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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안국은 대향국․인접국과의 연안 간 거리가 400해리에 미치지 아니

하는 수역에서도 자국의 200해리 EEZ 범위 내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이 인

정하는 EEZ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EEZ 제도의 도입과 함께 연안 간 거리가 400해리가 미치지

못하고 관련국과 해양경계획정이 되지 아니한 수역에서는 연안국 간 권

리 주장 행사의 경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수역을 통상 ‘중첩

수역’이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3항은 최종 해

양경계획정합의에 이를 때까지 잠정약정의 체결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와

최종 경계획정합의 도달을 저해 방해하지 아니할 의무를 연안국에 부여

하고 있다. 동 조항에 규정된 상기 연안국의 의무는 소위 중첩수역의 이

용과 관련한 연안국의 EEZ에서 권리행사의 한계로서 기능한다.

한반도 주변수역은 연안국들 간 해양경계획정이 되지 아니한 중첩수역

으로서 한․중․일 삼국의 한반도 주변수역에 대한 권리행사에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가 제기된다. 본 논문은 EEZ 제도의 도입으로 연안국에 인정

된 권리들 가운데, 어업,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보호 부분에 관한 연안

국들의 권리행사의 규율실태와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우선, 어업 분야의 경우, 이미 한반도 주변수역에는 각종 양자 간 어업

협정들이 체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한․중․일 삼국의 어업에

관한 권리행사가 상당 부분 규율되고 있다. 하지만, 종래 어업협정의 존

재에도 불구하고 일부 규범의 공백 영역도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이러

한 공백 영역에서는 어업자원의 보존 관리를 위한 연안국들 간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공백 영역의 보충을 위해 유엔해양법

협약상 제반 규정 및 기존 어업협정상 협력 규정들에 근거하여 추가적인

잠정약정이나 포괄적 협력체제 구축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해양과학조사 분야의 경우,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현재 실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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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용될 수 있는 잠정약정 기타 협력체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나

마 존재하는 느슨한 형태의 중·일 사전통보제 역시 그다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그로 인하여, 해양과학조사의 일방적 실시

로 인한 갈등 관리가 상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하지만, 해양과학조사

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문제는 해양과학조사의 범주를 둘러싼 논란, 도

서 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 문제와의 결부로 인하여 그 해결이 용이하지

아니한 상황이다. 아울러, 각종 문제들을 감수하고 굳이 포괄적인 협력체

제의 구축을 위하여 무리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연

안국들은 협약 제74조 제3항에서 도출되는 연안국의 권리행사의 한계를

지침으로 삼아 개별적인 해양과학조사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나아

가,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잠정약정의 체결보다 해양과학조사 관련 포럼

의 정례화, 민간 연구기관 상호 간 협력 등을 통해 일방적 해양과학조사

로 인한 갈등을 관리하고 관련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보다 실천

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해양환경보호 분야의 경우, 기존의 각종 환경협력체제들은 선언적 성

격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투기, 선박기인오염의 단속을 위한 연

안국의 관할권 조정·배분이 여전히 문제되는 가운데, 특수문제로서 초국

경 피해방지를 위한 연안국들 간 협력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상기 문

제 해결을 위하여 동북아 지역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포괄적 환경협력체

제 및 각종 포럼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협력의 방향은 상대

적으로 협력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초국경 피해방지를 위한 협력을 출

발점으로 삼아 관할권의 조정·배분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어 : 유엔해양법협약, 배타적 경제수역, 중첩수역, 어업, 해양과학

조사, 해양환경보호, 잠정약정

학 번 : 2002-2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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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의 제기

1996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1)(이하 “유엔해양법협약” 또는

“협약”)에 가입한 한국․중국․일본 삼국은 협약 가입과 함께 각각 200

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이하 “EEZ”)을 선포하

였다. 이에 따라 삼국은 각국의 연안 간 거리가 400해리에 미치지 아니

하는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상호 간 EEZ와 대륙붕의 경계를 획정하여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아울러, 삼국 간 EEZ 또는 대륙붕에 대한

권원 주장이 중복되는 소위 ‘중첩수역’2)에서 해양의 이용과 해양관할권

행사에 관한 갈등 역시 계속되고 있다. 이는 협약 발효 20년을 맞은 현

시점에도 아직 미해결로 남아 있다.

한·중, 한·일은 1996년 이래 그간 각 10여 차례 이상의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국장급 회담을 개최하여 오며 상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하지만, 경계획정합의를 위한 실질적 진전은 그리 많지 않은 상태

이다. 한․일 간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협상은 독도 영유권 문제 및 과거

청산 문제 등을 둘러싼 각종 현안들로 인하여 사실상 답보상태에 있다.

특히, 동해 지역의 해양경계획정은 독도 영유권 문제로 양국 간 풀리지

1) 1982년 12월 10일, 자메이카 몬테고베이에서 서명, 1994년 11월 16일 발효. 영문명은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이며, 조약원문은 외교부 국제법률국, 동북아 해양

법령과 유엔해양법협약집 (일조각, 2013), 1432면 이하;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

mofa.go.kr) – ‘이슈별 자료실’ - ‘조약과 국제법’ - ‘조약정보’ - ‘다자조약’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2014. 10. 5. 확인).

