이 지침은 법

률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사 업무 매뉴얼로서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다. 

 

 

 

 

 

 

 

                                            
180

 성석호, supra note 25, p. 16. 
181

 그러나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특별법

만으로 볼 수는 없다. 제정될 법률은 해외에서 발생한 재외국민과 관련한 긴급상

황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보다 포괄하는 범위가 넓고 다양할 것이

다. 김성곤, "재외국민보호법 제정경위와 주요내용", 재외국민보호법 입법공청회 
자료집, 2004.8.30. p. 11. 
18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9.8 선고 2004가합217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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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입법 제언 

 

 이 절에서는 제2장과 제3장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재외국민보호

에 관한 법률 제정에 있어 필요한 입법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 법률에 

대해서는 이미 10여건의 의안이 제출되는 등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을 감안하여 2011년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작성한 정부·국회 통합법안 

및 의안에 기초하여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183. 또한, 본고의 연구 목적 

및 지면의 제약상 통합법안의 모든 조항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의

미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보호의 범위를 도출함에 있어 유의미한 조항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Ⅰ. 법률의 제명 및 구조 

 

 1. 법률의 제명 

 

 법률의 제명(題名)은 입법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명은 쉽

고 간결해야 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184 . 이 법은 법안이 처음 

제출된 17대 국회부터 일관적으로 „재외국민보호법’이라는 명칭을 사용

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2조 2항상의 용어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그

러나 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오해의 소지가 없는지, 또한 명칭이 

법률의 내용을 잘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헌법 제2조 2항의 재외국민보호는 이 법률에서 의도하는 해외에

서 긴급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에 대한 조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헌

법은 재외국민의 해외 체류 기간 및 목적에 관계없이, 그리고 긴급상황의 

                                            
183

 2013년 3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반영하여, 통합법안상의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연구자가 자체적으로 수정하였다. 
184

 국회법제실,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국회법제실, 2008. p.245. 



 65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전반적 지원을 의도한 것

이다185. 따라서 헌법 제2조 2항의 용어를 법률에서 그대로 차용할 경우, 

이 법은 자칫 재외국민의 참정권, 교육 및 문화에 대한 지원 등을 모두 

포괄하는 재외국민에 대한 „기본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186. 

 그러나 통합법안 및 의안을 살펴볼 때 이 법은 헌법에서 의도한 

„광의의 재외국민보호‟가 아닌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한 자에 대한 지

원, 즉 „협의의 재외국민보호‟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의 명칭, 입

법 목적 및 법률의 내용이 합치할 수 있도록 제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입장은 이 법의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되

었는데, 그 대안으로 „재외국민의 안전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 지원에 관

한 법률‟, „영사 조력에 관한 법률‟ 등이 제안되었다187.  

 생각건대, „재외국민 지원‟이나 „재외국민의 안전‟ 역시 „재외국민

보호‟와 마찬가지로 광의로 해석될 수 있고, „영사 조력‟의 경우 국민에게 

익숙하지 않은 국제법상 용어이다. 따라서 정부·국회·언론 등에서 일반

적으로 사용하는 „재외국민보호‟의 용어를 법률에서 사용하되, „긴급상황 

발생시 재외국민보호법‟ 등과 같이 보호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법률 명칭

을 고려해 볼 수 있다.188 

                                            
185

 헌법 제2조 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대해서는 89헌마189, 98헌마

206, 2006헌마788 판결 등 참조. 
186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주최한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2010.4.15)‟에서는 “(헌법 제2조 제2항의) 재외국민보호 조항을 뒷받침할 재외

국민기본법이 부재한 상태에서 재외국민보호법이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갖추려

면 재외국민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와 범주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재외국민보호법의 명칭 변경도 한번쯤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밑줄 추가). 김봉섭, "재외국민보호법(안) 제정의 의의

와 과제",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2010.4.15., p. 6. 
187

 안영집, supra note 178, p. 2. 
188

 법률을 제정한 국가중 독일과 스웨덴은 비교적 법률의 명칭을 구체화하고 있

다. 반면, 핀란드 법의 명칭은 『영사서비스법』인데, 이 법 제1조 에서 ‘영사서

비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이 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핀란드 『영사서비스법』  

제1조(적용범위) 이 법에서 „영사서비스‟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제5

조에 의거하여 핀란드 재외공관에 의해 개인과 법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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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법 전략 수립 및 법률의 구조 

 

 영사 조력 중 재정 지원에 국한하여 법률을 제정한 스웨덴을 제외

한 독일과 핀란드의 사례를 비교해볼 때, 두 가지 입법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하나는 독일과 같이 법률에서는 기본원칙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정부 내부 지침이나 매뉴얼에 규정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핀란드와 같이 법률에서 가급적 상세히 보호 조치를 규정하는 방안이다. 

우리나라가 어떤 입법 전략을 선택할지는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정부 정책, 

이미 제출된 법안의 내용, 법률에 대한 여론의 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생각컨대, 법률을 제정한 국가 중에서도 법률에 상세한 보호 조치

를 규정한 경우가 드물고 실제 조력은 사건이 발생한 외국의 국내법 및 

관행에 따라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첫 번째 방안을 

택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법률에서는 재외국민보호의 기본원

칙과 보호의 범위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상황별 보호 조치는 하위법령에

서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 전략을 수립한 후에 법률의 구조 및 내

용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법안은 별도의 장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조항 수가 

20개 이상이고 조항간 구분이 가능하며 장을 구분하는 것이 법문의 이해

에 편리하다는 측면에서189, 총칙, 조직, 실체적 규정, 보칙 및 벌칙 등으로 

별도의 장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190.  

 총칙은 법률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법률의 원칙

적·기본적·총괄적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이다 191 . 일반적으로 총칙 

조항에는 목적, 정의, 해석, 적용범위, 국가 및 국민의 권리·의무, 기본원

                                                                                                                 

공되는 지원을 말한다. (중략) 
189

 국회법제실, supra note 184, p. 255. 
190

 의안 중에서는 김성곤안이 유일하게 장을 구분하고 있다. 
191

 법제처, 법제 전문성 향상을 위한 법제실무 전문교육, 법제처, 2010., p.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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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통합법안은 법률의 전

반부에서 대체적으로 이러한 조항들을 두고 있으나, „적용범위‟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정의‟ 조항에서 재외국민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

나 재외국민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보호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선결되

어야 할 문제이며 핵심적 요소이므로 이에 관해서는 별도의 조항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192.  

 또한, 통합법안 및 의안은 국가의 의무를 상세히 규정한데 반해 국

민의 의무 조항에서는 추상적 내용만을 규정하거나193 , „재외국민의 협력‟ 

규정만을 두고 있다194. 그러나 재외국민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고 국가와 국

민간 권리·의무 관계의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의무 규정과 함

께 국민의 의무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총칙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규정하

는 기본법이므로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을 제외

하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영사업무지침은 영사의 업무 매뉴얼이자 제정될 법률의 하위법령으

로서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지할 수 있다.  

 통합법안은 재외국민보호에 대한 정책 심의 기구로 „재외국민보호

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도 이와 유사하게 안전관리기구의 설립·운영, 국가 안전관리의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195. 통합법안 및 대

다수의 의안이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둘 것을 규정

                                            
192

 핀란드와 스웨덴 법률에서도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

다. 핀란드 법 제2조, 스웨덴 법 제3조 내지 제5조 참조. 
193

 김정훈안 제5조(국민의 의무), 하태경안 제5조(국민의 협력의무), 
194

 통합법안 제4조(재외국민의 협력), 원유철·유기준안 제4조(재외국민의 협력) 

다만, 김성곤안의 경우, 재외국민의 협력(제4조)과 별개로 재외국민의 의무(제24

조) 규정을 두고 있다. 
19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장,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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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반면, 김정훈안은 이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둘 경우, 강력한 권한 및 지휘체계 아래에서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196, 보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탄력적인 운영이 어려워 점증

하고 있는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정부조직법』이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외교부 장관이 관장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197 , 위원회를 외교부 장관 소속 

하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198. 

 통합법안 제12조 내지 제16조는 재외국민에게 발생 가능한 긴급

상황별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는 정신질환자 및 행려

병자의 발생, 범죄 피해, 실종, 사망, 부상 등이 포함된다. 유기준·김성곤

·원유철안의 경우, 통합법안과 그 구성이 동일하나, 하태경·김정훈안의 

경우, 상황별 조치를 규정하기에 앞서, 공통적 조치에 대해 별도의 일반 조

항199을 두고 있다. 긴급상황에 처한 재외국민 접촉, 국내 연고자와의 연락 

지원, 외국 관계당국에의 협조 요청, 국내법 및 사법·행정 절차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은 상황이 발생한 원인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모든 상황에서 

                                            
196

 성석호, supra note 25, p. 32. 
197

 『정부조직법』제30조. 
198

 Ibid., p. 32. 

한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제5조는 국가 대테러 정책의 심의·결정 등을 위하

여 대통령의 소속 하에 테러대책회의를 둔다고 규정하면서, 동 회의 의장을 국무

총리로 규정하고 있는데, 재외국민보호위원회는 테러대책과도 깊은 관련이 있으

므로 기존의 조직체계를 감안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테러대책회의는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테러에 대처하기 위한 기관

이고 예외적으로 국외에서 발생한 테러와 관련한 상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

외에서 재외국민에 대해 발생한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에서 구성되는 

‘재외국민보호위원회’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9조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국

무총리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률 역시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제성호,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의 필요

성과 입법방향",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2010.4.15. p. 32. 
199

 하태경안 제15조(재외국민보호담당자의 준수사항), 김정훈안 제15조(영사업

무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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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이를 조항별로 반복적으로 규정하

기 보다는 별도의 일반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사업무지침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0도 이러한 일반 조항을 두고 있다. 

 통합법안은 제20조 내지 제24조에서 경비지원 및 상환, 해외위난

상황시 업무수행자에 대한 보상, 관계기관과의 협조, 권한의 위임·위탁,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201. 이 중 경비지원 및 상환은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의무이고 재외국민의 일차적 책임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

를 총칙 규정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벌칙 규정은 다른 조항과 구별하여 별도의 장을 구성하는 것이 

다른 법률과의 일관성 및 법제 업무의 표준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관계

기관과의 협조 조항과 관련, 재외국민보호 업무는 주로 외교부 및 재외공

관에 의해 이루어지나 국내 연고자의 소재지 파악, 해외에서 발견된 행려

병자의 국내 보호시설 마련 등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긴요하

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 외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의 재외국민보호를 방해하여 본인은 물론 다른 국민의 생

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한 이들에 대해서는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

요하다202. 통합법안 제24조는 이러한 목적에서 대피 명령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인이 국가의 대피 및 철수 명령을 이행하

고자 하는 경우에도 자신이 속한 법인 및 단체의 결정에 따라 국가의 명

령에 따를 수 없는 상황이 있음을 감안할 때, 개인에 대한 벌칙 조항 외

에 개인이 속한 법인·단체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

                                            
200

 영사업무지침 제9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재난 예방 조치), 

제35조(물자 및 자재의 비축), 제40조(대피명령) 등 참조. 
201

 일반적으로 „보칙‟ 장(章)에는 행정심판·행정소송, 손실보상, 손해배상, 소멸시

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조·협의, 연차보고서, 행정조사, 수수료, 청문, 공청회, 권

한의 위임·위탁, 대리·대행, 명칭의 사용 금지, 법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국회법제실, supra note 184, p. 873).  
202

 성석호, supra note 25,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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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두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203. 다만, 법인·단체가 위반행위를 방지

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

정되어야 한다204.  

 

 

Ⅱ. 법률의 목적과 적용대상 

 

 1. 입법 목적 

 

 목적 규정은 법률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법률 해석의 기본적인 지침이 되며, 법 적용의 범위를 한정한다205. 재외국

민보호에 관한 법률은 헌법 제2조 2항에서 규정한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를 구체화하고, 국가의 재외국민보호체계를 확립하며, 국가의 보호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206. 동시에 법률 제정

을 통해 우리나라가 구속받는 관련 국제법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핀란드 법은 정의 규정(제1조)에서 영사서비스를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제5조에 의거하여 핀란드의 재외공관에 

의해 개인과 법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해지는 영사기능”이라고 규정

하고 있어, 이 법이 관련 국제법의 국내적 이행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203

 하태경·김정훈안 제25조(양벌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81조도 유사한 취지에서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양벌 규정은 일본 『해외로부터 일본 국민의 집단적 인양 수송을 위한 항해 명

령에 관한 법률』등 타국 입법례에서도 찾을 수 있다. 
204

 이러한 예외 규정을 둔 것은 2007년 헌법재판소의 판결(2007.11.29 선고 

2005헌가10)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상 양벌규정중 개인영업주 부분에 대하여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양벌규정

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 판결을 내

린 바 있다. 성석호, supra note 25, p. 48. 
205

 법제처, supra note 191, p. 272. 
206

 안영집, supra note 178,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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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통합법안 제1조는 이 법의 입법 목적을 ‚재외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재외국민보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장함을 목

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07. 통합법안의 입법 목적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 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둘째, 

재외국민보호체계를 확립한다는 것, 셋째, 국민의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

장하는 것이다.  

 첫 번째 입법 목적과 관련하여, 이 법은 헌법 제2조 제2항의 법

률 유보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지만, 국가가 재외국

민보호 의무의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법(母法)인 헌법 제2조 2항에

서 이미 규율하고 있는 바, 이를 하위 법률에서 반복할 필요는 없다.  

 두 번째 목적은 재외국민보호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그간 정

부는 영사 조력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여행경보제도, 신속대

응팀 등 여러 재외국민보호제도208를 운영하였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는 미비했다. 외교부 내부 지침으로 영사업무지침이 있었지만, 이는 재외

국민보호의 대상인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내부적인 업무 

매뉴얼에 불과했고, 상위법 부재로 법적 근거가 불분명했다. 법률의 제정

은 정부의 보호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여 보호 체계의 확립을 

가능하게 하고, 일관성 있는 정부 조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법률의 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해외활동을 ‘보장’

한다는 세 번째 목적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규정은 자칫 해외

                                            
207

 유기준·김성곤·원유철안은 통합법안과 그 내용이 동일하고, 하태경, 김정훈안

도 이와 유사하게 입법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하태경·김정훈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해외위난상황으로부터 재외국민

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재외국민 보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하고 원활한 국외활동을 보장함

을 목적으로 한다.  
208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 제도를 예방과 대응의 두 가지 체계로 구분하고 있다(구

체적인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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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이 재외국민 자신이 아닌 국가에게 

있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가족 등 연고자의 도움이나 외국의 국내법 및 

절차에 따른 해결보다는 국가의 영사 조력에 대한 의존도를 더 높일 수 있

기 때문이다. 영사업무지침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어느 규정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209 . 타국의 입법례는 해외에서 발생한 

긴급상황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재외국민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210.  

 우리 헌법재판소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되어 사망한 망인의 부

모가 제기한 사건211에서 ‚국가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의 한계를 감안할 때, 

국가가 여행객 개인에게 치안상황 등을 일일이 알릴 수 없다‛고 보아, 국

가의 보호가 무한하지 않으며 한계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망

인이 공항내 ‘아프간 여행자제 요망’이라고 쓰여진 안내문 앞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한 사실 등에 비추어 ‚망인도 아프간 여행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이를 감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헌재 판결은 해외에서 안

전의 일차적 책임이 재외국민 자신에게 있음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률의 제정은 재외국민의 일차적 책임과 국가 보호의 보충성을 명확히 하

고,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체계 및 보호의 범위를 확립하는 결과를 가져와

야 한다.  

 

 

 

                                            
209

 영사업무지침 제1조 

이 지침은 재외국민에게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이 재외국

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조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

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

방·대비·대응·복구와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210

 본고 제3장-제2절-Ⅰ-1.재외국민의 일차적 책임 및 보호의 보충성 부분 참조.  
2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4.22. 선고 2010가합7712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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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입법 제언을 반영할 때, 통합법안 제1조의 목적 조항

은 아래와 같이 수정될 수 있다. 

 

(통합법안) 이 법은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재외국민보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정앆) 이 법은 해외에서 긴급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에게 다른 조력 수

단이 없는 경우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체계를 확립하고, 

보호의 범위 및 그 밖의 재외국민보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통합법안은 보호의 대상인 „재외국민‟을 “우리 영토 밖에 거주·

체류 및 여행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적자”로 정의하고 있다212. 통합법안의 

정의에는 이중국적자 및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무국적자와 외국

인에 대한 고려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2010년 『국

적법』개정으로 이중국적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 과거 국가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무국적자 등에 대한 인권 보호가 강조되고 있고 

이것이 국제법 및 타국 입법례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의 포함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12

 북한이탈주민과 관련,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

주되므로 이 법률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우리 정부가 이들에 

대해 영사 조력을 행사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존재한다. 제성호, supra note 15,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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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중국적자 

 

 이중국적자에 대한 보호는 이중국적자의 다른 국적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법률에서 이에 대한 우리 정부

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중국적자를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이중 

보호‟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또한, 다른 국가와의 분쟁을 사

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견 타당하다213. 

 그러나 20세기 후반 국가간 인적 교류의 증가와 국제인권법의 발

전으로 많은 국가들이 이중국적을 법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거나 적어도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중국적자에 대한 보

호에 있어서도 „실효적 국적국‟에 대해서는 제3국에 대해서는 물론 타방 

국적국에 대해서도 보호를 주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214. 이

러한 입장은 Mergé 사건 등 관련 판례나 ILC 외교보호초안, 타국 입법

례 215  등에도 반영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의 국제결혼과 

해외 진출 증가 등에 따라 이중국적자에 대한 정책을 변경,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의 보유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상황을 고려할 때,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도 이중국적자를 원칙적으로 보호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다른 국가의 관행을 고려하여 이중국적자가 다른 국적국에 상당기간 체류

하여 그 국가에 생활의 기반을 두고 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우리나

라를 이중국적자의 „실효적 국적국‟으로 볼 수 없다면, 해당 이중국적자에 

대한 영사 조력은 제한될 것이다.  