2) 학문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연안국 간 해양경계가 획정(만약 도서영유권 문제가 포함

되어 있다면 그 해결을 포함한다)되지 아니하여 연안국 간 특정 수역의 자원 및 해당 수역의

이용을 위한 각종 관할권에 대한 주장이 경합 중복되는 수역을 일반적으로 ‘중첩수역’, ‘중복수

역’이라고 하며, 넓게는 ‘분쟁수역’ 역시 이러한 수역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용례에 따라 ‘중첩수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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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숙제로 자리하고 있다. 남해 지역(동중국해 지역)에서도 대륙붕 경

계획정 문제를 둘러싸고 한반도 육지영토의 자연연장 주장과 일본의 거

리개념에 토대한 중간선 경계획정 주장이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다.3)

이에 따라 설령 양국 간 해양경계획정협상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쉽사

리 그 결론에 도달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한․중 해양경계획정은 영유권 문제의 개입이 없어 한․일 해양경계획

정에 비하여 비교적 수월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중

양국이 그간 약 14차례 이상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중국의 미온적 태도로 큰 성과가 없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

다.4) 이러한 가운데, 최근 한·중 간 긴밀해진 외교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 정상이 2015년부터 한·중 해양경계획정협상 가동방침을 공동

성명을 통해 확인하였다는 소식은 일견 고무적이다.5) 그러나, 2015년부

3) 위와 같은 입장 차는 1974년 한․일 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concerning Joint Development of the Southern Part of Continental Shelf adjacent to the Two

Countries)(1974년 1월 30일 서울에서 서명, 1978년 6월 22일 발효)(이하 “한·일 남부대륙붕공동

개발협정”)에 따른 소위 ‘한․일 남부대륙붕공동개발구역’(Joint Development Zone)의 운용상황

이나 지난 2012년 12월 한국이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UN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에 제출한 동중국해 방면 대륙붕한계정식정보에 대한 일본의 반응에서 간접

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한국은 동중국해 방면으로 자국의 대륙붕 권원

이 오키나와 해구에까지 이른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일본은 동중국해

지역은 연안 간 거리가 400해리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이 200해리 외측 대륙붕한계정보

제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동중국해에서 양국의 대륙붕경계획정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사료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이 2012년 12월

유엔에 제출한 동중국해 방면 대륙붕한계정보의 요약 서면(Executive Summary) 및 이에 대하

여 일본이 유엔에 제출한 관련 구상서들은 ‘유엔 해양법국’(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이하 “유엔 DOALOS”) 홈페이지<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_

files/submission_kor_65_2012.htm>에 게재 중이다(2014. 10. 4. 확인).

4) 2009년 4월 중국 외교부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육지 및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변계해양사무사’(边界与海洋事务司)(기관·조직의 중국식 단위 명칭인 ‘사(司)’는

한국의 ‘국(局)’에 대응된다)를 신설하였다. 동 조치 이후 중국은 조직 정상화 등의 사유

로 한․중 해양경계획정 추진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2014년 한․중 공동성명 제5조 “… 또한, 2015년에 해양경계획정협상을 가동하기로 한다(双方商

定于2015年启动海域划界谈判).”(원문은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 ‘국가 및

지역정보’ - ‘동북아시아’ - ‘중국’ - ‘최신정보’ - ‘한중 공동성명 및 부속서’(2014. 7. 4.)>에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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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한·중 간 해양경계획정협상이 재개·가동된다고 하더라도 해양경계획

정은 국가 간 관할권을 가르는 첨예한 문제인 만큼 그 과정이 순탄하지

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 한․중 간 서해를 둘러싼 해양관할권 행사 관련 다툼의

양상을 살펴보면, 2013년 4월 한국의 이어도 유인화계획 및 관할해역관

리법안 제정계획 발표에 이어 2013년 10월과 12월의 중국과 한국의 방공

식별구역 확대 발표 및 2014년 1월 한국의 서해해양과학기지 설치계획

논란6) 등을 통하여 양국 간 잠재적 갈등의 양상이 다시금 반복․고조되

고 있는 분위기이다.

아울러 우려스러운 것은 2013년 말 방공식별구역 문제와 더불어 이어

도 해양과학기지7)가 세간의 큰 관심을 받아 가면서 한·중 간 해양관할

권 다툼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어

도 해양과학기지 문제와 관련하여, 한․중 양국은 그간 첨예한 입장 차

를 보여 왔다. 한국은 이어도 주변수역이 한국 연안에 더 가까이 위치하

고 있으므로 한국의 배타적 관할권 하에 속하며,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재(2014. 10. 4. 확인)). 한편, 한․중 정상 간 해양경계획정협상 조속가동 방침을 천명하는 공동

선언은 기존에도 수차례 있었다. 2008년 8월 후진타오 주석 방한시 양국 정상(당시 이명박 대

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은 “한․중 해양경계획정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회담을 가속화”하

기로 공동성명을 통해 합의하였으며, 2012년 1월 ‘한․중 공동언론발표문’, 지난 2013년 6월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도 양국 정상은 해양경계획정협상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동 협상

의 조속추진 방침을 재천명는 취지의 공동선언을 한 바 있다. 참고로, 2013년 6월 미래비전 공

동성명 부속서에서는 “양측은 양국 간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것이 양국 관계의 장기적 및 안정

적 발전과 해양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해양경계획정 과정

을 추진하기 위해, 해양경계획정협상을 조속히 가동하기로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상기 각

공동성명, 공동언론발표문, 미래비전 공동성명의 각 원문은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

mofa.go.kr) - ‘국가 및 지역정보’ - ‘동북아시아’ - ‘중국’ - ‘최신정보’ - ‘한·중 공동성명 국

문’(2008. 8. 28.); ‘한 중 공동언론발표문’(2012. 1. 11.);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2013. 8. 12.)>

에 게재(2014. 10. 4. 확인)).

6) 연합뉴스, “중국관영매체, 한국, 또 해양과학기지 건설 꼼수”, 2014. 1. 5.; 경향신문, “환구시보,

한국의 서해해양과학기지 건설은 꼼수”, 2014. 1. 5.