 

                                            
213

 유웅조, supra note 10, p. 3. 
214

 실효적 국적의 원칙에 대해서는 본고 제2장-제2절-Ⅱ-1. 이중국적자 부분 

참조. 
215

 이중국적자에 대한 타국 입법례는 본고 제3장-제2절-Ⅱ-1. 이중국적자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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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무국적자 

 

 국제법은 과거 무국적자의 발생을 감소시키려는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자국 내 체류하는 무국적자에 대해 체류국에 의한 보호를 인정하

는 적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216. 반면, 무국적자에 대한 영사 조력에 대

해 국가들은 비교적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법률을 제정한 유럽 

3개국 중 스웨덴만이 자국 내 체류하는 무국적자를 영사 재정 지원의 대

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무국적자는 위장결혼, 북한이탈주민, 난민의 자녀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고 있다217 . 우리나라는 1962년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가입 자체가 거의 간과되어 왔

고218, 협약의 국내적 이행 및 무국적자 보호를 위한 법체계의 정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219.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생활의 기반을 

두고 있는 정주 무국적자를 보호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무국적자에 대한 정책이 미비하고 여론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국적자를 포함시킬 경우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 소홀, 무국적자

에 대한 인식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16

 『영사 기능에 관한 유럽 협약』 제46조 1항, ILC 외교보호초안 제8조 등 참

조. 
217

 2012년 기준 국내 체류 무국적자 수는 180명에 이른다. 법무부 출입국외국

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 2012. p. 316. 
218

 정인섭,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인권법, 제1호, 1996. p. 78. 
219

 『난민법』, 『여권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등에서만 무국적

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상 보호되는 

권리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법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협약의 국내 

이행을 구체화하고 법률상 및 사실상 무국적자의 체류 관리를 위해서는 무국적

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 구체적 권리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에 유사성이 많으므로 (가칭) „난민과 무국적자의 지

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관한 견해도 제기된다. 법무부, "무국적자 관리 

및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연구", 2009년도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2009. p.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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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외국 국적 가족 

 

 외국인에 대한 영사 조력은 외국인 국적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외교적 마찰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

다. 또한, 무국적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국 국적 가족을 법률에서 명

시적으로 포함시킬 경우 보호의 대상이 광범위해져 우리 국적자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영사 관할구역 내에서 

위난상황이 발생하여 신속한 대피가 요구될 경우 영사가 개개인의 국적을 

확인하여 우리 국적자만을 보호하고 우리 국민의 외국 국적 가족에 대해 

보호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법률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우리 국민과 상당기간 동거한 외국 국적 가족에 대해서는 이들

에 대한 보호가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와 무관하지 않아 보호의 법익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영사의 재량에 따라 보호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타당하다. 독일의 경우 법률에서 외국 국적 가족에 대해 영사 재량으

로 보호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6조)  

 이러한 입법 제언을 반영할 경우, 적용대상 조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할 수 있을 것이다. 

 

(수정앆) 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외에서 거주·체류 

또는 여행하는 자이다. 

② 재외국민이 이중국적자읶 경우 그에 대한 보호는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가 이중국적자의 다른 국적국읶 경우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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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호의 기본원칙과 권리·의무 관계 

 

 내국민 보호와 달리 재외국민보호는 외국의 영토 범위 내에서 이루

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내법 및 정책에 대한 고려만으로 보호의 범위

를 규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재외국민보호는 국제법을 존중하며 외국

의 국내법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재외국

민보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법률의 총칙 부분에서 이 법 전체를 아우르

는 보호의 기본원칙과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호의 기본원칙에는 국제법 및 외국의 국내법 준수, 재외국민의 

일차적 책임과 국가 보호의 보충성, 내국민 보호와의 형평성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기본원칙과 함께 국익 보호, 영사 인력 및 예산 제한, 영사 권한 

밖의 행위 제한 등에 따라 영사 조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본원칙 및 한계로 부터 국가와 국민간의 권리·의무 내용

을 도출할 수 있다. 국가는 헌법 제2조 2항에 따라 재외국민보호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보호의 보충성을 고려할 때 재외국민이 보호를 악용하거나 

방해할 경우 보호를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국민은 해외에서 긴급상

황이 발생하였으나 자력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에 대해 보호

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긴급상황 발생 및 해결의 일차적 책임이 

재외국민 자신에게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의 보호에 협조해야 하며, 국가

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  

 

 1. 재외국민의 일차적 책임과 국가 보호의 보충성 

 

 국제법과 달리 타국 국내법에서는 공통적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긴

급상황에 대한 재외국민의 일차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220. 이에 따르면, 

                                            
220

 법률을 제정한 국가의 입법례로서 독일 법 제5조 1항, 스웨덴 법 제6조,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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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을 당한 자는 우선적으로 외국의 국내법이나 연고자 지원 등을 통

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 이를 통한 해결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 자신

의 국적국에 대해 영사 조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재외국민의 일차적 

책임에 관한 규정은 현행 영사업무지침에서도 발견된다. 지침 제3조 2항은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이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정될 법률에서도 이러한 타국 입법례를 반영하여 재외국민의 일

차적 책임 및 국가 보호의 보충성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가의 영사 인력 및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이 원칙에 따라 국가는 국

민이 보호를 악용하거나 방해할 경우 보호의 중단 또는 거부를 검토할 수 

있다. 

 

 2. 국제법 및 외국의 국내법 준수 

 

 보호는 타국의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국가는 조력을 제공함

에 있어 타국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 독일, 핀

란드 등 법률을 제정한 국가 뿐만 아니라221, 미국, 네덜란드 등 내부 지

침에서 재외국민보호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들도 국제법 준수 의무

를 강조하고 있다. 국제법에는 양국 모두 구속받는 다자 조약, 양자 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우리 국민이 러시아에서 체포 또

는 구금된 경우, 국제관습법, 비엔나영사협약 외에 한-러 영사 조약의 관

련 조항에 따라 영사는 재외국민에게 필요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다222.  

                                                                                                                 

란드 법 제7조 2항 참조. 
221

 독일 법 제4조, 핀란드 법 제1조 및 제6조 참조. 
222

 한-러 영사 조약 제39조 제3항은 영사 접견을 위한 최초의 방문은 주재국에 

의해 “가능한 한 빨리” 허용되어야 하며, 이후 방문은 “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조항에 따라 우리 영사는 재외

국민에 대한 영사접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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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엔나영사협약 제36조 1항은 재외국민이 영사 조력을 원하지 않

을 경우, 그 의사에 반하게 조력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간에 양자 조약의 체결을 통해 자동 통보의 의무를 규정한 경

우 일방 당사국은 자국 내에서 타방 당사국의 국민이 체포 또는 구속된 

경우 개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이를 타방 당사국에 통보할 국제법상 의무

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현재 체결 중인 영사 분야의 양자 조약에는 

이러한 자동 통보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보호는 외국의 국내법 및 제도·문화를 존중하면서 제공되어

야 한다. 비엔나영사협약 제55조는 영사가 접수국의 국내법을 존중할 의무

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한-러 영사 조약 제30조도 이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실제 우리 국민과 관련한 해외 사건·사고 중 상당수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대한 무지나 국내법 규정 위반으로 발생하고 있다. 마약 운

반·소지223 또는 선교활동이 금지되는 국가에서의 선교 행위로부터 발생하

는 긴급상황은 외국 국내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3. 내국민 보호와의 형평성  

 

 정부는 조력을 제공함에 있어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사 사례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통상적인 보호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 영사업무지침

은 이와 관련하여 재외공관의 재외국민보호 업무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사 사례시 정부가 제공하는 보호의 수준을 초과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2항). 

 유사한 사건·사고에 대해 국내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수준을 초

과하여 해외에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체류 장소에 따른 국민간 역차별 

                                            
223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국인들을 국제마약밀거래에 

이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보도자료, 

"국제공조수사를 통한 한국인 마약운반사건 적발", 2012.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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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224. 내국민에 대한 보호의 수준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등 관련 법령과 정부 정책을 통해 결정되므로, 재외국민보

호에 관한 법률 제정시 이를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영사 조력의 한계 

 

 상기의 기본원칙을 고려하더라도 국가에 의한 보호는 몇 가지 측면

에서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에는 국익 보호, 영사 인력과 예산, 영사 

권한 범위 등이 포함된다.  

 국가의 재외국민보호는 국가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국민을 보호

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국민에 대한 보호가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경우, 보호는 거부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독일 

법은 영사가 조력을 제공함에 있어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익을 보호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영사업무지침 역시 유사한 취지의 규

정을 두고 있다225. 

 영사 조력은 영사 인력과 예산에 따라서도 제한을 받는다. 정부는 

증가하는 영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영사 인력을 증강하고 예산을 확대하

고 있지만, 모든 사건·사고에 대해 개입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

을 법률에서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는 영사 인력 및 예산상의 한

계를 보완하기 위해 영사의 임무를 대신할 영사협력원 파견, 현지 한인단체 

활용 등의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한편, 영사는 자신의 권한 밖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재외

국민에게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영사는 국내법 등에 대한 정보 

                                            
224

 안영집,  supra note 178, p. 3. 
225

 영사업무지침 제3조 2항 

2. 재외공관은 현재 또는 미래의 다수 국민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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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임무를 넘어서서 변호인 또는 법률 자문가로서 행동할 수는 없다226 . 

또한, 우리 국민의 언어적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영사가 통역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은 자신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입법 제언을 반영할 경우, 보호의 기본원칙과 관련한 통합법

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수정될 수 있다. 

 

(통합법안) 재외국민보호의 기본원칙 

① 재외국민보호는 재외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② 재외국민보호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 관련 다자조약 

및 양자조약,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및 해당국가의 법령 등

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 재외국민보호는 해당 재외국민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법률에

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수정앆) 보호의 기본원칙과 한계 

① 국가는 재외국민이 다른 방법으로 긴급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필

요한 범위 내에서 보호를 제공한다. 

② 국가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 관렦 다자조약 및 양자조

약, 그리고 읷반적으로 승읶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를 제공한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국가는 재외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보호를 제공해서는 앆

된다. 

③ 국가는 주재국의 국내법을 준수하고, 제도 및 문화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 

                                            
226

 핀란드 법 제6조 2항 및 독일 법 제3조 3항 참조. 



 82 

④ 국가는 국내에서 발생한 유사 사례의 보호 수준을 초과하여 보호를 제

공하지 않는다. 

⑤ 국가는 국익에 부합하도록 보호를 제공한다. 보호는 영사 읶력·예산 

및 권한 범위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5. 국가와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 

 

 1) 국가의 보호 의무와 보호의 거부·중단 

 

 통합법안은 „국가의 책무(제3조)‟, „재외공관장의 책무(제11조)‟, 

„해외안전정보의 공개 및 재외국민 인적사항 등록(제10조)‟ 등 3개 조항

에서 국가의 의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재외국민의 인적사항 등록은 

그 등록의 주체가 재외국민이고 재외국민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현실적으

로 국가가 등록을 강제할 방안이 없다. 따라서 이를 재외국민의 협력 의

무 조항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핀란드 법 제7조도 신상정보, 사건 

개요 등 정보 제공의 의무를 재외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다. 

 통합법안 및 의안은 국가가 영사 조력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가에 의한 보호

의 보충성, 영사 인력 및 예산의 제한, 보호의 악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영사업무지침 제8조는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의 보호

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거

나 보호를 남용 또는 악용한 경우 보호 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및 핀란드 법에서도 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227.  

 그러나 보호의 거부 및 중단은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하위법령으로의 위임을 최소화하고 

법률에서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에 의

                                            
227

 독일 법 제5조 7항, 핀란드 법 제1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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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호의 거부 또는 중단으로 인해 재외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하

고 긴박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228.  

 입법 제언을 반영할 경우, 통합법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될 수 있으

며, 보호의 거부 및 중단의 근거조항을 신설할 수 있다. 

 

(통합법안)  

제3조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인

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해외안전정보의 공개 및 재외국민 인적사항 등록 

① 외교부 장관은 해외 위험지역에 대한 위험수준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

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외교부 장관은 재외국민이 방문하려는 지역의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국민의 소재파악 등 안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재외공관장의 책무 

① 재외공관의 장은 평상시 재외국민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재국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28

 독일 법 및 영사업무지침도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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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앆)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

다.  

② 국가는 재외국민보호와 관렦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국가는 해외앆전정보 등 재외국민에게 필요한 읷반적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 

④ 국가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읶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수정앆) 보호의 거부 및 중단 

국가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보호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보호의 거부 및 중단으로 읶해 재외국민의 생

명 및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

외로 한다. 

1. 재외국민이 고의적으로 국가의 보호를 심각하게 방해한 경우 

2.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가 국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3. 재외국민이 과거 상습적으로 국가의 보호를 악용한 사실이 확읶된 경우 

4. 재외국민이 과거 고의적으로 경비 상홖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재외국민이 과거 『여권법』에 따라 국가가 체류 및 방문을 금지한 국가 

또는 지역을 허가없이 상습적으로 방문한 경우 

 

 2) 재외국민의 긴급구조 요청권과 협력 의무 

 

 „재외국민보호‟의 법률관계는 국가와 국민 각각의 입장에서 살펴보

아야 한다229. 국가의 입장에서는 재외국민에 대한 관할권과 긴급상황에 처

한 재외국민을 위한 보호의 의무라는 법적 측면이 존재한다. 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가에 대한 보호 청구권과 해외에서 자신의 신변안전에 대한 

                                            
229

 제성호, supra note 12, p.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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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책임의 법적 측면이 존재한다. 국가와 국민의 권리·의무는 법률에서 

균형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230.  

 재외국민은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정보를 확인하는 등 자신의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주의를 다해야 한다. 통합법안 및 유기준·원

유철안은 해외 위험 지역에 대한 위험수준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

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국가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가 제

공한 정보를 숙지할 국민의 의무를 아울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외

국민은 체류하는 국가의 법령과 제도를 준수해야 하며, 해외에서 발생한 

긴급상황에 대해 일차적 책임을 지고 연고자의 지원이나 외국의 국내법에 

따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국가에 대해 영사 조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의안은 공통적으로 국민의 긴급구조 요청권을 규정하고 있다. 의

안은 긴급구조 요청의 상황이 해외위난상황에 한정되는지, 긴급구조 대상

이  재외국민 자신에 한정되는지,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실

제 발생해야 하는지, 긴급구조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통합법안 및 유기준·김성곤·원유철

안은 하태경·김정훈안에 비해 긴급구조의 요청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후자는 긴급구조 요청 상황

을 해외위난상황에 한정했다는 측면에서 전자에 비해 요건이 엄격하다.  

 긴급구조 요청의 요건을 완화할 경우 국가의 재외국민보호의 범

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이로 인해 재외공관에 지나치게 과중한 업무 부

                                            
230

 통합법안 및 의안은 국가의 의무에만 치중하여 국민의 의무에 대해서는 추상

적 규정만 두거나 관련 내용을 „의무‟가 아닌 „협력‟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성곤안은 „재외국민의 협력‟ 조항(제5조)과 별개로 „재외국민의 의무‟ 조

항(제24조)을 두고 있다. 이 조항에는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주의를 

다할 의무, 체류국의 법령과 제도를 준수할 의무, 『재외국민등록법』상의 등록 

의무를 준수할 의무, 범죄 피해 사실을 재외공관에 신고할 경우 성실하게 신고할 

의무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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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부과하여231 국가의 영사 조력이 반드시 요구되는 상황에서 보호의 

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긴급구조를 해외위난상황에 

한정할 경우 재외국민의 긴급구조 요청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 이

러한 점을 감안할 때, 통합법안의 요건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 

 재외국민은 긴급구조 요청의 결과 국가의 조력에 대해 적극 협조

해야 한다. 이러한 협조에는 인적사항 제공,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

공 등이 포함된다232 . 김성곤안은 인적사항 등록과 관련하여 재외국민이

『재외국민등록법』상의 등록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90일 미만의 단기 체류자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

가 있다233. 

 이러한 입법 제언을 반영할 경우, 재외국민의 의무 조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될 수 있다. 

 

(통합법안) 재외국민의 협력  

재외국민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

을 다하여야 하며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수정앆) 재외국민의 책무 

① 재외국민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대해 읷차적 책임을 지고 

주재국 국내법이나 연고자의 지원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31

 성석호, supra note 25, p. 41. 

실제 단순 연락 두절에 대한 국내 가족 및 연고자에 의한 민원 접수가 상당하다

는 문제가 발생한다. 
232

 핀란드 법 제7조 3항은 영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는 국가에 의한 서비스 제

공에 있어 “어떠한 방법으로든 기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33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는 90일 이상의 장기 체류자를 등록대상으로 규정

하고 있다. 이 법상의 등록은 법적 의무 사항이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결여

되어 있어 사실상 등록 여부는 재외국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결과를 가져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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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외국민은 국가가 제공하는 앆전정보를 숙지하고 해외에서 자신의 앆

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재외국민은 국가의 보호의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재외국민은 자신의 신상정보를 재외공관에 등록해야 한다. 