7) 공식명칭은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이다(<국립해양조사원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홈페이

지(http://ieodo.khoa.go.kr)> 참조(2014. 9. 14. 확인)). 다만, 이하에서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이어도 기지’ 등으로 약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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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운용 역시 정당한 한국측 EEZ에 대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하고 있

다.8) 반면, 중국은 이어도 주변수역이 중국 연안으로부터도 200해리

EEZ 내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동 수역에서 한국의 일방적인 관할권

행사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한․중 해양경

계 미획정 상태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측 200해리 EEZ에도 포함되어

있는 이어도 주변수역에 대한 한국의 일방적 관할권 행사는 현행 국제법

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가.

중첩수역에서의 연안국 간 권리 주장의 경합 문제는 유엔해양법협약

체제 하 관련국의 연안 간 거리가 400해리에 미치지 못하고 해양경계획

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수역에서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9)10) 또한,

8) 외교부 보도자료(PRESS RELEASE), 배포일시: 2006년 9월 15일(금), 제목: 이어도 해양과학기

지에 대한 중국의 문제제기 관련 당국자 논평, “1. 이어도는 지리적으로 우리측에 더 근접하여

있으므로 한·중 양국 간 EEZ 경계획정 이전이라도 명백히 우리의 EEZ 권원 내에 속하는 수역

입니다. 2. 따라서 우리의 EEZ인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운영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

당한 권리행사로서 해양법협약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3. 정부는 중국과의 EEZ 경계획정을 위

해 양국 간 EEZ 경계획정회담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양국은 96년 이후 10차

례에 걸쳐 EEZ 경계획정회담을 실시해 왔습니다.”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 ‘뉴스’ - ‘보도자료’ -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중국의 문제제기 관련 당국자 논평’(2006.

9. 15.)>(2014. 10. 4. 확인).

9) 다음의 경우에도 유사한 권리 주장 경합이 발생할 수 있다. ① 우선, 연안국들의 인접 해양에

위치한 도서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경우이다. 최근 2014년 5월 중국이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 상태에 있는 파라셀 군도 해역(영해 이원 수역)에 석유시추장비를 일방적으로 설치하여

갈등을 빚었던 사례의 경우, 도서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해당 수역에 대한 양국

간 권리 주장이 경합하는 경우의 한 예가 될 수 있다(동 사건의 경과 등은 머니투데이, “981

시추플랫폼 작업과 관련한 베트남의 도발과 중국의 입장”, 2014. 6. 10.; 한국일보, “중국-베트남

갈등 해결 접근”, 2014. 8. 28. 등 참조). ② 또한, 유엔해양법협약은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에

대하여도 자연연장에 근거한 연안국의 권원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자연연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안국에게 기본적으로 200해리 대륙붕을 인정하고 있다(협약 제76조 제1항).

따라서, 대향국 간 명확한 대륙붕의 단절이 있을 경우, 자연연장에 따른 대륙붕의 권원을 주장

하는 연안국과 대륙붕의 단절과 무관하게 거리개념에 입각한 200해리 대륙붕을 주장하는 다른

연안국 사이에도 권리 주장의 경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13년 9월 16일, 니카

라과는 콜롬비아를 상대로 자국의 200해리 이원 대륙붕이 자연연장에 따라 콜롬비아의 200해리

이내까지 연장된다고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에 대륙붕 경계획정을 청구하는 소(사건명:

Question of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between Nicaragua and Colombia

beyond 200 nautical miles from the Nicaraguan Coast (Nicaragua v. Colombia))를 제기한바

있다(ICJ Press Release, “Nicaragua institutes proceedings against Colombia asking th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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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를 막론하고 어업, 자원탐사 개발,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보호 등

EEZ 제도가 연안국에 인정한 주권적 권리 내지 관할권(이하 “권리”로

통칭11)) 행사 전반에 걸쳐 문제가 될 수 있다. A국과 B국이 모두 특정

수역을 자국의 EEZ로 주장하는 상황에서 A국이 동 수역 내 B국의 어로

나 자원탐사 행위를 규제․단속하는 경우, B국은 동 수역에서 A국 당국

이 어떠한 규제․단속 권한도 가지지 못한다고 항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향후 해양경계획정을 대비한 경계획정에 관한 법

리 연구도 중요하지만, 해양경계획정 이전의 중첩수역에서 연안국의 권

리행사의 방법, 한계에 관한 정리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사료된다.

to definitively determine the question of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between

Nicaragua and Colombia in the area beyond 200 nautical miles from the Nicaraguan coast”,

17 September 2013, <http://www.icj-cij.org/docket/files/154/17530.pdf>(2014. 12. 14 확인)). 한

국과 일본 간 동중국해에서의 대륙붕 경계에 관하여도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각주 3 참

조). 한편, 그 사례는 찾기 힘들지만 대향국 양국이 모두 자국 대륙붕의 권원이 200해리 이원에

까지 미친다고 주장하며 각기 다른 대륙붕의 단절을 자국 대륙붕의 한계로 주장하는 경우도 상

정해 볼 수 있다. ③ 이 외에도, 연안국 간 유엔해양법협약에 반하는 과도한 영해기점의 설정

주장 역시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관할권의 중첩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10) 2012년 3월 14일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내려진 방글라데쉬-미얀마 간 벵갈만 해양경계획정사

건의 판결과 2014년 7월 7일 중재재판소에 의하여 내려진 방글라데쉬-인도 간 벵갈만 해양경

계획정사건의 판정에서는 관련국 간 대륙붕에 관한 권리와 상부수역에서의 EEZ에 대한 권리

가 분리되는 수역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소위 ‘회색지대’(grey area)라고 명명된 동 수역은 공

간적으로 대륙붕과 EEZ에 대한 권리 귀속이 중첩되지 않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중첩수역

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륙붕에 대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상부수역의 EEZ에 대

한 일정한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양 재판소는 관련국이 신의성실하게 대륙붕과 상부

수역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 추가협정이나 협력체제의 창설 등의 조치를 통하여 협조

할 것을 판시하였다(Dispute Concerning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Bangladesh and Myanmar in the Bay of Bengal Case (Bangladesh/Myanmar), Judgment,

ITLOS Reports 2012, paras. 475-476; In the Matter of the Bay of Bengal Maritime

Boundary Arbitration (Bangladesh/ India), Award, (The Hague, 7 July 2014), paras.

507-508). 상기 판결문 및 판정문은 각 <국제해양법재판소 홈페이지(http://www.itlos.org)>

및 <PCA 홈페이지(http://www.pca-cpa.org)>에서 열람 가능(2014. 12. 13. 확인)).

11) 유엔해양법협약 제56조 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a)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

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 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과 같은 이 수역의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b) 이 협약의 관련규정에 규

정된 다음 사항에 관한 관할권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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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계획정 문제에 있어서는, 도서 분포, 해안선의 모양, 해양에 대

한 경제적 의존도, 해저지형 등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각 연안국이 조

금이라도 더 넓은 해역을 확보하려고 한다. 따라서, 해양경계획정은 그

최종합의에 이르는 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12) 북해에 있어서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간의 해양경계획정은 1964년부터 1971년까지 8년이 걸

렸다. 아울러,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유일한 해양경계획정사례인 중

국-베트남 통킹만 해양경계획정의 경우에도 1974년에 협상이 개시되어

2000년 협정서명까지 26년이 소요되었다.13) 더욱이 동해와 같이 도서 영

유권 문제가 내재하고 있는 경우라면 경계획정은 더욱 요원할지 모른다.

반면, 소위 중첩수역에서의 해양이용과 그에 대한 주변국과의 갈등관

리는 앞으로 주변국과의 최종 해양경계획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계속적

으로 부딪히게 되는 중요한 일상적 문제이다. 어업 분야에 있어서, 한·중

어업협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둘러싼 한·중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해양과학조사 분야에 있어서도, 지난 2006년 독도

주변수역에서 일본의 수로측량/해양과학조사계획이 한․일 양국 간 외교

적 마찰로까지 비화되었던 사례도 경험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3년 말 방공식별구역 확대 문제와 결부되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문

제가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세간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중

첩수역인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해양의 이용과 관련된 크고 작은 갈등들

은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EEZ에서 연안국이 가지는 권리에는 어떠

한 것들이 있으며, 연안국 간 권리 주장이 중첩되는 경우 그 권리행사의

방법 또는 한계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EEZ 제도의 도입으로 연안국에 부여된 각종 권리들이 한반

도 주변수역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12) 머니투데이, “[박영길 칼럼] ‘해양경계획정’ 언제쯤 가능할까?”, 2014. 6. 24.

13) 양희철 박성욱 정현수, “통킹만 경계획정을 통해본 중국의 해양경계획정정책 및 우리나라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Ocean and Polar Research Vol.29 No.3 (2007), 2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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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주로 어업,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보호 분

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상기 분야들은 해양의 경제적․과학적 이용

및 보호라는 측면에서 연안국들 간 이해관계 조정의 필요성이 상대적으

로 높은 분야들이다. 동시에 잠정약정의 공백으로 인한 어업자원의 관리,

일방적 해양과학조사로 인한 갈등 관리,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관할권 행

사 문제와 같이 해양경계 미획정으로 인한 각종 현안들이 존재하는 영역

이기도 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종적으로 각 분야별 잠정약정의 체

결 등 협력체제의 실현가능성 검토를 통해 상기 분야들에서 제기되는 각

종 현안들에 대한 해결방안 및 최종 해양경계획정 이전 한반도 주변수역

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협력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도 모색해 볼 것이다.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1996년 한국 중국 일본이 유엔해양법협약에 가입한 이후 해양법 분야

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수행되었다. 하지만, 해양경계 미획정의 중첩

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행사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14)

이와 관련하여, 국내 논자들 가운데 김선표의 논문15)이 관련이 있는

유일한 선행 연구성과물로 보인다.

하지만, 위 연구는 전체적으로 중첩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행사 문제

보다 잠정약정의 체결 문제에 주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잠정약정 체

14) 신창훈 박사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2011년부터 2013년 10월 27일까지 발표된 해양법 관련 논문

43편 중 해양경계 미획정 수역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의무관계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찰한 연구물

은 찾아볼 수 없다(신창훈, “해양법 분야 최근 국내 연구동향에 관한 분석 및 평가”, 동서연구

제25권 제4호 (2013), 61-85면). 덧붙이면, 그간 해양경계획정 내지 중첩수역의 이용과 관련된 국

내의 관련 연구들은 주로 한·중, 한·일 간 해양경계획정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판례들에 대한

소개 및 전략, 한․중, 한․일 어업협정에 대한 연구들에 집중되어 있는 느낌이다.

15) Sun Pyo Kim, Maritime Delimitation and Interim Arrangements in North East Asia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4). 동 논문의 발표 이전, 유사한 문제의식을 다룬 연구결과물로, 김선표

홍성걸, 잠정협정의 법적성격과 중간수역 운용문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9)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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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이전의 갈등관리’라는 관점에서 구체적 현안들에 접근하기보다 연안

국들 간 잠정약정 체결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연결고리로서 연안국

의 권리행사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로 인하여, 어업 및 광물자원개발 분

야를 중심으로 동북아 및 기타 지역의 잠정약정들을 개괄적으로 소개하

는 데에 그치고,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연안국들의 권리행사의 규율실태

및 현안들은 비중있게 다루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다 보니, 한반도 주

변수역에 적용되고 있는 각국의 국내법적 규범 체계에 대한 설명도 당연

히 부족하다.