 

 3) 국가의 재정 지원 및 재외국민의 상환 의무 

 

 다수의 국가들은 연고자 지원 등 재외국민이 스스로 긴급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234. 지원될 

경비의 규모는 상황의 경중, 재외국민의 피해 정도, 유사한 상황과의 형

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스웨덴 법은 “영사 재정 

지원은 필요한 비용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합리적 금액이 제공될 수 있다”

고 규정하여(제6조 2항), 경비의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재외국민은 국가의 재정 지원을 상환해야 한다. 이러한 상환의 의

무는 외국 입법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235 . 상환 의무를 거부하는 

자에 대해 추후 재정 지원을 거부하거나236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국가도 

있다. 영사업무지침도 국가가 항공 운임비, 병원비, 장례비, 보석금, 변호

사 선임비 및 기타 사적 책임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을 원칙으

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외국민이 상환의 의무를 부담함을 알 수 있

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

                                            
234

 해외에서 정신질환자나 행려병자가 발생하였으나 국내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

자가 재정 지원을 거부한 경우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

들의 국내 송환을 위해서는 행려병자 등이 발견된 지역으로의 영사 출장비, 국내 

송환 전 현지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비 및 입원비, 귀국에 필요한 항공료 등이 필

요하다. 
235

 스웨덴 법 제9조, 제10조, 제12조, 핀란드 법 제39조, 독일 법 제5조 5항 등 

참조. 
236

 핀란드 법 제1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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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의한 “(재난관리) 시행의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한다고 하여(제62

조), 내국민 보호에 있어서도 상환의 의무가 적용됨을 알 수 있다.  

 통합법안은 지원받은 경비를 상환할 자가 상환하지 않을 경우, 국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경비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0조 3항). 

이러한 규정은 스웨덴, 핀란드 등 타국 입법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237.  

 국가가 특별히 보호 또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상환의 의무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 또한, 재외국민의 재정 

상황, 국내 연고자로부터의 지원 가능성, 국가의 보호에 대한 재외국민의 

협조 정도 등을 고려하여 상환할 비용을 경감시켜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유사한 취지에서 스웨덴 법은 재외국민의 개인적 상황을 고

려하여 상환 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3조).  

 한편, 하태경·김정훈안은 경비 지원을 받은 재외국민이 본인의 

과실 없이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경우, 상환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3항 1호). 그러나 해외위난상황은 대부분의 경우 

개인의 과실과 무관하게 발생하므로, 이와 같이 예외 사유를 인정할 경우 

국가 예산 운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238. 또한, 같은 상황에 처한 

내국민에 대해서는 동일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차원

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239. 

                                            
237

 스웨덴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국가가 지원한 경비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지

지 않을 경우, 『공공채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상환을 강제할 수 있다

고 규정한 반면(제16조 제1항), 핀란드는 『세금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2조). 
238

 성석호, supra note 25, p. 43. 
239

 백주현,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공청회 진술문",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2010.4.15. p. 5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개인의 과실 유무에 따라 상환 의무를 면제하고 

있지 않다. 

제62조(비용의 부담) 

1.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 또는 제3장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의 책임

이 있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46조(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시행할 재난의 응급조치를 시행한 경우 그 비용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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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입법 제언을 반영할 경우, 재정 지원 및 상환과 관련한 규정

은 다음과 같이 수정될 수 있다. 

 

(통합법안) 경비지원 및 상환 

① 외교부 장관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긴급자금의 지원 

등 재외국민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은 재외국민은 이에 소요된 경비를 상환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특별히 보호 또는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상환할 자가 해당 금액을 상환하지 아

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수정앆) 재정 지원 및 상홖 

① 국가는 재외국민이 다른 방법으로 긴급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마렦할 수 없는 경우 국가의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읶 범위 

내에서 재외국민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재외국민은 경비를 국가에 상

홖한다. 재외국민이 경비를 상홖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는 국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비용을 징수한다.  

③ 국가가 특별히 보호 또는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읶정하는 경우 

제2항의 상홖 의무로부터 면제되거나 상홖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응급조치를 시행할 책임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부담한다.(밑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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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황별 보호의 범위 

 

 1. 공통적 보호 조치 

 

 해외에서 재외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다양하므로, 각 상황

별 조치를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제법 및 타국 입법례에서도 발생 가

능한 모든 상황별 보호 조치를 열거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긴급상황의 발

생 원인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영사 조력 조치는 유사한 측면이 있다. 

 영사는 관할 구역 내에서 재외국민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사건

의 개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재외국민을 면담한다. 영사는 재외

국민이 요청할 경우 관할 구역 내에서 적용되는 외국의 국내법, 행정 및 

사법 절차, 선임 가능한 변호인 명단, 인접한 의료기관, 통역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해외법률전문가 자문제도240’를 실시하고 있

는 재외공관의 경우 공관 소속 변호인을 통해 필요한 상담서비스를 받도

록 주선해줄 수 있다. 일부 언어는 정부 소속 콜센터를 통해 통역서비스

를 지원받을 수 있다241.  

 영사는 재외국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고자에게 연락하고, 경비 송

금 등 재외국민이 연고자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재외국

민이 사망 또는 부상하여 연고자가 현지 방문을 희망할 경우 긴급여권의 발

급 등 필요한 행정적 협조를 제공한다. 영사는 귀국을 희망하는 재외국민에

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해주거나 귀국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안내한다. 재외국

                                            
240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가해자 혹은 피해자로 연루된 사건 · 사고 발생시 현

지법에 정통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우리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외교부는 이 제도를 현재 49개 재외공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5개 공관에 추가 시행할 계획이다. 외교부 보도자료 제13-158호, "해

외법률전문가 자문제도 확대", 2013.4.12. 
241

 외교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해외안전여행 긴급상황 통역서비스 지원 협약‟을 

체결, 해외에서 긴급상황에 처한 경우, 영사콜센터로 접촉하면 자동으로 한국관

광공사 콜센터 통역상담사와 연결이 되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에 한해 통역서비

스를 제공한다. 외교부 보도자료 제13-184호, "해외여행시 긴급할 때, 영중일 통

역서비스 지원", 201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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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 요청하거나 영사가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외

국의 국내법 및 관련 절차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외국의 관계 당국에게 사

건의 공정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재외국민 및 연고자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 제언을 반영할 경우, 공통적 보호 조치를 규정한 새로

운 조항을 신설할 수 있다. 

 

(수정앆) 읷반적 보호 

① 재외공관의 장은 신속하고 효과적읶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재외국민이 

등록한 신상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사건의 개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재외국민

을 면담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요청할 경우, 주재국 국내법, 행정 및 사

법 절차, 의료기관, 변호읶 명단, 통역 서비스, 귀국에 필요한 절차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④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요청할 경우, 국내 가족 등 연고자와의 

연락을 지원하고, 연고자의 현지 방문에 필요한 행정적 협조를 제공한다.  

⑤ 재외공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외국민이 요청할 경우, 주

재국 국내법 및 관렦 절차에 따라 주재국 관계당국에 사건의 공정하고 조

속한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재외국민 및 연고자의 의사를 주재국

에 전달한다. 

 

 2. 형사절차에서의 보호 

 

 대부분의 국가들은 외국의 사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민사 재판

에는 영사가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행 영사업무지침

도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이 사인간 민사분쟁의 해결을 요청해 올 경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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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개입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제23조), 민사 

절차에서 영사 조력이 제한됨을 알 수 있다242.  

 형사절차에서의 보호에 대해 영사업무지침은 체포·구금시 조치

(제13조), 형 선고시 조치(제14조), 수감자 면회 및 석방시 조치(제15조) 

등으로 구분하여 영사가 취해야 할 보호 조치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국제법 및 타국 입법례243도 자유가 구속된 자에 대한 영사 조력에 대해 

다른 상황과 구별되게 상세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에 의한 보호

의 범위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반면, 통합법안은 하나의 조항에서 관

련 사항을 비교적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고, 영사접견권 등 국제법상 해당 

개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에 대해서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재외국민의 자

유가 구속된 상황에서의 영사 조력은 개인 스스로 사안을 해결하기 어렵

다는 점에서 다른 상황과 구별되므로, 제정될 법률에서도 다른 상황에 비

해 비교적 상세히 국가의 보호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244.  

 재외국민에게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외

국민의 의사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서

는 내용의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영사와 재외국민과의 자유로운 통신 

및 접촉이 보장되어야 한다. 비엔나영사협약 제36조 1항 (a)호, 한-러 

영사 조약 제38조 1항 등은 영사과 재외국민에게 각각 자유로운 통신 및 

접촉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영사업무지침 제13조 1항도 “재외공관은 

                                            
242

 그러나 예외적으로 영사업무지침 제23조 제2항은 민사사건의 경우에도 재외공관

의 판단에 따라 아래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민사분쟁이 사기 등 범죄와 관련되었다고 명백히 판단될 경우 재외국민이 주

재국 또는 국내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안내 

2. 주재국에서 선임 가능한 변호사 명단 제공 

3. 주재국 사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243

 국제법 및 타국 입법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본고 제2장-제2절-Ⅳ. 형사 

절차에서의 영사 조력 부분 및 제3장-제2절-Ⅳ. 형사 절차에서의 보호 부분 참

조. 
244

 핀란드 법은 4개 조항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미국 7 FAM도 6개 

조, 26개 항에서 형사절차에서의 영사 조력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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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국 관계기관으로부터 재외국민의 체포·구금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재외국민과의 접촉을 통해 그 신원과 혐의내용

을 파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있다. 영사는 재외국민과의 면담을 

통해 구금이 합법적인지를 파악하고, 재외국민의 신원, 혐의내용, 차별적 

대우의 유무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다. 

 비엔나영사협약 제36조 1항 (b)호는 구금된 자가 요청할 경우 

구금 사실을 외국인의 국적국에 지체없이 통보할 영토국의 의무를 규정하

고 있다. 영사기관은 주재국 정부로부터 통보를 받아 자국민의 구금 사실

을 파악한 이후에야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통합법안은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체포·구금 또는 기소되거나 복

역 중인 사실을 (외국의 통보 등을 통해) 인지한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일부 의안은 “재외국민이 체포·구금 또

는 기소되거나 복역 중인 때”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45. 그러나 

외국 정부에 의한 통보 없이 재외공관이 관할 구역 내 체류하는 모든 재

외국민의 소재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주재국의 통보 등을 통해 

구금 사실을 인지한 때 비로소 조력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 성범죄 등의 경우 해당 재외국민이 영사에게 통보하는 것

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재외공관이 구금 사실을 다른 경로

로 파악하여 해당 재외국민의 의사에 반하게 조력을 제공할 수는 없을 것

이다. 영사는 통보가 지체없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외국민에게 적절한 시

기에 조력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양국간에 구속력이 있는 국제법에 따

라 이를 항의하거나 국가 차원에서 국제법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양자 

조약을 통해 양국간에 통보의 방법을 규정한 경우, 규정된 방법에 따라 

통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영사는 비엔나영사협약 제36조 1항 (c)호에 따라 영사접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통합법안은 영사접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245

 하태경·김정훈안 제17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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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접견은 외국의 공정한 대우 및 재외국민의 인권보호와 직결되므로 그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영사접견의 횟수는 양국간에 체결

한 양자 조약, 외국의 국내법, 수감자의 상태, 수감장소, 영사 관할구역 

내 수감자 수, 기타 공관여건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법률에서

는 영사 접견의 구체적인 횟수를 규정하기 보다는 재외공관이 제반 여건

을 고려하여 횟수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246. 

 영사는 영사접견을 통해 재외국민의 요청사항을 접수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재외국민이 요청할 경우 체포 및 구금 사실, 형

의 선고, 가석방 및 형집행 종료 등을 통한 출소 사실을 가족 등 연고자

에게 통보하고, 연고자가 해당 재외국민의 면회를 요청할 경우 주재국 국

내법 및 관련 절차에 따라 면회를 주선해줄 수 있다. 또한, 외국 국내법 

및 사법절차, 변호인 명단, 통역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

다247. 영사는 재외국민과의 면담을 통해 외국 관계당국으로부터의 차별적 

대우나 인권 침해 사실을 확인한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

우 조치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항의할 수 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영사에 

의한 조치 개선 요구가 외국 정부에 의해 수락되지 않을 경우, 국가적 차

원에서 항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다248. 구속된 자국민의 

석방을 위해 벌금 또는 보석금의 지불이 필요한 경우, 영사는 국내 연고

                                            
246

 독일 법(제7조) 및 핀란드 법(제20조)에서도 구체적인 영사접견의 횟수를 규

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영사업무지침(제15조 3항)은 수감자의 상태, 수감장소, 

재외공관의 관할 구역 내 수감자 수, 기타 공관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외공관이 

횟수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러 영사 조약의 경우 양국간 합

의를 통해 2개월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영사접견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9조 3항). 
247

 일부 의원안은 변호인 선임에 있어 정부에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기도 하는데

(하태경·김정훈안 제17조 2항 등), 보호의 보충성 및 다른 국민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변호인 선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영사 조력을 제공하

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공관 전담 변호인이 있는 경우 해당 변호인

을 통한 법률 자문을 주선해줄 수는 있을 것이다. 
248

 예를 들어, 미국의 7 FAM 42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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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부터 송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249.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

지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상환을 전제로 공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경

비를 지원해줄 수 있다.  

 영사는 가급적 재외국민에 대한 재판에 참석하여 재판 진행 상황

을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재외공관과 수감장소간의 물리적 거리, 관할구

역 내 수감자 수 등에 따라 재판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변호인 또는 외

국 관계당국과의 접촉 등을 통해 재판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재

량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250 . 외국의 입법례를 고려할 때251  필요에 

따라 재외공관이 직접 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법정조

언자(amicus curiae) 등의 형태로 소송에 참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

을 것이다. 아울러, 영사는 주재국과 본국간에 수형자 이송조약을 체결한 

경우 이 조약에 따라 수형자 이송에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 제언을 반영할 경우, 통합법안의 형사절차상 재외국민

보호 조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다. 

 

(통합법안) 형사절차상 재외국민보호 

①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체포·구금 또는 기소되거나 복역 중인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관련 국제법과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때에는 

해당 재판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변호사 또는 통역인 관련정

보를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49

 핀란드 법 제21조 참조. 
250

 핀란드 법도 “재외공관은 자유가 구속된 자에 대한 처우 및 외국 관계당국에 

의한 진행 상황을 관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제20조 2항), 재판 참석 여부

를 재외공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하고 있다. 
251

 구체적인 내용은 본고 제3장-제2절-Ⅳ-3. 외국 관계당국에 대한 소 제기 및 

소송 참가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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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체포·구금 또는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

되어 수감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체포·구금 또는 기소되거나 복역 중인 재외국민의 보호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정앆) 형사절차에서의 보호 

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 내의 재외국민이 체포·구금·유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구속된 사실을 주재국 관계당국으로부터 통보받거나 다

른 경로를 통해 읶지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재외국민을 접견한다. 재외

공관의 장은 접견시 재외국민의 신상정보 및 혐의 내용을 파악하고, 재외

국민의 요청사항을 접수한다. 이후 접견은 관렦 국제법, 주재국 국내법, 

재외국민의 상태, 수감 장소, 관할구역내 수감자 수, 기타 공관 여건 등

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요청할 경우, 국내 가족 등 연고자와의 

연락을 지원하고, 연고자가 면회를 희망할 경우 면회에 필요한 절차를 지

원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외국민이 요청할 경우, 재

외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재국 관계당국에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재외국민이 주재국 관계당국으로부터 차별적 대우

를 받거나 읶권 침해 사례가 확읶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④ 재외공관의 장은 구속된 재외국민의 석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 

가족 등 연고자로부터 송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

다. 연고자로부터의 재정 지원이 어렵거나 필요하다고 읶정할 경우 공관

의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과 관렦한 재판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파

악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판에 참석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형사절차에서의 보호와 관렦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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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외위난상황에서의 보호 

 

 „해외위난상황‟이란 전쟁, 대규모 테러, 자연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

외국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

려가 있는 경우이다(통합법안 제2조 제3항). 해외위난상황은 재외국민 개개

인이 아닌 재외국민 일부 집단 및 관할구역 내 재외국민 전체가 보호의 대상

이 되고 또한 체류 장소로부터의 대피 또는 철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다

른 상황과는 보호의 수준과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다. 국제관습법도 국가의 

재외국민에 대한 단체 보호(group protection)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252.  

 미국, 일본 등 정부 내부 지침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위난상

황의 단계별 대책을 상세히 마련하고 있다. 반면, 법률을 제정한 국가는 해

외위난상황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일반원칙을 적용하거나 일

반적인 사건·사고에서의 보호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253. 이러한 차이는 해

외위난상황은 다른 상황에 비해 사전에 상황을 예측하기가 어려워 법률에서 

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타국 입법례

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역시 법률에서는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 조력의 기본원칙만을 규정하고, 대통령령·부령 등 하위법령을 통

해 단계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영사의 조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타

당하다. 

 재외공관은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관할 구역 내 재외국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상황의 추이를 관찰하

면서 단계별 대책을 수립한다. 또한, 사전에 재외국민이 등록한 신상정보를 

바탕으로 관할 구역 내 영사 조력 대상자 명단을 보유·관리하고, 대피 장소

를 선정하며, 임차가 가능한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실제 

대피 또는 철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재외공관은 주재국 관계당국과의 협조를 

                                            
252

 Ivor Roberts, supra note 13, p. 278. 
253

 독일 법 제6조, 핀란드 법 제15조, 제1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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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신속한 보호 조치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평시에 구축한 타국과의 협

력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재외국민은 해외위난상황에서 국가의 대피 및 철수 조치에 적극 협조

해야 한다. 재외국민의 협조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해당 재외공관의 장

에게 강제 대피의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254. 그러나 강제 

대피는 재외국민의 거주 및 이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고, 타국의 

영토 주권 범위 내에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실효적인 강제 대피 수단을 마련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25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관할 

지자체장에게 강제 대피 권한을 부여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고 있지만256, 이는 우리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재외

국민에 대한 그것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254

 하태경·김정훈안은 강제 대피 권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11조 3항). 
255

 “강제대피권의 부여는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해서라도 „재외국민보호‟라는 목적을 

보다 철저하게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것이나, 재외공관장의 강제대

피권은 주재국 내 공권력 사용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안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하다. 또한, 재외공관장에게 강제대피권 등의 강제력을 행사할 현실적인 수단이 존재

하는지에 대해서도 실효성의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성석호, supra note 

25, p.39. 

“강제대피권은 주재국 공권력 사용과 관계된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백주현, 

supra note 239, p. 49. 
256

 제40조(대피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

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거나 선박, 자동차 등을 대피시킬 것을 명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42조(강제대피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40조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제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

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시키거나 퇴거시킬 수 있다.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제40조 제1항(제46조 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

한 사람 (밑줄 추가)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330&efYd=20130323#AJAX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330&efYd=20130323#AJAX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330&efYd=20130323#AJ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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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입법 제언을 반영할 경우, 통합법안의 해외위난상황 조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다. 

 

(통합법안)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조치 

① 재외공관의 장은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재외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외교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신속대응팀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의 소재 및 안전 여부

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파악한 사실을 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

고자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외교부 장관은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한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에 대하여 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

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수정앆) 해외위난상황에서의 보호  

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관할구역 내 재외국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단계별 대책을 수립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해외위난상황에 대비하여 관할구역 내의 재외국민 명

단을 관리하고 대피 장소를 선정하며 임차가 가능한 교통수단에 대한 정

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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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외교부 장관은 재외국민에 대한 대피 또는 철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명한다. 명령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피 또는 철수 조치를 시행한다.  

④ 대피 또는 철수 명령을 받은 자는 국가의 보호에 적극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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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재외국민보호를 둘러싼 현재의 논란의 상당부분은 국가와 국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영사 조력 범위가 부재하기 때

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본고는 헌법 제2조 2항에 근거한 재외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시, 법률에 반영할 수 있는 영사 조력 범위를 

도출하기 위해 국제법 및 타국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재

외국민보호법안‟을 검토하고 입법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제법에서 재외국민보호는 영사 조력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다. 

국제관습법은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영사 분야의 

다자조약인『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재외국민보호와 관련하여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하거나 관습 이상의 조력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들은 

필요에 따라 양자 조약을 통해 재외국민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러시아 등과 이러한 영사 분야의 양자 조약

을 체결하고 있다.  

 비엔나영사협약 제36조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재외국민보호에 있

어 국제법으로부터 별도의 법리를 도출하기는 어렵다. 국제법은 주권 존

중, 국내문제 불간섭, 인권 존중 등 국제법의 일반원칙을 영사 조력에 있

어서도 그대로 원용하고 있다. 다만, 2006년 ILC „외교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에서 이중국적자에 대한 실효적 국적국의 영사 조력이나 무국적자에 

대한 체류국의 영사 조력에 대한 근거규정을 둔 것은 이들에 대한 인권 

존중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비엔나영사협약 제36조는 형

사 절차에서의 영사 조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영사접견

권은 외국에서 자유가 구속된 재외국민에 대한 인권 보호 차원에서 법률

에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법과 국내법은 그 대상 및 목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내법 

제정에 있어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내법에 대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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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가 필요하다.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국가는 독일, 스웨덴, 

핀란드 등 소수 국가에 불과하다. 재외국민보호가 법 체계, 제도, 문화 등

이 상이한 타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관련 내용을 법률로서 규정할 

경우 국가의 재량이 필요한 부분까지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긴급상황에 대해 해당 재외

국민에게 일차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재외국민이 국가의 

보호를 악용하는 경우 국가가 보호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책임 소재의 명확화는 국가가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사용

한 경비에 대해 재외국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이

러한 재외국민보호의 기본원칙은 보호의 범위와도 직결되므로 이 법 전체

를 아우르는 총칙 부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보호의 범위는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정부 정책, 영사 인력과 예산, 

재외국민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법률 제정시 제

반 사정이 우리와 상이한 외국의 입법례를 비판없이 수용할 경우 국가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재외국민보호 정책에 관한 비판을 오히려 가열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수정헌법은 자국민이 해외에서 외국 사법당국에 

의해 부당하게 구속된 경우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재외

국민을 석방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자칫 타

국과의 관계에서 외교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과도한 기대를 

갖게 할 소지가 있다.  

 한편, 타국 입법례 중에는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검토할만

한 규정들도 있다. 예를 들어, 이중국적자에 대한 보호 제공은 우리 정부 

정책과 일치한다. 또한, 영사가 구금된 재외국민에게 생필품을 제공하거나 

필요시 외국 사법당국에 대해 인도적 고려를 요청하는 것도 영사 관행과 

합치한다. 

 국회는 현재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5개 의안을 심사 중이다. 향후 

국회는 정부 입장, 관련 여론 등을 수렴하여 법안을 의결하여 법률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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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준수할 의무가 있는 국제법 및 

우리나라가 수용할 수 있는 타국 입법례를 고려할 때, 정부·국회 통합법

안 및 의안은 법률의 제명, 구조, 입법목적, 적용대상, 국가와 국민의 의

무, 경비 상환 등과 관련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아울러, 상황

별 보호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일반 조항을 마련하고, 형사 절차 및 해외위난상황에서의 보호와 관련하

여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우리 관행과 일치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지난 4월 „여야 6인 협의체‟는 대선 공통공약 관련한 법안을 조

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재외국민보호법안도 83개 법안 중 하나

에 포함되었다257 . 제정될 „재외국민보호법‟이 해외에서 긴급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제법 및 긴급상황

이 발생한 국가의 국내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호의 범위를 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면밀한 검토 없이 임시 방편으로 법률을 제정할 

경우,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또 다른 논란을 가져올 것이고, 해외에서 재

외국민의 안전은 요원해질 것이다. 

 

 

 

 

 

 

 

 

 

                                            
257

 이광빈, "민주 "여야 6인협의체 가동, 늦었지만 환영"", 연합뉴스, 2013.3.31.; 

추인영, "여야 6인협의체 합의한 83개 법안은?", 뉴시스, 201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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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 

(외교통상부훈령 제11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외국민에게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

(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이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외국민이라 함은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하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건·사고라 함은 재외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국가의 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을 말

한다.  

 

제2장 일반원칙 

 

제3조(재외국민보호 업무수행의 기본원칙) 

① 재외공관은 헌법상 규정된 국가의 기본의무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 지침 해석상 재외공관이 보호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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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입각하여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1.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 관련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 및 주재국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재외공관은 현재 또는 미래의 다수 국민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3. 이 지침에 근거하여 재외국민보호의 세부 범위와 수준을 정함에 있어

서는 사건·사고 등 발생국가(이하 „주재국‟이라 한다)의 제도 및 문화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이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아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5.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사 사례시 정부가 제공하는 보호의 수준을 초과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재외공관의 지침 숙지 및 시행 의무) 

① 재외공관의 총영사, 영사 등 전 담당직원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 관련 국제법과 이 지침을 숙지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재국 특성을 고려하여 이 지

침의 일부를 수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본부(재외동포영사

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재외국민보호 업무 수행시 경비관련 기본원칙) 

① 재외공관은 재외국민보호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번역비, 변호사 선임

비 등 소송비용, 보석금, 항공·선박 운임비, 병원비, 장례비, 시신운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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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및 기타 사적 책임에 해당하는 비용은 부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외공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운영지

침‟에 따라 해당 재외국민이 국내 연고자로부터 경비를 송금받을 수 있도

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은 긴급한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경제적 능력이 없고 국내 

연고자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구난

활동비 사용지침‟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 

① 재외공관은 재외국민보호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지한 개인정보를 『공

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주재국 정부로부터 재외공관의 재외국민보호 업무와 관련

한 정보의 비공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본부(재외동포영사국)의 지침에 

따른다. 

 

제7조(주재국 기관 등과의 협력관계 유지) 

①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의 사망, 체포·구금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주재국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체없이 통보받고 필요시 적절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하

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특히 공관 미상주국 또는 원거리 지역 내에서 평상시 관할

지역내 영사협력원, 한인 단체 등의 지원 하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외국

민보호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재외국민보호 업무의 중단) 

재외공관은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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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재외국민의 생

명 또는 신체에 중대하고 긴박한 위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의 보호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2.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 보호를 요청하면서 폭행, 공갈, 협박,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하여 업무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3.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의 보호를 남용 또는 악용하거나 그 보호의 근거

가 되는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3장 일반 사건·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제9조(사건·사고 발생시 기본조치) 

① 재외공관은 재외국민과 관련한 사건·사고 발생을 인지한 경우 그 개

요와 조치결과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본부(재외동포영사국, 지역국, 대변

인실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사고가 단순 민사분쟁으로 밝

혀지거나 지극히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보고는 전문으로 행한다. 다만, 본부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전문 보고 이전에 유선으로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은 영사콜센터로부터 사건사고 관련 민원을 이첩받은 경우에

는 처리 직후 영사콜센터 상담프로그램(VMS)에 그 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④ 재외공관은 사건·사고의 심각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

을 방문하여 해당 재외국민 면담 및 주재국 관계기관에의 협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재외공관은 해당 재외국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건·사고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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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등 연고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내용을 알리고, 연고자가 현지 방문을 

희망할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재외공관에서는 공관장 책임 하에 총영사 및 영사 등 전 담당직원이 

사건·사고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연고자와 언론 등으로부터 문의가 

있을 때에는 대외창구를 단일화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⑦ 사건·사고 관련 자료들은 추후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대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관리를 하여야 

한다. 

⑧ 외교통상정보시스템(FATIS) 연결 공관은 주재국에서 발생한 사건사

고 내용을 동 시스템의 e-Consul에 입력하고, 외교통상정보시스템 미연

결 공관은 이를 본부(재외동포영사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도난, 사기 등 재산범죄 발생시 조치) 

① 재외공관은 도난, 사기 등 재산상 범죄피해를 당한 재외국민이 재외공

관에 신고를 해 온 경우 해당 재외국민이 주재국 경찰기관에 신고하고 피

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제1항의 피해를 당한 재외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

하다고 판단되면 주재국 관계기관에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이 여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여 신고를 해온 경

우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외국민이 신청하면 여권법 규

정에 따라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11조(재외국민 사망 통보 접수시 기본조치) 

① 재외공관은 주재국 관계기관으로부터 재외국민의 사망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국내 유가족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의 사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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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직원 또는 영사협력원을 현지에 파견하

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은 시신 사후처리에 있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가족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주재국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유가족의 의사는 가능한 한 문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강력범죄 발생시 조치) 

①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에 대한 살인, 강도, 강간, 납치, 감금 등 강력사

건의 발생을 인지한 경우 그 범죄내용과 피해 재외국민의 신원 등을 파악

하여 본부(재외동포영사국, 지역국, 대변인실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사건·사고로 부상을 당한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 

재외국민이 신속하게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

며, 긴급하게 국내 이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여권발급 및 항공편 안내 등

의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은 주재국의 사법당국으로부터 사건·사고 발생 경위를 파악

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협조를 당부하여야 하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사건·사고 발생지 관할 경찰서 또는 현장에 직원 또는 영사협력

원을 파견하여 상세한 사건경위와 피해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④ 재외공관은 사건·사고의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또는 연고자의 정당한 

요청이 주재국 관계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재외공관은 주재국 관계기관에게 수사상황을 통보해줄 것을 요청하여 

그 통보 받은 사항을 본부(재외동포영사국)에 보고하고 피해자 또는 가족 

등에게도 설명하여야 한다. 

⑥ 재외공관은 피해 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가 현지 방문을 희망할 경

우 관계기관으로부터 사건경위 및 수사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

록 주재국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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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재외국민의 체포·구금시 조치) 

① 재외공관은 주재국 관계기관으로부터 재외국민의 체포·구금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재외국민과의 접촉을 통해 그 신

원과 혐의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주재국 사법현실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체

포·구금된 재외국민이 주재국 국민 또는 제3국 국민에 비해 부당한 대

우를 받지 않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주재국 사법당국에 요청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은 해당 재외국민 또는 연고자의 요청시 주재국 사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변호사 선임절차에 대하여 조언하여야 하

며, 연고자가 주재국을 방문하는 경우 주재국 법령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체포·구금된 재외국민과의 면회를 주선하여야 한다. 

④ 재외공관은 체포·구금된 재외국민에 대한 재판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판을 방청하여야 한다. 

 

제14조(재외국민에 대한 형 선고시 조치) 

①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에게 자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것을 통보받거나 

인지한 경우 주재국 관계기관에 형의 종류, 복역장소, 면회 가능일시, 출

소 예정일(사형선고의 경우 집행일시와 장소) 등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

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이 형의 선고를 받고 구금된 경우 해당 재외국민의 

요청시 그 결과를 그 가족 등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은 주재국 사법당국이 재외국민에 대하여 주재국 법령에 위반

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주재국 국민 또는 제3국 국민에 비하여 현저하게 

과도한 형을 선고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재국의 사법관할권에 간섭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법당국에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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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감자 면회 및 석방시 조치) 

① 재외공관은 관할지역 내에 복역 중인 재외국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영사 면담을 실시하여 재외국민의 건강상태와 가혹행위 등의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재외국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된 

경우에는 행형당국에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수감자에게 행형당국에 대한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 합리

적 범위 내에서 요청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은 수감자의 상태, 수감장소, 관할지역내 수감자 수, 공관여건 

등을 고려하여 영사면담의 횟수를 정할 수 있다. 

④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이 가석방, 형집행정지, 형집행 종료 등으로 출소

하는 경우 해당 재외국민의 요청시 가족 등 국내 연고자에게 통보하고 귀

국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6조(실종신고 접수시 조치) 

① 재외공관은 가족으로부터 재외국민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우 행방불

명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출입국 기록 등의 자료와 영사협력원 및 한인

단체 등의 현지 연락망을 활용하여 소재 파악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가

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실종 신

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주재국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필요한 지

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행려병자, 정신이상자 발생시 조치) 

① 재외공관은 주재국 관계기관으로부터 재외국민인 행려병자 또는 정신

이상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재외국민의 인적사항 

및 보호장소 등을 파악하여 국내 가족 등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이 주재국 내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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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에는 해당 재외국민의 국내 연고자들과 협의하여 입원 조치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며, 주재국 관계기관에서 본국 송환을 요구하거

나 재외국민이 국내 귀국을 희망할 경우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은 연고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연고자가 재외국민의 신

병인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주재국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건의

료기관이나 공공 구호기관에 임시보호를 요청한 후, 본부와 협의하여 국

내 귀국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장 대형 사건·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제18조(기본원칙) 

① 재외공관은 주재국에서 천재지변, 전쟁, 내란, 테러, 중대한 방사능 누

출사고, 유전 등 산업시설 폭발사고, 항공기 사고, 선박 사고, 전염병 확

산 등 대형 사건·사고 발생시, 공관장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체제를 실시

하며, 주재국 관계기관과 언론 등을 통해 사태 현황을 파악하여 본부(재

외동포영사국, 지역국, 대변인실 등)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

처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대형 사건·사고 발생시 주재국 관계기관, 영사협력원, 한인

단체, 공관비상연락망 등을 통하여 우리 국민의 피해유무 및 체류 현황 등 

관련사항을 파악하고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대형 사건·사고의 발생으로 재외국민이 대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재외공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단계별 상세 대피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피 대상 및 일시 

2. 집결지 및 주재국내 이동 수단 

3. 전세기 필요시 기착일시 및 기착가능 공항 

4. 전세기 이착륙시 주재국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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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접국 재외공관의 지원 필요 여부 

④ 재외공관은 관련 정보 교환, 대응방법 협의, 유사시 협조요청을 위하

여 주재국 관계기관 및 주요 우방국 공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

며, 필요할 경우 공관직원을 주재국 관계기관에 연락관으로 파견하여야 

한다. 

⑤ 대형 사건·사고의 발생으로 재외국민이 사망한 경우 관계기관이 시신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가족의 동의없이 시신을 화장 또는 매장하는 등 임

의로 처리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주재국의 

관련법령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주재국 정부가 보상을 하는 경우에

는 주재국의 관계기관과 접촉하여 적정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협의하고, 본부로부터 구호금, 의연금 등을 수령하는 때에는 관할지역 내 

한인단체와 협의하여 적정하게 분배하여야 한다. 

 

제19조(신속대응팀, 구호팀 및 의료지원단 등 파견요청) 

① 재외공관은 대형 사건·사고의 발생으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경

우, 공관장 책임하에 비상대책반을 설치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대응팀 파견을 본부에 건의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신속대응팀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한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숙소예약, 차량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주재국에서 방사능 누출사고, 유전 등 산업시설 폭발사고, 항공기 추

락 또는 공중폭발 사고 등으로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재국

내 구호인력, 장비, 기술 등의 부족으로 정부 차원의 구호팀 및 의료지원

단의 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본부에 건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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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피해자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재외공관은 피해자 가족 등 연고자의 현지 방문시 병원 방문, 시신인

수 및 송환, 변호사 선임 등에 대해 필요한 조언을 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피해자 당사자 또는 그의 가족이 국내 또는 인접국으로 긴

급이송을 원하는 경우 제반 절차에 대한 필요한 조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재외국민 피랍 사건 발생시 조치) 

①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에 대한 피랍 사건이 발생한 경우, 안전하고 신속

한 구출을 위해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주재국 정부가 구

출작전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

다. 