한편, 동 연구성과가 나온 이후, 중첩수역에서의 권리행사 문제와 관련

하여, 2007년 가이아나-수리남 중재사건의 판정 등 중요한 국제판례가

새로 나오기도 하였다. 또한, 2006년 일본의 독도 주변 수로측량/해양과

학조사계획, 2008년 중 일 동중국해 자원공동개발 합의, 2009년 중·일 해

양과학조사 사전통보제 실시 등 한반도 주변수역을 둘러싼 다양한 국가

실행의 축적이 있기도 하였다. 이들에 대한 반영 역시 필요함은 물론이

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최근까지 축적된 국가실행을 바탕으로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각 분야별 잠정약정 기타 협력체제의 구축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추가로 시도할 것이다.

다음으로, 외국 학자들의 연구성과 역시 충분치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Rainer Lagoni는 중첩수역에서 연안국의 의무와 관련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3항의 성안과정과 그 해석에 관하여 비교적 자

세하고 유익한 설명을 제공해 주고 있다.16) 그러나, 그 외 중첩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행사 문제에 본격적인 초점을 맞춘 연구는 찾기 힘들었다.

대부분의 연구물들은 잠정약정의 일반적 사례들을 소개하거나 개별 사례

에서 부분적으로 관련 문제를 다루고 있음17)에 그칠 뿐이다. 더구나, 한

16) Rainer Lagoni, “Interim Measures Pending Maritime Delimitation Agreement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78 No.2 (1984), pp.345-368.

17) 예컨대, 아시아에서 체결된 잠정협정을 정리한 것으로, Robert Beckman, Ian Townsend-Ault,

Clive Schofield, Tara Davenport & Leonardo Bernard (eds.), Beyond Territorial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2013), xviii 이하; 한편, 협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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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 주변수역에서 연안국들 간 권리행사와 관련된 현안들이 비교적 망

라적으로 소개되어 있는 연구성과 역시 찾아 볼 수 없었다.

해양경계 미획정 상태의 중첩수역에서 해양이용과 그에 대한 주변국과

의 갈등관리 문제는 관련국 간 최종 해양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과도적 현상이기는 하다. 하지만, 위 문제는 해양경계획정

이 단기간 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점에서, 해양에 대한 경제적 과학적

이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오늘날 연안국들 간에 지속적으로 발생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더불어, 연안 간 거리가 400해리에 미치지 아

니하는 한 중 일 삼국이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중요한 현안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에 관한 연구성과들, 특히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관련 문제에 대한 연구들은 생각보다 미미한 상

태이다. 이에 현 시점에서 본 논문의 연구과제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찾

을 수 있을 것이다.18)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우선, 중첩수역에서 연안국에 어떠한 권리들이 인정되는지

74조 제3항 여부 위반이 문제된 가이아나-수리남 중재사건을 소개한 논문으로, Stephen

Fietta, “Guyana/Surinam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02 No.1 (2008)

pp.119-128; 국내에서는, 이용희, “이어도 주변수역 자원관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 경희법

학 제44권 제3호 (2009), 19-58면에서 이어도 주변수역에서 연안국들의 활동규범으로서 협약

제74조 제3항 및 제83조 제3항을 소개하고, 동 수역에서의 어업자원 관리 및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18) 2014년 이후 본 논문과 일부 그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이는 연구 움직임들도 있었으

나, 공식 논문으로 발표된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박영길, “이어도 해역에서의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 문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주최 ‘이어도 문제의 재조명’ 세미나 자

료집 (2014. 7. 8.), 35-52면; Hyun Jung Kim, “Response to IUU Fishing in Disputed Areas

in East Asia”,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최 ‘East China Sea: How to Build Confidence and

Promote Cooperation’ 세미나 자료집 (2014. 5. 15.-16.), pp.142-156; 양희철, “중첩수역에서의

연안국 관할권 행사 범위와 한계”, 대한국제법학회 주최 2014년도 국제법학자대회 ‘다극화 세

계에 있어서 국제법의 역할’ 세미나 자료집 (2014. 10. 17.-18.), 131면. 박영길, 김현정의 발표

자료는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PPT) 형식으로 세미나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으며, 양희철의

발표자료는 세미나 자료집에 세부 내용이 별도 수록되어 있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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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기 위하여 EEZ 제도의 성립과 유엔해양법협약으로의 도입 과

정, 동 제도의 도입으로 연안국에 인정되는 권리들을 검토하였다. 그 과

정에서는 주로 유엔해양법협약에 관한 주석서, 논문 등 각종 문헌들을

참고하였다. 이어서, 협약 제74조 제3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연안국의 권리

행사의 방법과 한계 문제와 관련하여, 각종 문헌들을 통해 동 규정의 성

안과정과 해석론을 정리하였다. 특히, 앞서 EEZ 제도의 협약으로의 도입

과 제74조 제3항의 성안과정을 정리함에 있어서는 유엔 홈페이지에 게시

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당시 논의들을 담은 각종 문서들의 도움을 받

았다. 한편, 제73조 제3항의 해석론과 관련하여, 국제사법재판소, 중재재

판소 등에서 내려진 국제판례에 대한 검토 및 사례 분석을 병행하였다.

다음으로,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행사의 실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그 기초로서 한·중·일의 EEZ 제도의 국내적 수용양태 및

현존하는 잠정약정 체제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법령집, 조약집 기타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법령검색 서비스 등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해양

경계 미획정 또는 잠정약정 체제의 미비로 인한 현안들의 확인을 위하여

주로 언론보도나 정부기관의 보도자료, 각종 국가기관에서 제공되는 사

건정보 등의 수집·정리를 병행하였다. 끝으로,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잠

정약정 등 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검토를 위하여 다른 국

가들의 분야별 잠정약정 체결 실태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로 유

엔 홈페이지 등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검색,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각종

간행물 등 문헌조사 작업도 함께 수행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하에서는 EEZ 제도의 도입과정, 동 제도를 통해

연안국에 인정되는 기본적 권리를 살펴본 후, 해양경계 미획정의 과도적

상태에서 연안국들의 권리행사의 한계로서 협약 제74조 제3항상 의무들

의 구체적 내용들을 살펴본다(제2장).