② 재외공관은 피랍자 구출과정에서 이 지침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2

호 등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확립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민원업무 관련 조치사항 

 

제22조(지원범위 외 민원사항 처리의 각하) 

재외공관은 지원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사항에 관

한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라 

민원의 신청을 각하하고, 그 사유를 민원을 제기한 재외국민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제23조(민사분쟁 관련 조치) 

①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이 사인간 민사분쟁의 해결을 요청해 올 경우, 이

에 대해 개입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의 경우, 개별 사안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은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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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 분쟁이 사기 등 범죄와 관련되었다고 명백히 판단될 경우 재외국

민이 주재국 또는 국내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안내 

2. 주재국에서 선임 가능한 변호사 명단 제공 

3. 주재국 사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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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독일 『영사의 임무와 권한에 관한 법률』 

※ 관련 조항 발췌 

 

영사의 임무와 권한에 관한 법률258(비공식 번역본) 

(1974.9.11 제정, 2003.12.27 개정) 

 

제1장 일반규정 

 

제1조(영사업무 일반) 영사(직업 또는 명예 영사)는 다음의 사항을 그 임

무로 한다. 

- 독일연방공화국과 주재국 사이의 공동 사무, 즉, 대외무역관계와 

정치관계, 교통, 문화 및 사법관계 영역에서의 협력 

- 독일인과 내국 법인에게 영사 업무와 관련한 적절한 자문과 조력 

 

제2조(전통적인 영사업무) 영사는 이 법률 또는 다른 법규 및 행정법규 

특히 다음과 같은 영역에 있어서 그들에게 부과된 과제와 권한을 수행하

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 

- 국적 관련 사무 

- 여권 및 사증 관련 사무 

- 신분 관련 사무 

- 비송사건 관련 사무 및 유산 관련 사무의 처리를 위한 협력 

- 외국 공식 문서의 증명 및 공증과 본국 공식 문서의 진위 확인 

- 선박 운항 및 선원 관련 사무 

- 법적 구체 요청자에 대한 처리 및 인도 

- 송달 

- 계약 준수에 대한 감시 

                                            
258

 번역은 국회도서관, "독일 영사업무담당공무원의 임무와 권한에 관한 법률", 

해외법률소개, 제252호,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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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영사업무의 수행) 

1.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영사 업무의 수행은 일반법규의 적

용을 받는다. 

2. 영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 독일연방공화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3. 직업 영사는 법률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주재

국내에서 변호사의 도움과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영사활동의 한계) 영사는 직무 수행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영사 

구역 내에 적용되는 법에 유의하여야 한다. 영사는 특히, 1963년 4월 24

일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연방법령집 제2권 1969, 1,585면)과 독일

연방공화국과 주재국 사이에서 효력을 가지는 그 밖의 조약들에 유의하여

야 한다. 

 

제2장 개별적 영사업무와 권한 

 

제5조(개인에 대한 조력)  

1. 영사는 자신의 영사 구역 내에서 조력을 요청하는 독일인에게 다른 조

력 수단이 없는 경우 조력을 제공해야 한다. 이 조항은 외국에 통상 거주

하고 있고 동시에 그 국가의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자신의 부모가 거

주하고 있는 국가의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독일인

과 그의 후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영사는 개별 상황에서 정당

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들에 대해서도 조력을 제공할 수 있다. 

2. 영사는 개별 상황에서 정당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독일인의 

독일 국적이 아닌 가족에 대해서도 조력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독일 

국적이 아닌 가족은 독일인과 동거하고 있거나 상당기간 동거했어야 한다. 

3. 조력의 성격, 형태 및 정도는 주재국에 거주하고 있는 독일인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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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필요를 고려하여, 해당 국가의 특수한 요건에 따라 결정된다. 조력에

는 법적 보호도 포함될 수 있다. 

4. 영사는 조력을 요청하는 자가 자신의 통상적인 거주지 또는 다른 장소

로의 이동을 희망할 경우 이를 가능한 한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5. 조력을 받는 자는 조력시 발생하는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의 의

무는 조력을 받는 자를 돌볼 의무가 있는 배우자나 연고자에게도 이전될 

수 있다. 반환의 의무는 자손에게도 이전되는데, 이는 유산의 가치를 초

과하지 않는다. 

6. 외국에 통상적인 거주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구속되거나 2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수감중인 자에 대한 조력은 연방 사회 조력법(Federal 

Law on Social Assistance) 또는 이 법률의 적절한 적용을 통한 제공된다. 

이 경우 제4항이 적용된다. 

7. 재외국민이 과거 조력을 악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영사는 조력을 거

부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재외국민의 생명 및 건강이 위험에 빠

지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재해발생시 구조) 

1. 영사는 영사구역 내의 재외국민 또는 이들 중 일부에게 위해를 가하거

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자연재해, 전쟁, 혁명 등의 상황이 발생하

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외국민이 독일인인 경우에 한해 그들이 

그러한 손해 또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 및 보호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조항은 독일인의 후손 및 독일인과 동거

하거나 상당 기간 동거하였던 비독일 국적의 가족에게도 적용된다. 

2. 이 경우 제5조 제5항이 적용된다. 영사구역 내에서의 전반적 상황의 

변화, 조력 또는 보호가 필요한 자의 개인적 상황, 그 밖의 다른 특별한 

상황에 따라 비용에 대한 반환 의무는 면제될 수 있다.  

3. 제1항에서 제시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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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영사는 자신의 영사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독일인과 그 밖에 보호

를 받는 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지속적

으로 파악해야 한다. 

 

제7조(구금자에 대한 구조) 영사는 자신의 영사구역 내에서 구속 수감 

또는 형을 선고 받은 독일인을 보호해야 하며, 특히 이들이 요청할 경우 

법적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제9조(사망확인 및 유족보호)  

1. 다른 가능성이 없는 경우, 영사는 영사구역 내에서 사망한 독일인의 

친족에게 사망 사실을 즉시 통지하고, 시신의 운구가 요구되는 경우 이를 

위한 조력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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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스웨덴 『영사 재정 지원에 관한 법률』 

 

영사 재정 지원에 관한 법률(비공식 번역본) 

(2003.6.26 제정) 

 

총 칙 

 

제1조  

1. 해외에 있는 개인에 대한 재정 지원(영사 재정 지원)은 스웨덴 재외공

관 및 영사기관에 의해 이 법에 따라 부여된다. 

2. 영사 재정 지원은 해당 개인에 의해 이 법 제9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상환되어야 한다. 

 

제2조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이 스웨덴 영주권자인지 여부는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Act, SFS 1999:799) 제2장 영주권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적용 범위 

 

제3조 

영사 재정 지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된다. 

1. 스웨덴에 거주하는 스웨덴 시민, 그리고 

2. 스웨덴에 거주하는 난민 및 무국적자 

 

제4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영사 재정 지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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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1. 스웨덴에 거주하지 않는 스웨덴 시민, 그리고 

2. 제3조 제2항에 포함되지 않는 스웨덴에 거주하는 외국인 

 

제5조 

1. 외국 시민권자는 스웨덴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회사를 스웨덴에 설립한 

경우, 다음에서 비롯한 사회적 이익을 권리가 있다. 

 ① 공동체 법(Community Law), 

 ② 유럽경제지역 협정(EEA), 또는 

 ③ 한편으로 EC와 회원국, 다른 한편으로 스위스와의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협약 

2. 제1항에 해당되는 외국 시민권자는 영사 재정 지원을 받을 권리와 관

련하여, 스웨덴 정부 또는 스웨덴 정부가 지정한 관계당국에 의해 부여된 

요건에 따라 영사 재정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지원을 받을 권리 

 

제6조 

1. 해외에서 위기상황 또는 어려움에 처한 자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나, 그 

필요가 다른 방법으로 충족될 수 없고 영사 재정 지원을 제공함이 타당하

다고 판단될 경우, 영사 재정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영사 재정 지원은 필요한 비용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합리적 금액이 제

공될 수 있다. 

3. 영사 재정 지원은 스웨덴 정부 또는 스웨덴 정부가 지정한 관계당국에 

의해 부여된 지침에 따라 사망자에게도 제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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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1. 영사 재정 지원은 사법 당국이나 다른 외국 정부 당국에 의한 결정으

로 자유가 박탈된 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재정 지원은 자유가 박탈된 자

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조사·증거 제출· 형사재판에

서의 예비 조사·재판 및 다른 조치와 관련한 법적 조력이나 통역 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제공될 수 있다. 

2. 제1항에서 규정한 지원은 자유가 박탈되거나 구금되지는 않았으나, 문

제가 된 조치로 인해 자유가 박탈될 가능성이 있고, 특별한 이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도 제공될 수 있다. 

 

제8조 

영사 재정 지원은 외국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범죄에 관

한 조사·증거 제출·피해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력이나 

통역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공될 수 있다. 

 

경비의 지불 

 

제9조 

1. 제6조에 따라 영사 재정 지원을 제공받은 자는 스웨덴 정부에 동 지

원에 대해 상환해야 한다. 

2. 18세 미만의 자에게 제공된 영사 재정 지원은 그의 보호자가 상환할 

의무가 있다. 

3. 영사 재정 지원은 선원 또는 스웨덴 선박에 탑승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관련 규정 및 협약에 따라 선박주에게 책임이 있

는 비용에 대해 제공된 영사 재정 지원은 선박주가 상환할 의무가 있다. 

 

 



 132 

제10조 

1. 제7조에 따라 사법 절차 또는 형사재판에서의 예비 조사를 위해 영사 

재정 지원을 받은 자는 유죄 선고를 받은 경우 비용을 정부에 상환해야 

한다. 

2. 제7조에 따라 사법 절차 또는 형사재판에서의 예비 조사를 위해 영사 

재정 지원을 받은 자는 무죄 선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비용을 정부에 상환해야 한다. 

3. 제7조에 따라 사법 절차 또는 형사재판에서의 예비 조사를 위해 제공

된 영사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책임의 문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영사 

재정 지원을 받은 자는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비용을 정부에 상환해야 

한다. 

 

제11조 

제7조에 따라 사법 절차 또는 형사재판에서의 예비 조사 이외의 목적으

로 제공된 영사 재정 지원을 받은 자는 스웨덴 정부에 대해 상황에 비추

어 합리적인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제12조 

제8조에 따라 영사 재정 지원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에 한해 비용을 스웨덴 정부에 대해 상환해야 한다. 

 

제13조 

1. 제9조 및 제10조 제1항에 따른 상환의 의무는 전반적인 상황 및 상환

에 책임이 있는 자의 개인적·재정적 상황을 고려하여 특별한 이유가 인

정되는 경우 조정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상환은 소송법 제31장 제1조 제3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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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제14조 

제6조와 관련하여 영사 재정 지원을 받고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는 자는 

제공된 영사 재정 지원에 대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상환과 관련한 결정 

 

제15조 

영사 재정 지원의 상환과 관련한 문제는 정부에 의해 처리된다.  

 

회 수 

 

제16조 

1. 상환 또는 상환과 관련된 수수료는 지불되지 않을 경우 회수된다. 회

수와 관련한 결정의 집행은 집행법(Execution Code)에 따라 이루어진다. 

회수에 관한 규정은 정부청구의 회수에 관한 법(Law on the Collection of 

Governmental Claims, SFS 1993:891)에 따른다.  

2.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정부는 사안에 따라 회수가 불필요하다는 결정

을 할 수 있다. 

 

권 한 

 

제17조 

1. 스웨덴 정부 또는 스웨덴 정부가 지정한 관계당국은 영사 재정 지원의 

권리에 관한 추가적인 지침을 발할 수 있다.  

2. 스웨덴 정부는 또는 스웨덴 정부가 지정한 관계당국은 다음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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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침을 발할 수 있다. 

 ① 사망자와 관련한 영사 재정 지원 

 ② 제14조의 수수료 

 

소 송 

 

제18조 

1. 이 법에 따른 결정에 대해 행정재판소 법(Administrative Court of Law)

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검토해야 한다. 

 

경과 규정 

 

1. 이 법은 해외에서 스웨덴 시민에 대한 영사 재정 지원에 관한 법(Law 

on Consular Financial Assistance to Swedish Citizens Abroad, SFS 

1973:137, 과거 법)이 효력을 정지하는 2003년 12월 1일에 발효한다. 

2. 장기간의 영사 재정 지원에 관해 과거 법의 규정은 2003년 8월 까지 

그러한 지원의 수혜자에게 여전히 적용된다. 그러한 지원이 이 법이 발효

한 후 지원이 제공될 경우, 재차 지불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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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핀란드 『영사서비스법』 

※ 관련 조항 발췌 

 

영사서비스법(비공식 번역본) 

(1999.4.22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적용범위) 이 법에서 영사서비스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FTS 50/1980) 제5조에 의거하여 핀란드 재외공관에 의해 개인과 법인

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을 말한다. 영사서비스는 다른 규

정이나 명령에 따르지 않는 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외교·행정 기관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조(적용대상)  

1. 다른 규정에 따르지 않는 한, 이 법 제3장 내지 제10장에 따른 영사

서비스는 핀란드 법인 또는 핀란드 인, 영주권 또는 취업허가를 받아 핀

란드에 영주하는 외국인에게 제공된다. 

2. 노르딕 국가 시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한 규정은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및 스웨덴이 서명한 협력조약(Treaty of 

Cooperation, FTA 28/1962) 제34조에 따른다. 회원국 외교기관 또는 영사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유럽연합 시민의 권리에 관한 규정은 유

럽공동체 조약(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제8조 (c)항

에 따른다. 

3. 이 법 제4장 내지 제10장에 따른 영사서비스는 특별한 상황에서 다른 

외국인에게도 제공될 수 있다. 특별한 경우, 제10장에 따른 영사서비스는 

외국 법인에 대해서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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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원) – Act No 204/2000에 따라 폐지 

외교부와 핀란드 재외공관은 요청이 있는 경우 핀란드 공공기관에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지원은 명백하게 해당 기관에 대해 제

공되거나 지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권익 준수에 대한 일반적 감시) 

외교부와 재외공관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과 다른 국제 의무를 고려

하면서, 제2조 제1항 상의 자연인 및 법인에 대한 이익 및 권리가 해외

에서 준수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제5조(일반적 조언) 

가능한 경우 외교부와 재외공관은 제2조 제1항에 따라 자연인과 법인에

게 일반적 조언을 제공한다. 조언의 제공은 영사 관할구역 내의 특별한 

조건과 외국 정부 당국에 의한 해당 권리와 이익에 대한 고려에 따라야 

한다. 

 

제6조(영사 조력의 일반적 한계) 

1. 영사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외교부와 재외공관은 공관이 주재하는 관

할구역 내에 적용되는 법과 규정, 일반 국제법 규정 및 핀란드가 구속 받

는 국제 조약을 준수해야 한다. 

2. 외교부, 재외공관, 또는 이에 속한 직원은 영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게 변호인, 법적 대리 또는 법률 자문가로 행동해서는 안된다. 

 

제7조(영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조언과 영사 조력 희망자의 정

보제공 의무) 

1. 이 법에 따른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영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는 조언을 받아야 하고 그와 관련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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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아야 한다. 

2. 이 법 제3장 내지 제10장에 따른 조치는 영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게 가용한 어떠한 수단도 없는 경우 제공될 수 있다. 

3. 영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는 외교부와 재외공관에 영사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그와 관련한 사건에서 정부에 의한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어떠한 방법으로든 기여해야 한다. 

 

제2장 집 행 

 

제8조(외교부의 기능) 

1. 외교부는 영사서비스에 대한 일반적 계획 수립, 집행 및 감독의 임무

를 담당한다. 

2. 필요한 경우 외교부는 개별 영사서비스를 집행함에 있어 재외공관에 

조언하고 지도하며 지원한다. 

  

제9조(재외공관의 영사서비스 관리) 

1. 영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외공관에는 대사관, 외교사절단, 총영사·영

사·부영사 등 직업 영사기관을 포함한다. 

2.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영사 서비스를 관리하고 제공하는 

것을 총괄할 책임이 있다. 

3. 영사서비스가 재외공관이 부재한 곳에서 필요한 경우, 외교부는 그러

한 서비스의 관리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제10조(명예영사) 

명예영사는 자신의 관할 하에 놓이거나 외교부에 의해 부여된 영사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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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긴급상황에 처한 개인에 대한 조력 

 

제11조(긴급상황에 처한 개인) 

이 장에 따라 제공되는 영사서비스는 이 법 제2조 제1항의 재외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다. 영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는 영사 관할구역 내에 임시적

으로 거주하고 있고 재외공관이 질병, 상해, 사고, 범죄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긴급상황에 처했다고 판단하는 이에 한한다. 

 

제12조(긴급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지원) 

1. 재외공관은 긴급상황에 처한 자에게 조언하고 지원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연고자 등에게 연락하고, 병원 치료를 제공하며, 핀란드로의 귀국을 

지원한다. 또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며, 범죄행위를 고지하고, 해당 상황에

서 필요한 다른 지원을 제공한다. 

2. 긴급상황이 불법적으로 해당 개인의 자유가 구속됨에 따라 발생한 경우, 

재외공관은 해당 국가의 관계당국 및 핀란드 관계당국에 이를 알리고 관계

당국과 자유가 구속된 자와의 필요한 정보 전달을 지원한다. 자유가 구속

된 자와 연고자와의 필요한 연락을 지원하고 해당 국가의 관계당국에 의해 

사안이 진행되는 과정을 관찰해야 한다. 

 

제13조(경비 및 재정지원의 전달) 

1. 요청에 따라 재외공관은 외교부 계좌에 사전 입금된 경우 경비를 전달

할 수 있다. 또한, 재외공관이 해당 개인이 공관의 지원 없이 임박한 긴

급상황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경비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

우, 이러한 목적을 위해 공관 예산상 한계 범위에서 긴급상황에 처한 자

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2. 재외공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즉각적인 긴급상황의 해소를 위한 소액의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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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사전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반환 서약을 조건으로 귀국을 위한 재정 

지원 

 ③ 서전 입금이 불가능하며 당사자가 심각한 질병 등의 이유로 반환 서

약을 할 수 없을 경우 귀국 또는 응급 진료를 위한 재정 지원 

3. 재외공관이 지원한 소액의 재정 지원은 추후 재외공관이 송금을 지원

한 경비에서 차감되거나 당사자에 의해 반환되는 금액에 의해 가산된다.  