다음으로, 앞 장에서의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한 중 일 삼국에서의

EEZ 제도의 도입과정을 살펴본 후,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EEZ 제도가

각 연안국에 부여하고 있는 분야별 권리행사의 규율양상을 검토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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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해양경계 미획정 또는 잠정약정의 부재로 인한 분야별 현안들과

잠정약정 기타 협력체제의 실현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한 상기 분야별 현

안들의 해결방안 및 효율적인 중첩수역의 이용을 위한 분야별 협력방안

을 모색해 본다. 위 한반도 주변수역의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접근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로 어업,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보호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다(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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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첩수역에서의 연안국의 권리행사

제1절 EEZ 제도와 연안국의 권리

국제법상 EEZ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범위까지의 영해외측 수역

으로 생물, 무생물 등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이 인정되

는 수역19)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은 제5부에서 EEZ에 관하여 별도의 장

을 두고 제55조부터 제75조까지 상세규정을 두고 있다. 협약 제55조는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 밖에 인접20)한 수역으로, 연안국의 권리와 관

할권 및 다른 국가의 권리와 자유가 이 협약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규율

되도록 이 부에서 수립된 특별한 법제도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동시에

제57조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56조 이하에서는 동 수역에서 연안국 등의 권리

와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21)

그러나, 연안국 간 200해리 EEZ가 중첩되는 수역에서 연안국에게 인

정되는 권리의 종류 등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연안국은 해양경계 미획정의 중첩수역에서도 국제법이 부여한

EEZ에서의 일반적인 권리를 그대로 향유하게 된다.

19) 국내에서는 전통적으로 Exclusive Economic ‘zone’을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번역하고 있으

나, 동 개념은 해저의 상부수역과 더불어 해저(sea-bed) 및 하층토(subsoil)까지 포함하는 개념

(협약 제56조)이다.

20) 따라서, 영해 밖에 설정되는 접속수역에서도 협약상 EEZ에 관한 권리·의무관계가 적용된다.

21) 본 논문에서 본격적인 논의대상은 아니나, 대륙붕은 일반적으로 지질학적 의미에서는 해안 저

조선으로부터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수심 200미터 정도까지의 해저를 일컫는다(정인섭, 신국

제법강의(제5판) (박영사, 2014), 647면). 오늘날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제1항은 “연안국의 대

륙붕은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대륙변계의 바깥끝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바

깥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의 해저와

하층토로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협약 제77조 이하에서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 및 기타 국가

들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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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EZ 제도의 성립 과정

가. 해양관할권의 확대 움직임

해양법 발전의 역사는 선박의 자유항행 및 해양이용의 자유를 주장하

는 선진해양국과 자국의 연안 해양관할권을 가능한 한 넓히려는 후진연

안국의 대립과 타협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해양은 영해와 공해로 크게 구분되었으며, 오늘날과 같은

EEZ 개념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H. Grotius가 자유해론

(Mare Liberum)을 주창한 이래22)23) 공해상의 생물자원에 대하여는 누

구라도 개발할 수 있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었다.

다만, 영해의 폭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24)

대체적으로 그 폭은 3해리 안팎으로 인정되어 왔다.25) 하지만, 산업혁명

22) Grotius는 그의 ‘자유해론’(Mare Liberum, 1609)에서 “점유할 수 없는 것은 누구의 소유도 되

지 않는다. 또한, 모든 사람이 충분하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연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도 영구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동물로서는 일광, 공기, 바다 등이 있다. 특히, 바

다는 무한한 것으로 누구의 점유물도 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바다는 항해라는 관점에서 보

거나 어업이라는 관점에서 보아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아니하므로 모든 인간이 자유로이 사

용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개인이나 국가의 소유 또는 점유가 될 수 없다. 이것은 자연의 원

리이며 자연의 법칙이다”라고 주장하였다(Hugo Grotius, The Freedom of the Sea or the

Right Which Belongs to the Dutch to Take Part in the East Indian Trade, Translated by

Ralph van Deman Mogoffin (New York, 1925), pp.4-5).

23) Grotius의 자유해론과 Seldon의 폐쇄해론은 해양의 법적지위에 관한 최초의 공식적 논쟁으로

오늘날에도 연안국의 해양의 이용과 관련한 논리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

한 설명은, 이한기, 국제법강의(신정판) (박영사, 1998), 324면.

24) 영해의 폭은 해양을 영해와 공해로 구분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국가들의 해양의 이

용을 위한 중요한 선결문제가 된다.

25) 18세기 초 네덜란드의 유명한 국제법학자인 Bynkershoek가 ‘영해론’(De Domino Maris

Dissertatio)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밝힌 “국가의 지배는 자신의 포탄이 다다를 수 있는 곳에

서 멈춘다”(terrae potestas finitur, ubi finitur armorum vis)라는 명제(소위 ‘착탄거리

설’(Cannon shot theory))는 연안국의 권리와 그 대상 폭을 결정하는 이론적 지주 역할을 하

였다. 다만, 상기 Bynkershoek의 주장이 영해의 폭이 3해리이어야 한다고 단언한 것은 아니

었으며, 오히려 그 이전에는 Bartolus의 2일 간의 항해거리(약 100해리)설, Baldsus의 1일 항

해거리(약 60해리)설, Sarpi의 연안국의 필요에 따라 영해의 폭을 결정하자는 설 등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였다. 북유럽에서는 Pufendorf가 1672년 해대(海帶) 개념을 주장한 바 있었고,

덴마크는 1745년 자국관할권을 중립목적의 1리그(League: 약 4해리)로 설정하기도 하였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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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국가들의 어업능력 증대 및 해양선진국들

의 공세적 어업에 위협을 느낀 개발도상국의 인접 해양자원 보호의 목적

등에 따라 그 확장의 필요성이 점차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연안국들 간에는 4해리, 6해리, 12해리 영해 등 다양한 주장

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좁은 영해를 통해 해양이익을 확대하고자

하는 해양강대국들과 넓은 영해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 간 타협의 산물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26)는 영해의 폭을

편, 연안국의 3해리 벨트 개념을 최초로 명백히 한 이는 1782년 이탈리아의 Galiani였으며, 영

해 3해리가 공식적 관행으로 확인된 것은 1793년 영불전쟁 당시 미국이 중립을 선언하고 자

국 연안으로부터 3해리까지를 중립수역으로 선언하자 영불 양국이 이를 수락하였던 사례를

들 수 있다(정인섭, 국제법의 이해 (홍문사, 1996), 4-5면).

26)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를 각 회기별로 살펴보면, 우선 제1회기(1973년, 뉴욕)에서는 회의구성

및 조직 구성과 임원을 선임하였으며, 제2회기(1974년, 카라카스)는 분과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제3회기(1975년, 제네바)에서는 비공식단일교섭안(Informal Single Negotiating

Text, “ISNT”)이 작성되었고, 제4회기(1976년, New York)에서는 수정단일교섭안(Revised

Single Negotiating Text, “RSNT”)이 작성되었다. 제5회기에서 제8회기(1976-1979년, 뉴욕)에

서는 비공식통합교섭안(Informal Composite Negotiating Text, “ICNT”)을 작성·수정하였고,

제9회기(1980년, 뉴욕 및 제네바)에서는 비공식협약과 초안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제10회기

(1981년, 뉴욕 및 제네바)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 공식초안이 채택되었고, 제11회기(1982년, 뉴

욕)에서는 최종협약문이 채택되었으며, 동 최종협약문은 1982년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자메

이카에서 서명되었다(John R. Stevenson and Bernard H. Oxman, “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The 1974 Caracas Session”,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69 No.1 (Jan., 1975), pp.1-30; John R. Stevenson and Bernard H.

Oxman, “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The 1975 Geneva

Session”,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69 No.4 (Oct., 1975), pp.763-797;

Bernard H. Oxman, “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The

1976 New York Session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71 No.2 (Apr.,

1977), pp.247-269; Bernard H. Oxman, “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The 1977 New York Session”,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72

No.1 (Jan., 1978), pp.57-83; Bernard H. Oxman, “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The Seventh Session (1978)”,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73 No.1 (Jan., 1979), pp.1-41; Bernard H. Oxman, “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The Eighth Session (1979)”,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74 No.1 (Jan., 1980), pp.1-47; Bernard H. Oxman, “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The Ninth Session (1980)”,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75 No.2 (Apr., 1981), pp.211-256; Bernard H. Oxman,

“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The Tenth Session (1981)”,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76 No.1 (Jan., 1982), pp.1-23; 국회도서관입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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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해리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27)

영해의 폭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개발도상국들은 ‘영해’ 인접수역의

해양자원이 ‘공해자유의 원칙’을 내세운 선진해양국에 의해 선개발·탈취

되는 것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자국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다.28) 그리

고, 타국의 자국 인근 해양이용을 제한하고 자국 인근 해역에 대한 배타

적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개별 국가들의 해양관할권 확대 움직임에 따

라 EEZ 제도가 오늘날 해양법협약 체제에 새로이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EEZ 제도의 기원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1945년 9월 28일 미

국의 트루먼 대통령(Harry S. Truman, 1884-1972)의 ‘대륙붕 하층토 및

해저의 천연자원에 관한 미합중국의 정책선언’(Policy of the United

Sates with Respect to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Subsoil and Sea

Bed of the Continental Shelf, 대통령 선언 제2667호)과 ‘공해 수역에서

의 연안어업에 관한 미합중국의 정책선언’(Policy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Coastal Fisheries in Certain Areas of the High Seas,

대통령 선언 제2668호)이다. 동 선언을 통해 미국은 자국의 해안에 부속

하여 있는 대륙붕의 하층토(subsoil)와 해저(sea bed)에 존재하는 천연자

원이 미국의 관할권과 지배에 속한다(appertaining to the United States,

subject to its jurisdiction and control)는 것을 선언29)함과 동시에 자국

사국, 해양법의 국제적 동향, 입법참고자료 제204호 (1978), 51-198면; 김영구, 한국과 바다의 국

제법(신판) (21세기북스, 2004), 359-361면; 홍성화, “경제수역에 관한 연구: 그 개념의 사적발

달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학술지 인문사회과학편 제21집 (1977), 213면).

27) 유엔해양법협약 제3조 (영해의 폭) “모든 국가는 이 협약에 따라 결정된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 국제사회에서 영해의 폭이

오늘날과 같이 12해리로 정착된 과정에 관하여는 정인섭, supra note 25, 3-8면; 이창위, “해양

관할권의 확대에 대한 해양강대국과 연안국의 대립 –영해제도의 역사와 현대적 의의를 중심

으로-” , 동북아역사논총 제34호 (2011), 331-358면 참조.

28) 김영구, supra note 26, 356면.