 

제14조(재정지원의 거부) 

재외공관은 다음의 경우 재정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 

 ① 당사자가 재외공관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신의 신상 등에 관

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잘못 제공하거나 은폐한 경우 

 ② 당사자가 과거 재외공관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신의 신상 등

에 관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잘못 제공하거나 은폐하여, 부당하게 재외공

관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 

 ③ 당사자가 과거 재정 지원을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④ 당사자가 과거 재정 지원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제4장 위기상황에서의 지원 

 

제15조(개인의 안전) 

대형사고, 자연재해, 환경재앙, 전쟁, 내전 또는 기타 위기상황이 발생하

거나 그러한 위협이 있는 경우, 재외공관은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이 법 제2조 제1항의 재외국민의 안전을 지원한다.  

 

제16조(대피 및 출국) 

1. 재외공관은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

우, 그를 인접한 안전 지역 또는 본국으로 대피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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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한다.  

2. 대피 또는 본국으로의 귀국은 해당 재외국민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제17조(조력제공에 있어 고려 요소) 

재외공관은 제15조 및 제16조상의 조력 수준 및 집행과 관련하여 위기상

황 및 기타 정황, 노르딕 국가와 EU 회원국의 조치 및 재외공관의 역량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18조(정보의 전달과 접촉) 

1. 재외공관은 가능한 경우 위기상황에 처하거나 위기상황에 처할 위협을 

받고 있는 재외국민과 본국의 연고자간에 연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2. 재외공관은 위험지역에 있는 재외국민에 대한 정보와 사태의 진전을 

외교부에 보고한다. 

3. 외교부와 재외공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위험지역으로의 여

행, 체류, 출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5장 구금자 및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지원 

 

제19조(자유가 구속된 자에 대한 긴급 지원) 

1. 재외공관은 관할구역 내에서 이 법 제2조 제1항의 재외국민이 체포, 

구금, 기타의 방법으로 자유가 구속된 경우 지체없이 그와 접촉한다.  

2. 자유가 구속된 자의 요청에 따라 자유가 구속된 사실을 그의 연고자에

게 알려야 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자유가 구속된 자가 현

지 국내법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 및 기타 법률 지원 및 통역 서비스를 받

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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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자유가 구속된 기간 중 지원) 

1. 자유가 구속된 기간 중 재외공관은 필요한 경우 현지 절차에 따라 자

유가 구속된 자를 접견해야 한다. 

2. 재외공관은 자유가 구속된 자에 대한 처우 및 외국 관계당국에 의한 

진행 상황을 관찰해야 한다. 

3. 재외공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유가 구속된 자의 요청에 따라 

보석, 조기 석방, 형 선고의 연기 등을 적용함에 있어 지원을 제공한다. 

 

제21조(자유가 구속된 자에 대한 경비의 전달) 

재외공관은 외교부 계좌로 사전 입금된 경우 석방을 위한 벌금 또는 보석

금 지불을 위해 자유가 구속된 자에게 경비를 전달할 수 있다. 

  

제22조(범죄가해자에 대한 지원) 

범죄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재외국민이 아직 자유가 구속되지 않은 경우, 

재외공관은 해당 재외국민의 요청에 따라 필요시 국내법에 따라 변호인 

또는 다른 법률 지원, 통역서비스를 받는 것을 지원해야 하며, 필요시 피

의자를 접촉해야 한다. 

 

제6장 사망자 지원 

 

제23조(사망의 보고) 

재외공관은 이 법 제2조 제1항의 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이를 

외교부에 보고해야 한다. 사망자의 연고자에 대한 신원과 주소지의 확인

이 어렵지 않는 경우, 그에게 사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24조(매장, 화장, 유해의 송환) 

1. 재외공관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사망자의 매장, 화장 또는 유해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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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송환을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재외공관은 사망자의 연고자가 매장, 화장, 송환 등의 책임을 거부할 

경우 주재국 당국에 현지 관행에 따른 처리를 요청해야 한다. 

  

제25조(사망의 원인) 

다른 방법으로 사망의 원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재외공관

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사망 원인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제8장 개인정보 획득을 위한 조력 

 

제28조(실종 및 범죄피해자) 

1. 재외공관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보호자 또는 연고자의 요청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이 법 제2조 제1항의 재외국민

의 상태와 소재를 조사한다. 재외공관은 보호자 또는 연고자의 요청이 있

는 경우 우선 관할구역 내 관계당국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2. 재외공관은 해당 재외국민의 동의가 있는 경우 조사 기관에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재외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재외공관

은 해당 재외국민이 동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9조(미성년자에 대한 조사) 

재외공관은 이 법 제2조 제1항의 미성년자의 상태가 위험하거나 건강상

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그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미성년자의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재

외공관은 중개기관을 통해 우선 관할구역 내 관계당국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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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문서 또는 주소에 대한 조사) 

재외공관 또는 외교부가 문서로 요청을 받은 경우, 재외공관은 관할구역 

내의 자 또는 주소와 관련한 등록 정보 또는 다른 문서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은 이 법 제2조 제1항의 재외국민의 이익, 권리, 의

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화된다.  

 

제9장 미성년자의 귀국 지원 

 

제31조(미성년자 귀국 조치를 위한 요건) 

1. 재외공관은 핀란드로의 미성년자의 귀국을 지원해야 한다. 핀란드에서 

타국으로의 이동이나 타국에서 핀란드로의 이동은 그러한 조치가 의회법

(Act of Parliament) 및 핀란드가 구속 받는 지침 또는 국제 조약의 범위 

밖에 있을 경우, 핀란드 아동보호법(361/1983)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16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재외공관의 관할구역 내 영주하는 경우 다른 

재외공관의 관할구역으로 이동하거나 다른 영사 관할구역으로부터 돌아오

지 않는 경우, 해당 미성년자가 영주하는 지역의 관할 재외공관은 다음의 

조건에 따라 미성년자가 자신의 본거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

다.  

 ① 미성년자의 이동을 요청하는 해당 미성년자 또는 그의 보호자가 핀란

드 시민인 경우 

 ② 미성년자가 본거지로 이동하지 않는 것이 주재국 국내법에 따라 인정

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③ 미성년자의 이동에 관한 조치가 다른 관계당국의 권한에 속하지 않은 

경우 

 

제32조(미성년자의 귀국을 위한 수단) 

1. 재외공관은 필요시, 제31조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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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재외공관은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돌아오고 미성년자의 이동과 관련

하여 우호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보호자 등의 요청에 따라 재외공관은 다음의 목적에서 우선 관할구역 

내 관계당국에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① 미성년자의 이동을 목적으로 소재지 및 상태 조사 

 ② 미성년자의 이동을 요청한 자를 위해 주재국 국내법에 따라 변호인 

또는 다른 법적 조력 

 ③ 주재국 국내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일반적 정보 확보 

4. 재외공관은 관계자간의 접촉을 지원해야 하며, 아동의 이동과 관련한 정

보 및 문서를 관계당국과 이동을 요청한 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5. 재외공관은 아동의 이동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해야 한다. 

 

 

제11장 위기상황시 개인정보의 취급 

 

제36조(개인 정보의 등록 및 사용) 

1. 재외공관은 필요한 경우, 개인의 안전에 관하여 이 법 제4장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재외공

관은 등록에 관해 결정해야 한다. 

2. 재외공관에 의해 등록된 개인 정보는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제37조(개인정보의 관리 및 보존) 

1. 재외공관은 이 법 제4장의 기능 및 다른 관계당국, 법인 또는 자연인, 

기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다른 기관으로부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

요한 정보를 관리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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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의 관리와 관련하여 해당 개인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그러한 동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비합리적인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정보가 등록된 자는 자신과 관련한 정보를 관리하는 것을 저지할 권리

가 있다. 

4. 재외공관이 개인의 안전에 관하여 이 법 제4장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

한 목적으로 개인의 정보 등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관련 정보

는 파기한다. 다만, 외교·행정기관에 관한 문서의 보존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등록된 정보를 보존 또는 분류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정보의 관리에 관한 근거 및 필요는 적어도 매 5

년마다 검토되어야 한다. 

 

제38조(정보의 제공) 

재외공관은 해당 개인의 동의에 따르거나 개인의 핵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

해 필요한 경우, 외국 관계당국에 개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장 기 타 

 

제39조(영사서비스를 위한 수수료 및 다른 비용) 

1. 영사서비스를 위한 수수료는 외교부가 결정해야 한다. 

2.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외교 업무 담당 부처는 치료, 철수, 

송환, 사망자의 매장·화장·유해의 이송, 사법 절차, 변호인 또는 법률 

자문가의 임명, 통역, 문서의 번역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책임을 져서

는 안된다. 

 

제40조(보고 의무) 

재외공관은 아직 해결되지 않거나 사안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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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내지 제9장상의 영사 문제에 대해 외교부에 보고해야 한다. 사안이 

급박하여 즉각적인 보고가 불가능한 경우, 외교부는 필요하고 급박한 조치

가 취해진 후 가급적 빨리 보고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정보의 수락과 제공) 

이 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정보의 수락과 제공에 있어서 외교부와 

재외공관은 비밀보호에 관한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관계당국, 법인 또는 

자연인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이 법에 따른 영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핀란드 또는 외국 관계당국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정

보의 수락과 제공은 개인의 생명, 신체, 물질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 한한다. 

 

제42조(비용의 징수) 

이 법에 따른 재정 지원과 비용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판결이나 

결정 없이 세금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법(Recovery of Taxes and Fees 

by Means of Execution, 367/1961)에 따라 징수되어야 한다. 다만, 상황의 

의무가 있는 자가 파산하거나 상환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상환의 의무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 

 

제43조(소송) 

이 법에 따른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결정에 관해서는 행정소송법

(586/1996)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4조(세부규정) 

이 법의 집행에 관한 상세 규정은 필요시 하위 법령에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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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효력의 발생) 

이 법은 1999년 12월 1일부로 발효한다. 

 

제46조(과도기에 대한 잠정 규정) 

사망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2002년 1월 1일 이전에 재외공관 또는 외교

부에 제기된 사안과 관련, 재외공관 또는 외교부는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에 대한 권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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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정부·국회 통합법안 

※ 2011년 1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작성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재외국민보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외에서 거주·체류 또

는 여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재외공관‛이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사

관·공사관·대표부·총영사관 및 영사관 등을 말한다. 

③ ‚해외위난상황‛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외교부 장관이 판단하는 상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상

황을 포함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해외재난 

2. 전쟁이 발생하였거나 전쟁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긴박한 상황 

3. 내란 또는 폭동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치안유지 기능 등이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4. 대규모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테러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긴박한 상황 

5. 재외국민이 테러단체나 해적 등에 의하여 납치된 상황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

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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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인

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재외국민의 협력) 재외국민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

요한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2조 제3항 제1호의 해외재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

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적용한다. 

 

제6조(재외국민보호의 기본원칙) ① 재외국민보호는 재외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② 재외국민보호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 관련 다자조약 

및 양자조약,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및 해당국가의 법령 등

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 재외국민보호는 해당 재외국민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법률

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재외국민보호위원회) ①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8조에 따른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2. 제9조에 따른 재외국민보호집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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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외국민보호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4.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재외국민 보호대책 

5. 그 밖에 재외국민의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외교부 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

무원 또는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

교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8조(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의 수립) ① 외교부 장관은 재외국민보호기

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확정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재외국민보호 정책의 기본 방향 

2. 재외국민보호 업무의 지역별·성질별 중점 추진방향 

3. 해외안전여행 홍보계획 등 사전적인 보호대책 

4.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5. 재외국민보호 업무활동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6. 그 밖에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재외국민보호집행계획의 수립 등) ① 재외공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도별 재외국민보호집행계획(이하 ‚집

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해당 국가의 환경 변화 등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행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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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외공관의 장은 집행계획을 수립 또는 수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

용을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해외안전정보의 공개 및 재외국민 인적사항 등록) ① 외교부 장

관은 해외 위험지역에 대한 위험수준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외교부 장관은 재외국민이 방문하려는 지역의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국민의 소재파악 등 안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재외공관장의 책무) ① 재외공관의 장은 평상시 재외국민과 연락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재국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정신질환자 및 행려병자의 보호) ①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 

정신질환자 또는 행려병자를 발견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가족 등 연고자의 도움을 받거나 해당국가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 정신질환자 또는 행려병자가 제1항에 따른 

도움 또는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보호·치료 또는 귀국 등 필요한 지원

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신질환자 또는 행려병자의 보호·치료 및 귀국, 가족 등 연고자에 

대한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범죄피해자의 보호) ①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범죄의 피해

를 당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해당 범죄의 내용 및 수사경과 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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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관계기관에 공정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보호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범죄피해자가 해당 국가의 정당한 피해구제와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범죄로 인하여 재외국민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외교부 장관에 보

고하고, 피해자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이를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피해

자가 신속하게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재외국민 실종자에 대한 조치) ①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의 

실종을 인지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외교부 장관에 보고하고, 해당 국가

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종자의 소재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실종사실 및 소재파악을 위한 조치결과를 실종자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사건·사고로 인한 재외국민 사망시 조치) ① 재외공관의 장은 

사건·사고로 재외국민이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외

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사망자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사망자의 사인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국

가의 관계기관에 관련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사건·사고로 인한 재외국민 사망 시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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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환자에 대한 지원) ①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부상을 당하

거나 질병에 걸린 상황에서 재외국민 스스로 또는 연고자나 해당 국가 정

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재외국민의 치

료 또는 국내송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료 또는 국내송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형사절차상 재외국민보호) ①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체포

·구금 또는 기소되거나 복역 중인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관련 국제법과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때에는 

해당 재판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변호사 또는 통역인 관련정

보를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체포·구금 또는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

되어 수감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체포·구금 또는 기소되거나 복역 중인 재외국민의 보호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조치) ① 재외공관의 장은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외교부 장관에게 보

고하고 재외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외교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신속대응팀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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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외공관의 장은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의 소재 및 안전 여부

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파악한 사실을 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

고자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외교부 장관은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한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에 대하여 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

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9조(긴급구조의 요청) ① 재외국민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에 중대

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로서 급박한 때에는 외교부 

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 요청을 받은 외교부 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

은 재외국민의 긴급구조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

체없이 긴급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경비지원 및 상환) ① 외교부 장관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 긴급자금의 지원 등 재외국민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은 재외국민은 이에 소요된 경비를 상환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특별히 보호 또는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상환할 자가 해당 금액을 상환하지 아

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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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해외위난상황시 업무수행자에 대한 보상) 외교부 장관은 공무원

이 아닌 사람이 해외위난상황의 조사 또는 구조업무를 수행 중에 사망(부

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를 입은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에 필요한 비용 및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관계기관의 협조) 외교부 장관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외교부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

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

다. 

 

제24조(벌칙) ① 제18조 제5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외교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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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19대 국회 의안 

 

1. 하태경 의원 대표발의(2012.7.19 발의, 의안번호 756)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해외위난상

황으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구

체적인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재외국민 보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하고 원활한 국외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재외국민‛이란 국외에 거주·체류 또는 여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

민을 말한다. 

②‚재외공관‛이란 외교 및 영사사무를 외국에서 분장하기 위하여 「대

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사관·공사관·대표부·총영

사관 및 영사관을 말한다. 

③‚해외위난상황‛이란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

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의 보호가 요구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되는 상황을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해외재난상황 

2. 전쟁이 발발하였거나 전쟁 발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3. 내란 또는 폭동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치안 유지기능 등이 극도로 마비

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4. 대규모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테러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5. 외국의 정부기관에 의하여 재외국민이 체포되거나 재외국민에 대한 조사

가 개시되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행방불명되어 생명·신체 등의 위해가 발

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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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외위난상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을 제외하고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을 적용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재외국민이 국제조약, 그 밖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재외국민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에 따라 정당한 보호

를 받도록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외교부 장관은 재외국민이 제1항의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못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련 국제법규 및 주재국의 법령에 따라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 장관은 재외국민이 신속하고 책임 있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외국민 보호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협력의무) 국민은 해외에서의 안전을 위하여 스스로 주의

를 기울이는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경비지원 등) ① 외교부 장관은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국민에 대

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에게 지원하는 경비의 금액 및 범위는 해외위

난상황의 경중이나 재외국민의 실제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은 재외국민은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경비지원을 받은 재외국민이 본인의 과실 없이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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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가 특별히 보호 또는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한 경우 

 

제7조(긴급구조의 요청 등) ① 재외국민은 해외위난상황으로 자신 또는 

그 가족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해 또는 중대한 재산상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로서 급박한 경우에 외교부 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재외국민에게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이에 관한 정보

를 알고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외교부 장관 또는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 장관 또는 관할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긴급구조 요청 및 

제2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 재외국민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제8조(재외국민보호위원회) ①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외교부 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교통상부차관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9조에 따른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2. 제10조에 따른 재외국민보호집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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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외국민보호 정책 및 사업에 관한 평가 

4. 그 밖에 재외국민의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외교부 장관은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기본 정책 및 방향 

2. 해외위난상황에 따른 상황별 재외국민 보호 방안 

3.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에 대한 보상 및 지원 방안 

3.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에서의 타국공관이나 근접지 국가와의 협조에 관

한 사항 

4. 해외 각국의 사회정치적 상황, 문화·지리적 여건 등의 홍보를 통한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외교부 장관은 재외국민의 인권침해 실태 및 각종 사고의 유형 등 필

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기본계획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외국민보호집행계획의 수립) ① 재외공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도별 재외국민보호집행계획(이하 ‚집

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 지체없이 그 내용을 외교

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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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해외위난지역에서의 보호·탈출) ① 외교부 장관은 「여권법」에 

따라 여권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특정 국가 및 

지역(이하 ‚해외위난지역‛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한 경우에 해당 지역

의 재외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시급히 마련하여야 하고, 재외국민에게 조치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해외위난지역의 관할 재외공관의 장은 당해 지역 안에 있는 재외국민

으로 하여금 해외위난지역 밖으로 대피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대피명

령을 받은 재외국민은 신속하게 대피하여야 한다. 

③ 해외위난지역의 관할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다. 

 

제12조(해외위난상황의 보고 등) 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체없이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외교부 장관은 즉시 그 상황을 소방방재청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비상대책반의 설치·운영) ① 외교부 장관은 제11조에 따라 해외

위난지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해외위난상황을 보고 

받은 경우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책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교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상대책반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 국가정보원·국방부·경찰청 및 소방방재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임직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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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해외위난상황조사팀 등의 파견) ① 외교부 장관은 해외위난상황

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위

난상황조사팀을 구성하여 해당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외교부 장관은 해외위난상황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해외긴급구조대의 파견을 소방방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팀 또는 해외긴

급구조대의 파견을 외교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5조(재외국민보호담당자의 준수사항) 재외국민 보호업무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련되는 공무원(이하 ‚재외국민보호담당자‛라 한다)은 재외국민 보

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과 국내·주재국 관련 법령의 규정 등을 숙

지하고 필요한 경우에 이를 이행할 것 

2. 해외위난지역의 재외국민과 그 가족의 생사여부를 파악·유지할 것 

3. 해외위난상황에 관한 재외국민의 신고 또는 정보를 접수 또는 인지한 때

에는 지체없이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4.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당해 재외국민을 방문하여 면담하고 필요

한 지원을 할 것 

5.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의 가족 그 밖의 연고자에게 지체없이 관련 

상황을 통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할 것 

 

제16조(범죄 피해자 보호) ① 관할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 범죄사건의 내용 및 수사경과 등을 확인

하고 주재국 사법당국에 공정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보호를 요청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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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교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범죄 피해를 당한 재외국민이 주재국의 

정당한 피해구제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관련 국제법에 따라 주재

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체포·구금 등으로부터의 보호) 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 안

에서 재외국민이 범죄 또는 범죄혐의 등으로 체포·구금 또는 기소되거나 

복역 중인 때에는 관련 국제법과 주재국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주재국 당국에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재외국민이 재판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재판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변호사의 선임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재외국민이 범죄 또는 범죄혐의 등으로 체포·구금 또는 기소

되거나 복역 중인 재외국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

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부상자 등의 보호) 재외공관의 장은 해외위난상황으로 재외국민

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게 된 경우에 치료 또는 국내송환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사망자에 대한 조치) 재외공관의 장은 해외위난상황으로 재외국

민이 사망한 때에는 가족 그 밖의 연고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유해의 

발굴·보전 및 국내송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공정한 보

상 및 배상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해외위난업무 수행자에 대한 보상)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해외위

난상황의 조사 또는 해외위난업무를 수행 중에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

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경우에 외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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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당사자 또는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에 필요한 

비용 및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미성년자에 대한 특별보호) 외교부 장관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

니하는 미성년자가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특별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관계 기관의 협조) 외교부 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해외 위난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외교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제11조 제2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양벌규정) 법인·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로 인하여 

제11조 제2항의 대피명령을 위반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64 

2. 유기준 의원 대표발의(2012.8.7 발의, 의안번호 1091)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재외국민보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외에서 거주·체류 또

는 여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재외공관‛이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사

관·공사관·대표부·총영사관 및 영사관 등을 말한다. 

③ ‚해외위난상황‛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외교부 장관이 판단하는 상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상

황을 포함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해외재난 

2. 전쟁이 발생하였거나 전쟁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긴박한 상황 

3. 내란 또는 폭동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치안유지 기능 등이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4. 대규모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테러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긴박한 상황 

5. 재외국민이 테러단체나 해적 등에 의하여 납치된 상황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

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인

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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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재외국민의 협력) 재외국민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

요한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2조 제3항 제1호의 해외재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

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적용한다. 

 

제6조(재외국민보호의 기본원칙) ① 재외국민보호는 재외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② 재외국민보호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 관련 다자조약 

및 양자조약,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및 해당국가의 법령 등

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 재외국민보호는 해당 재외국민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법률

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재외국민보호위원회) ①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8조에 따른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2. 제9조에 따른 재외국민보호집행계획 

3. 재외국민보호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4.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재외국민 보호대책 

5. 그 밖에 재외국민의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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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외교부 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

무원 또는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

교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8조(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의 수립) ① 외교부 장관은 재외국민보호기

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확정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재외국민보호 정책의 기본 방향 

2. 재외국민보호 업무의 지역별·성질별 중점 추진방향 

3. 해외안전여행 홍보계획 등 사전적인 보호대책 

4.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5. 재외국민보호 업무활동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6. 그 밖에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재외국민보호집행계획의 수립 등) ① 재외공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도별 재외국민보호집행계획(이하 ‚집

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해당 국가의 환경 변화 등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행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집행계획을 수립 또는 수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

용을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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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해외안전정보의 공개 및 재외국민 인적사항 등록) ① 외교부 장

관은 해외 위험지역에 대한 위험수준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외교부 장관은 재외국민이 방문하려는 지역의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국민의 소재파악 등 안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재외공관장의 책무) ① 재외공관의 장은 평상시 재외국민과 연락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재국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정신질환자 및 행려병자의 보호) ①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 

정신질환자 또는 행려병자를 발견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가족 등 연고자 의 도움을 받거나 해당국가 내에서 지원을 받

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 정신질환자 또는 행려병자가 제1항에 따른 

도움 또는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보호·치료 또는 귀국 등 필요한 지원

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신질환자 또는 행려병자의 보호·치료 및 귀국, 가족 등 연고자에 

대한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범죄피해자의 보호) ①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범죄의 피해

를 당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해당 범죄의 내용 및 수사경과 등을 확인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관계기관에 공정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보호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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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외공관의 장은 범죄피해자가 해당 국가의 정당한 피해구제와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범죄로 인하여 재외국민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외교부 장관에 보

고하고, 피해자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이를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피해

자가 신속하게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재외국민 실종자에 대한 조치) ①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의 

실종을 인지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외교부 장관에 보고하고, 해당 국가

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종자의 소재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실종사실 및 소재파악을 위한 조치결과를 실종자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사건·사고로 인한 재외국민 사망 시 조치) ① 재외공관의 장은 

사건·사고로 재외국민이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외

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사망자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사망자의 사인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국

가의 관계기관에 관련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사건·사고로 인한 재외국민 사망 시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환자에 대한 지원) ①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부상을 당하

거나 질병에 걸린 상황에서 재외국민 스스로 또는 연고자나 해당 국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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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재외국민의 치

료 또는 국내송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료 또는 국내송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형사절차상 재외국민 보호) ①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체포

·구금 또는 기소되거나 복역 중인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관련 국제법과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때에는 

해당 재판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변호사 또는 통역인 관련정

보를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체포·구금 또는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

되어 수감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체포·구금 또는 기소되거나 복역 중인 재외국민의 보호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조치) ① 재외공관의 장은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외교부 장관에게 보

고하고 재외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외교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신속대응팀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의 소재 및 안전 여부

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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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파악한 사실을 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

고자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외교부 장관은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한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에 대하여 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

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9조(긴급구조의 요청) ① 재외국민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에 중대

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로서 급박한 때에는 외교부 장

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 요청을 받은 외교부 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

은 재외국민의 긴급구조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긴급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경비지원 및 상환) ① 외교부 장관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 긴급자금의 지원 등 재외국민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은 재외국민은 이에 소요된 경비를 상환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특별히 보호 또는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상환할 자가 해당 금액을 상환하지 아

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1조(해외위난상황시 업무수행자에 대한 보상) 외교부 장관은 공무원

이 아닌 사람이 해외위난상황의 조사 또는 구조업무를 수행 중에 사망(부

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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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입은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에 필요한 비용 및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관계기관의 협조) 외교부 장관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외교부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

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

다. 

 

제24조(벌칙) ① 제18조 제5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외교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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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정훈 의원 대표발의(2012.9.4 발의, 의안번호 1558)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해외위난상

황으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구

체적인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재외국민보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안

전하고 원활한 국외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재외국민‛이란 국외에 거주·체류 또는 여행하고 있는 대한민국국

민을 말한다. 

② ‚재외공관‛이란 외교 또는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사관·공사관·대표부·

총영사관 및 영사관을 말한다. 

③ ‚해외위난상황‛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의 보호가 요구

되는 상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해외재난상황 

2. 전쟁이 발발하였거나 전쟁 발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3. 내란 또는 폭동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치안 유지기능 등이 극도로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4. 대규모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테러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④ ‚각종 사고‛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그 나라의 국가기관에 의하

여 조사가 개시된 경우나 체포된 경우 및 행방불명된 경우 등으로 재외국

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침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로 국가의 

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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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외위난상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적용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재외국민이 국제조약, 그 밖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재외국민 소재국의 법령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재외국민이 제1항의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외교부 장관은 관련 국제법에 따라 주재국에 대하여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 장관은 재외국민이 신속하고 책임 있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외국민보호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의무) 국민은 해외에서의 안전을 위하여 스스로 주의를 기

울이는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국가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경비지원 등) ①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사고 또는 해외위난상황(이하 ‚위난상황‛이라 한다)에 처한 국민

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경비는 해당 재외국민의 경제적 실정 및 위난상

황의 경중을 고려하여 그 범위 및 액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은 재외국민은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경비지원을 받은 재외국민이 본인의 과실 없이 위난상황에 처한 경우 

2. 국가가 특별히 보호 또는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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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긴급구조의 요청 등) ① 재외국민은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자신 또

는 그 가족의 생명 또는 신체의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로서 급박한 때에는 

외교부 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재외국민에게 위난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그에 관한 정보를 알

고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외교부 장관 또는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긴급구조 요청 및 제2항의 위난상황 신고를 받은 외교부 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재외국민보호위원회) ①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외교부 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 

2.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9조에 따른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2. 제10조에 따른 재외국민보호집행계획 

3. 재외국민보호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재외국민의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⑥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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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외교부 장관은 위난상황에 

대비하여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나 지역 혹은 공해 등에서 

타국공관이나 근접지 국가 등과 협조를 위한 계획 및 해외 각국의 문화적, 

사회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법적인 실정 등의 홍보를 통한 예방적인 계획

을 포함한다. 

③ 외교부 장관은 재외국민의 인권침해 실태 및 각종 사고의 유형 등 필

요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기본계획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외국민보호집행계획의 작성) ① 재외공관의 장은 제9조의 기본

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도별 재외국민보호집행계획(이

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외교부 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집행계획을 수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외교

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해외위난지역에서의 보호·탈출) ① 외교부 장관은 「여권법」에 

따라 여권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특정 국가 및 

지역(이하 ‚해외위난지역‛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한 경우 해당 지역의 

재외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리적·재정적 조치를 시

급히 마련하여야 하고, 재외국민에게 조치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해외위난지역의 관할 재외공관장은 해당 지역 안에 있는 재외국민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 밖으로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해외위난지역의 관할 재외공관장은 제2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자

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해외

위난지역 안에 있는 자를 강제대피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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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해외위난상황의 보고 등) 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위난상황이 발생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에 따라 지체없이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외교부 장관은 즉시 그 상황을 소방방재청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비상대책반의 설치·운영) ① 외교부 장관은 제11조에 따른 해외

위난지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또는 제12조에 따른 위난상황을 보고받은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대통령 또는 외교부 장관의 지휘 하에 비상대책반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 장관은 비상대책반의 편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

원·국방부·경찰청 및 소방방재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임직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해외위난상황조사팀 등의 파견) ① 외교부 장관은 위난상황의 조

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팀을 구성

하여 해당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외교부 장관은 위난상황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른 해외긴급구조대의 파견을 소방방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팀 또는 해외긴

급구조대의 파견을 외교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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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영사업무의 기본원칙) 재외국민보호업무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련

되는 공무원(이하 ‚재외국민보호담당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재외국민보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과 국내·주재국 관련 법령의 규정 등을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이행할 것 

2. 해외위난지역의 재외국민과 그 가족의 생사여부를 파악·유지할 것 

3. 재외국민의 위난상황에 관한 신고 또는 정보를 접수 또는 인지한 때에

는 지체없이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4. 위난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재외국민을 방문하여 면담하고 필요

한 지원을 할 것 

5.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의 가족 그 밖의 연고자에게 지체없이 

관련 상황을 통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할 것 

 

제16조(범죄피해자 보호) ① 재외국민이 범죄의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 

관할 재외공관의 장은 해당 범죄사건의 내용 및 수사경과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재국 사법당국에 공정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보호

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해당 범죄 피해자가 주재국의 정당한 피해구제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외교부 장관은 관련 국제법에 따라 주재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범죄자 등의 보호) 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재외국

민이 체포·구금 또는 기소되거나 복역 중인 때에는 관련 국제법과 주재

국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주재국 당국에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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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재외국민이 재판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재판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변호사의 선임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재외국민인 범죄자 및 범죄혐의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환자 등 보호) 재외공관의 장은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재외국민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게 된 경우에는 치료 또는 국내송환 등을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사망자에 대한 조치) 재외공관의 장은 해외위난상황으로 인하여 

재외국민이 사망한 때에는 가족 그 밖의 연고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유해의 발굴·보전 및 국내송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공

정한 보상 및 배상이 이루에 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제20조(해외위난업무수행자에 대한 보상)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해외위

난상황의 조사 또는 해외위난업무를 수행 중에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

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때에는 당사자 또는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에 필요한 비용 및 보상금

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미성년자에 대한 특별보호)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미성년

자가 위난상황에 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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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관계 기관의 협조) 외교부 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해외 위난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

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외교부 장관의 권한은 그 일

부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제11조 제2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양벌규정) 법인·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로 인하여 

제11조 2항의 대피명령을 위반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

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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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성곤 의원 대표발의(2012.9.5 발의, 의안번호 157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재외국민보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 활동을 도

모하여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의무라는 인식하에, 재

외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편익 증진을 기본이념으

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외에 거주·체류 또는 

여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재외공관‛이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사관

·공사관·대표부·총영사관 및 영사관 등을 말한다. 

③ ‚해외위난상황‛이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외교부 장관이 판단하는 상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상

황을 포함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2호의 해외재난 

2. 전쟁이 발생하였거나 전쟁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긴박한 상황 

3. 내란 또는 폭동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치안유지 기능 등이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4. 대규모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테러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긴박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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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외국민이 테러단체나 해적 등에 의하여 납치된 상황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

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인

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재외국민의 협력) 재외국민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

요한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조치

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2조 제3항 제1호의 해외재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

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적용한다. 

 

제2장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기본원칙과 정책심의 기구 

 

제7조(재외국민보호의 기본원칙) ① 재외국민보호는 재외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② 재외국민보호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등 관련 다자조약 및 

양자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및 해당국가의 법령 등을 고려하

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 재외국민보호는 해당 재외국민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루어져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법

률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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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재외국민보호위원회) ①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외국민보호 정책의 전반적 검토 

2. 제8조에 따른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 

3. 제9조에 따른 재외국민보호 집행계획 

4. 재외국민에 대한 긴급자금 등 관련 경비 범위 및 상환 

5. 재외국민과 관련된 중요 사건사고 대응 방안 

6.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재외국민 보호 대책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외교부 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

무원 또는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

교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9조(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① 외교부 장관은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재외국민보호 정책의 기본 방향 

2. 재외국민보호 업무의 지역별·성질별 중점 추진방향 

3. 해외안전여행 홍보계획 등 사전적인 보호대책 

4.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체제 구축 

5. 재외국민보호 업무활동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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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재외국민보호 집행계획의 수립) ① 재외공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도별 재외국민보호 집행계획(이하 ‚집

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해당 국가의 환경 변화 등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행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집행계획을 수립 또는 수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

용을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일반 사건·사고 발생시 재외국민보호 

 

제11조(해외안전정보의 공개 및 재외국민 인적사항 등록) ① 외교부 장

관은 해외위험지역에 대한 위험수준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외교부 장관은 재외국민이 방문하려는 지역의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국민의 소재파악 등 안전유

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재외국민과의 접촉 및 주재국 기관과의 협력) ① 재외공관의 장

은 평상시 재외국민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재국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형사절차상 재외국민보호) ①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체포

·구금 또는 기소되거나 복역 중인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관련 국제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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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없이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형사재판을 받은 때에는 

해당 재판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변호사 또는 통역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체포·구금 또는 기소되거나 복역 중인 재외국민의 보호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범죄피해자의 보호) ①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범죄의 피해

를 당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해당 범죄의 내용 및 수사경과 등을 확인

하고 필요한 경우는 해당 국가의 관계기관에 공정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

제와 보호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범죄피해자가 해당 국가의 정당한 피해구제와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국가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범죄로 인하여 재외국민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외교부 장관에 보

고하고, 피해자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이를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피해

자가 신속하게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사건·사고로 인한 재외국민 사망시 조치) ① 재외공관의 장은 

사건·사고로 재외국민이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외

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사망자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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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외공관의 장은 사망자의 사인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국

가의 관계기관에 관련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사건·사고로 인한 재외국민 사망시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재외국민 실종자에 대한 조치) ①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의 

실종을 인지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국

가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종자의 소재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실종사실 및 소재파악을 위한 조치 결과를 실종자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7조(환자에 대한 지원) ①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부상을 당하거

나 질병에 걸린 상황에서 재외국민 스스로 또는 연고자나 해당 국가 정부

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재외국민의 치료 

또는 국내송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료 또는 국내송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정신질환자 및 행려병자의 보호) ①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 

정신질환자 또는 행려병자를 발견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가족 등 연고자의 도움을 받거나 해당국가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 정신질환자 또는 행려병자가 제1항에 따른 

도움 또는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보호·치료 또는 귀국 등 필요한 지원

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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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신질환자 또는 행려병자의 보호·치료 및 귀국, 가족 등 연고자에 

대한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재외국민보호 

 

제19조(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조치) ① 재외공관의 장은 해외위난상황이 발

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

고, 재외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외교부 장관은 재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신속대응팀 파견 등 필

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

국민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의 소재 및 안전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파악한 사실을 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

자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외교부 장관은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한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에 

대하여 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명

령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20조(긴급구조의 요청) ① 재외국민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에 중대

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로서 급박한 때에는 외교부 장

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 요청을 받은 외교부 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

은 재외국민의 긴급구조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

체없이 긴급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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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경비지원 및 상환) ① 외교부 장관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 긴급자금의 지원 등 재외국민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

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은 재외국민은 이에 소요된 경비를 상환

하여야 한다. 그 밖에 경비 지원 및 상환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22조(해외위난상황시 업무 수행자에 대한 보상) 외교부 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해외위난상황의 조사 또는 구조업무를 수행 중에 사망(부상으

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에 필

요한 비용 및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

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장 재외국민보호 범위 및 재외국민의 의무 

 

제23조(재외국민보호의 범위) ① 재외국민보호는 해당 외국의 영토관할

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재외국민보호는 해당 외국의 제도 및 문화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 재외국민보호는 재외국민 스스로 또는 연고자나 해당 외국 정부의 지

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재외국민보호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사 상황시 정부가 제공하는 보호

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88 

제24조(재외국민의 의무) ① 재외국민은 체류지에 관한 안전정보 등 상

황을 숙지하여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주의를 하여야 하며, 

체류국의 법령과 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상의 등록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재외국민은 범죄피해 사실을 재외공관에 신고하는 경우 성실하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 및 벌칙 

 

제25조(기금 설치) 국가는 이 법률에서 규정한 재외국민보호관련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관계기관의 협조) 외교부 장관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외교부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

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

다. 

 

제28조(과태료) 제19조 제5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관련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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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유철 의원 대표발의(2012.9.13 발의, 의안번호 1791)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재외국민보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외에서 거주·체류 또

는 여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재외공관‛이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사

관·공사관·대표부·총영사관 및 영사관 등을 말한다. 

③ ‚해외위난상황‛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외교부 장관이 판단하는 상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상

황을 포함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해외재난 

2. 전쟁이 발생하였거나 전쟁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긴박한 상황 

3. 내란 또는 폭동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치안유지 기능 등이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4. 대규모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테러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긴박한 상황 

5. 재외국민이 테러단체나 해적 등에 의하여 납치된 상황 

6.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그 나라의 국가기관에 의하여 조사가 개시된 

경우나 체포된 경우 및 행방불명된 경우 등으로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침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로 국가의 보호가 요구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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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

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인

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재외국민의 협력) 재외국민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

요한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2조 제3항 제1호의 해외재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

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적용한다. 

 

제6조(재외국민보호의 기본원칙) ① 재외국민보호는 재외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② 재외국민보호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 관련 다자조약 

및 양자조약,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및 해당국가의 법령 등

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 재외국민보호는 해당 재외국민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법률에

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재외국민보호위원회) ①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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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8조에 따른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2. 제9조에 따른 재외국민보호집행계획 

3 재외국민보호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4.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재외국민 보호대책 

5. 그 밖에 재외국민의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외교부 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

무원 또는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

교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의 수립) ① 외교부 장관은 재외국민보호기

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확정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재외국민보호 정책의 기본 방향 

2. 재외국민보호 업무의 지역별·성질별 중점 추진방향 

3. 해외안전여행 홍보계획 등 사전적인 보호대책 

4.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5. 재외국민보호 업무활동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6. 그 밖에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재외국민보호집행계획의 수립 등) ① 재외공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도별 재외국민보호집행계획(이하 ‚집

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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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외공관의 장은 해당 국가의 환경 변화 등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행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집행계획을 수립 또는 수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

용을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해외안전정보의 공개 및 재외국민 인적사항 등록) ① 외교부 장

관은 해외 위험지역에 대한 위험수준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외교부 장관은 재외국민이 방문하려는 지역의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국민의 소재파악 등 안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재외공관장의 책무) ① 재외공관의 장은 평상시 재외국민과 연락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재국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정신질환자 및 행려병자의 보호) ①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 

정신질환자 또는 행려병자를 발견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가족 등 연고자의 도움을 받거나 해당 국가 내에서 지원을 받

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 정신질환자 또는 행려병자가 제1항에 따른 

도움 또는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보호·치료 또는 귀국 등 필요한 지원

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신질환자 또는 행려병자의 보호·치료 및 귀국, 가족 등 연고자에 

대한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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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범죄피해자 등의 보호) ①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범죄의 

피해를 당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해당 범죄의 내용 및 수사경과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관계 기관에 공정하고 신속한 피

해자 구제와 보호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범죄피해자가 해당 국가의 정당한 피해구제와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범죄로 인하여 재외국민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외교부 장관에 보

고하고, 피해자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이를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피해

자가 신속하게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재외국민이 테러단체나 해적 등에게 피랍을 당하였을 경우 외교부 장

관은 재외국민의 조속한 석방을 위하여 사건당사국의 사건해결 촉구, 우

방국이나 국제기구에 협조요청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재외국민 실종자에 대한 조치) ①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의 

실종을 인지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외교부 장관에 보고하고, 해당 국가

의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실종자의 소재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실종사실 및 소재파악을 위한 조치결과를 실종자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사건·사고로 인한 재외국민 사망시 조치) ① 재외공관의 장은 

사건·사고로 재외국민이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외

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사망자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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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외공관의 장은 사망자의 사인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국

가의 관계 기관에 관련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사건·사고로 인한 재외국민 사망시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환자에 대한 지원) ①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부상을 당하

거나 질병에 걸린 상황에서 재외국민 스스로 또는 연고자나 해당 국가 정

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재외국민의 치

료 또는 국내송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료 또는 국내송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형사절차상 재외국민 보호) ① 주재국의 국가기관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재외국민에 대하여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6

조 제1항 (b)호에서 정한 통보를 받거나 그 재외국민이 다른 경로로 영

사관원과의 면담을 요청한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은 즉시 재외국민을 면

담하거나, 영사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재외국민을 면담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재외국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없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체포 

또는 구금된 재외국민이 요청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

호사 선임 또는 통역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외국민이 주재국의 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형벌의 부과가 가능한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은 주재국 당국에 대하여 재외국

민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야 하며, 해당 재판의 진행상황을 재판 종료시 까지 파악하여야 한다. 재

판을 받게 되거나 재판을 받는 재외국민이 요청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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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선임 또는 통역인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관할 재외공관의 장은 주재국 사법당국의 재판을 통하여 재외국민 범

죄자에게 형이 확정된 경우 수감자에 대한 주재국 행형당국의 인도적이고 

관련 국제법의 기준에 부합한 처우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관할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체포·구금 도는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되어 수감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

다. 

⑤ 그 밖에 체포·구금 또는 기소되거나 복역 중인 재외국민의 보호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조치) ① 재외공관의 장은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외교부 장관에게 보

고하고 재외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외교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신속대응팀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의 소재 및 안전 여부

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파악한 사실을 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

고자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외교부 장관은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한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에 대하여 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

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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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긴급구조의 요청) ① 재외국민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에 중대

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로서 급박한 때에는 외교부 장

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 요청을 받은 외교부 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

은 재외국민의 긴급구조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긴급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경비지원 및 상환) ① 외교부 장관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 긴급자금의 지원 등 재외국민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은 재외국민은 이에 소요된 경비를 상환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특별히 보호 또는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상환할 자가 해당 금액을 상환하지 아

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1조(해외위난상황시 업무수행자에 대한 보상) 외교부 장관은 공무원

이 아닌 사람이 해외위난상황의 조사 또는 구조업무를 수행 중에 사망(부

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를 입은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에 필요한 비용 및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미성년자에 대한 특별보호)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성년자

가 각종 사건과 사고나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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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관계기관의 협조) 외교부 장관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외교부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

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

다. 

 

제25조(벌칙) ① 제18조 제5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외교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98 

부록 7. 입법 제언을 반영한 법안 

 

 

긴급상황 발생시 재외국민보호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에서 긴급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에게 다른 조력 

수단이 없는 경우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

제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체계를 확립하고, 

보호의 범위 및 그 밖의 재외국민보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외에서 거주·체류 또

는 여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재외공관‛이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사

관·공사관·대표부·총영사관 및 영사관 등을 말한다. 

③ ‚해외위난상황‛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외교부 장관이 판단하는 상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상

황을 포함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해외재난 

2. 전쟁이 발생하였거나 전쟁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긴박한 상황 

3. 내란 또는 폭동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치안유지 기능 등이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4. 대규모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테러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긴박한 상황 

5. 재외국민이 테러단체나 해적 등에 의하여 납치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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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재국”이란 재외국민에게 긴급상황이 발생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국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외에서 거주·체류 

또는 여행하는 자이다. 

② 재외국민이 이중국적자인 경우 그에 대한 보호는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가 이중국적자의 다른 국적국인 경우 제한될 수 있다. 

 

제4조(보호의 기본원칙과 한계) 

① 국가는 재외국민이 다른 방법으로 긴급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필

요한 범위 내에서 보호를 제공한다. 

② 국가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 관련 다자조약 및 양자조

약,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를 제공한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국가는 재외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보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③ 국가는 주재국의 국내법을 준수하고, 제도 및 문화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 

④ 국가는 국내에서 발생한 유사 사례의 보호 수준을 초과하여 보호를 제

공하지 않는다. 

⑤ 국가는 국익에 부합하도록 보호를 제공한다. 보호는 영사 인력·예산 

및 권한 범위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제5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국가는 재외국민보호와 관련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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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는 해외안전정보 등 재외국민에게 필요한 일반적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 

④ 국가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6조(재외국민의 책무) 

① 재외국민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대해 일차적 책임을 지고 

주재국 국내법이나 연고자의 지원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재외국민은 국가가 제공하는 안전정보를 숙지하고 해외에서 자신의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재외국민은 국가의 보호의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재외국민은 자신의 신상정보를 재외공관에 등록해야 한다. 

 

제7조(긴급구조의 요청) 

① 재외국민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이 우려되는 경우로서 급박한 때에는 외교부 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

게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 요청을 받은 외교부 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

은 이러한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없이 긴급구

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긴급구조 요청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보호의 거부 및 중단) 국가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재외국민에 대

한 보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보호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보호의 거부 

및 중단으로 인해 재외국민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재외국민이 고의적으로 국가의 보호를 심각하게 방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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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가 국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3. 재외국민이 과거 상습적으로 국가의 보호를 악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재외국민이 과거 고의적으로 경비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재외국민이 『여권법』에 따라 국가가 체류 및 방문을 금지한 국가 또

는 지역을 허가없이 상습적으로 방문한 경우 

 

제9조(재정 지원 및 상환) 

① 국가는 재외국민이 다른 방법으로 긴급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 국가의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재외국민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재외국민은 경비를 국가에 상

환한다. 재외국민이 경비를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는 국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비용을 징수한다.  

③ 국가가 특별히 보호 또는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의 상환 의무로부터 면제되거나 상환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2조 제3항 제1호의 해외재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

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적용한다. 

 

제2장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제11조(재외국민보호위원회) ①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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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8조에 따른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2. 제9조에 따른 재외국민보호집행계획 

3. 재외국민보호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4.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재외국민보호 대책 

5. 그 밖에 재외국민의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외교부 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

무원 또는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

교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12조(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의 수립) ① 외교부 장관은 재외국민보호기

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확정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재외국민보호 정책의 기본 방향 

2. 재외국민보호 업무의 지역별·성질별 중점 추진방향 

3. 해외안전여행 홍보계획 등 사전적인 보호대책 

4.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5. 재외국민보호 업무활동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6. 그 밖에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3 

제13조(재외국민보호집행계획의 수립 등) ① 재외공관의 장은 기본계획

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도별 재외국민보호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해당 국가의 환경 변화 등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행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집행계획을 수립 또는 수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

용을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상황별 보호 범위 

 

제14조(일반적 보호) 

① 재외공관의 장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재외국민이 

등록한 신상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사건의 개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재외국민

을 면담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요청할 경우 주재국 국내법, 행정 및 사

법 절차, 의료기관, 변호인 명단, 통역 서비스, 귀국에 필요한 절차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④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요청할 경우, 국내 가족 등 연고자와의 

연락을 지원하고, 연고자의 현지 방문에 필요한 행정적 협조를 제공한다.  

⑤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재

국 국내법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주재국 관계당국에 사건의 공정하고 조속

한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재외국민 및 연고자의 의사를 주재국에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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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정신질환자 및 행려병자 보호)  

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정신질환자 또는 행려병자가 발견된 

경우 연고자 또는 주재국 관계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를 취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정신질환자 또는 행려병자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보호·치료 또는 귀국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16조(범죄피해자 보호)  

①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범죄의 피해를 당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범죄의 내용 및 수사경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주재국 관계당국에 공

정하고 신속한 구제와 보호를 요청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범죄피해자가 주재국 정부로부터 정당한 구제와 보호

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당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 

 

제17조(실종자 보호)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의 실종을 인지한 경우 

실종자의 소재파악을 위하여 주재국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8조(사망자에 대한 조치)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사망한 

재외국민의 사인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재국 관계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부상자 및 환자 보호)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부상을 당하

거나 질병에 걸린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 긴급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경

우 치료 또는 국내송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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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형사절차에서의 보호)  

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 내의 재외국민이 체포·구금·유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구속된 사실을 주재국 관계당국으로부터 통보받거나 다

른 경로를 통해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재외국민을 접견한다. 재외

공관의 장은 접견시 재외국민의 신상정보 및 혐의 내용을 파악하고, 재외

국민의 요청사항을 접수한다. 이후 접견은 관련 국제법, 주재국 국내법, 

재외국민의 상태, 수감 장소, 관할구역내 수감자 수, 기타 공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요청할 경우, 국내 가족 등 연고자와의 

연락을 지원하고, 연고자가 면회를 희망할 경우 면회에 필요한 절차를 지

원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외국민이 요청할 경우, 재

외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재국 관계당국에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재외국민이 주재국 관계당국으로부터 차별적 대우

를 받거나 인권 침해 사례가 확인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④ 재외공관의 장은 구속된 재외국민의 석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 

가족 등 연고자로부터 송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

다. 연고자로부터의 재정 지원이 어렵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관

의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과 관련한 재판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파

악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판에 참석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형사절차에서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해외위난상황에서의 보호)  

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관할구역 내 재외국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단계별 대책을 수립한다. 



 206 

② 재외공관의 장은 해외위난상황에 대비하여 관할구역 내의 재외국민 명

단을 관리하고 대피 장소를 선정하며 임차가 가능한 교통수단에 대한 정

보를 수집한다.  

③ 외교부 장관은 재외국민에 대한 대피 또는 철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명한다. 명령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피 또는 철수 조치를 시행한다.  

④ 대피 또는 철수 명령을 받은 자는 국가의 보호에 적극 협조한다. 

 

제4장 보 칙 

 

제22조(해외위난상황시 업무수행자에 대한 보상) 외교부 장관은 공무원

이 아닌 사람이 해외위난상황의 조사 또는 구조업무를 수행 중에 사망(부

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를 입은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에 필요한 비용 및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3조(관계기관의 협조) 외교부 장관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외교부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

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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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벌 칙 

 

제25조(벌칙)  

① 제21조에 따른 대피 또는 철수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외교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9310&efYd=20130423#AJ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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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tection of nationals abroad is an issue fo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o be continually struggled by the public. It is also 

one of the matters on which the government and people feel the most 

difficult to resolve their differences. As a growing number of 

Koreans visit abroad, they encounter various contingencies due to 

the ignorance of local laws or customs, or unexpected emergent 

situations such as massive natural disaster and terrorism. If such 

contingencies arise, they have growing expectations on the 

assistance by the Korean missions. However, due to rules of 

international law and local laws, constraint on manpower and budget 

and equity among nationals, the missions cannot be engaged in all the 

contingencies within their consular district. In order to low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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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s between the State and nationals, it is required to decide 

what the government can do and what it cannot do for its nationals 

abroad on an act. 

 Article 2,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says, “It shall be 

the duty of the State to protect citizens residing abroad as 

prescribed by Act.” The act, however, has not yet enacted. The act 

to be enacted should include the limit on consular assistance based 

on the consensus between the State and nationals. The act also 

needs to consider international law and examples of other states. 

 The public international law regards consular assistance as a 

right of state. States can decide whether or not they execute their 

right. The international law does not give the exact scope of consular 

assistance, rather regulates restraints that states shall consider in 

their decision of consular assistance. The restraints include 

respecting international law, local laws and human rights.  

 States regulate relevant rules on the protection of nationals 

abroad by local laws or government guidelines. Only a few countries, 

including Germany, Sweden, Finland, have an act on this issue. As 

having different laws, policies, customs and cultural backgrounds, 

States have different views on what they can do and what they 

cannot do for their nationals abroad.  

 The National Assembly pends five bills on protection of 

nationals abroad. If the bills are passed, it is expected to specify the 

State‟s duty to protect its nationals under the constitution and to 

have the legal basis for the limit on consular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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