29) 핵심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regards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subsoil and sea bed of the continental shelf beneath the high seas

but contiguous to the coasts of the United States as appertaining to the United States,

subject to its jurisdiction and control. In cases where the continental shelf extends to the

shores of another State, or is shared with an adjacent State, the boundary sha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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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에 인접한 공해상에 대한 ‘보존수역’(conservation zones)의 설정 및

어업자원의 보존을 선언30)하였던 것이다.31)

나. 실행의 축적

상기 트루먼 선언 직후 중남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인접

해양에 대한 관할권 선언이 연이어 나타나게 되었다.32) 멕시코는 1945년

10월 29일 ‘대륙붕에 관한 대통령 선언’(Presidential declaration with

determined by the United Sates and the States concerned in accordance with equitable

principles. The character as high seas of the waters above the continental shelf and the

right to their free and unimpeded navigation are in no way thus affected. … "

<http://www.presidency.ucsb.edu/ws/?pid=12332>(2014. 10. 4. 확인). 동 선언에서 대륙붕이

다른 국가의 연안까지 연장되는 경우 경계획정은 형평의 원칙(equitable principles)에 따른다

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으며, 대륙붕 상부수역에서의 항행의 자유는 침해되지 아니한다는 점도

아울러 명시되어 있다.

30) 핵심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In view of the pressing need for conservation and

protection of fishery resources,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regards it as proper

to establish conservation zones in those areas of the high seas contiguous to the coasts of

the United States wherein fishing activities have been or in the future may be developed

and maintained on a substantial scale. … ” <http://www.presidency.ucsb.edu/ws/index.php?p

id=58816>(2014. 10. 4. 확인). 동 선언에서도 보존수역에서의 항행의 자유는 침해되지 아니한

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31) 트루먼 대통령의 상기 2개의 선언 중 전자인 제2667호를 대륙붕 제도의 기원, 후자인 제2668

호를 EEZ 제도의 기원으로 구분하여 소개하는 경우도 있으나(이병조 이중범, 국제법신강(제9

개정 제2보완수정판) (일조각, 2008), 499 515면), EEZ와 대륙붕 제도의 개념 자체가 불분명하

던 당시 어느 한 선언을 특정 제도의 효시라고 구분하여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오늘날 유엔해양법협약상으로도 200해리 이내의 해저(sea-bed) 및 하층토(subsoil) 상의

정착성 어종을 제외한(협약 제68조) 생물자원 및 무생물 등 천연자원에 대한 탐사 개발은

EEZ 제도가 인정하는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의 내용(협약 제56조 제1항 제a호)이기도 하여 양

제도의 대상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존재하게 된다. 예컨대, 미국의 태평양 연안에는 대륙붕

이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의 필수자원을 독점하려는 뜻에서 미국은 200해리 어업수역을 주장하

게 된다(유병화 박노형 박기갑, 국제법II (법문사, 2000), 59면).

32) 각종 선언. 법령들의 원문은 United Nations (ed), Law and Regulations on the Regime of

the High Seas, Vol. Ι (New York : United Nations Publications, 1951), pp.4-47; 법무부, 공

해에 관한 법령집(상) (법무부, 1961), 1-56면 참조. 후자의 법령집은 전자의 Laws And

Regulations on the Regime of the High Seas를 번역한 것으로, 당시 공해, 접속수역을 선포

한 세계 諸국의 법령들의 영문과 국문본을 망라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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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ect to continental shelf)33)을 선포하였고, 파나마 역시 1946년 3월 1

일 자국 영토에 부속하는 대륙붕은 국가에 귀속됨을 헌법상 천명34)하였

다. 아르헨티나 역시 1946년 10월 11일 ‘대륙붕과 상부수역에 미치는 주

권에 관한 명령 제14708호’(Decree No. 14,708, concerning national

sovereignty over epicontinental sea and the Argentine continental

shelf)35)를 선포하였다

이어서 칠레가 1947년 6월 23일 ‘대륙붕에 관한 대통령 선

언’(Presidential Declaration concerning continental shelf)을 선포하였

고,36) 페루 역시 1947년 8월 11일 ‘대륙과 섬의 대륙붕에 관한 대통령 명

령 제781호’(Presidential Decree No.781, concerning submerged

continental or insular shelf)를 통해 ‘대륙붕 상부수역’(epicontinental

sea) 200해리에 대한 권리를 선포하였다.37)38) 코스타리카도 1949년 11월

33) 동 선언에서 대륙붕의 정의와 관련하여, 200미터 등심선(isobath) 규정이 최초로 등장한다. 이

는 추후 1958년 대륙붕에 관한 제네바협약의 대륙붕 개념에 반영된다(동 선언의 상세 내용은

United Nations (ed), ibid., pp.13-14; 법무부, ibid., 18-19면).

34)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29. The following belong to the State and are of public use …

(4) … the submarine continental shelf which appertain to the national territory(United

Nations (ed), ibid., p.15; 법무부, ibid., 21면).

35) 동 명령의 상세 내용은 United Nations (ed), ibid., pp.4-5; 법무부, ibid., 8-10면.

36) 동 선언은 ‘연안과 섬으로부터 200해리까지’ 자국 천연 자원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범위에서

‘연안에 인접한 해양’과 ‘대륙붕’에 대한 ‘국가주권’(national sovereignty)을 선언하였는바, 200

해리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선언으로 EEZ 제도의 실질적 효시로 보는 견해도 있다(Ann L.

Hollick, "The Origin of 200-Mile Offshore Zon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71 No.3 (1977), pp.494-500). 특히, 동 선언은 앞선 미국의 트루먼선언, 멕시코 및 아르헨

티나의 선언을 서두에 원용하며 자국 선언의 정당성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동

선언의 상세 내용은 United Nations (ed), ibid., pp.6-8; 법무부, ibid., 10-12면).

37) United Nations (ed), ibid., pp.16-18; 법무부, ibid., 22-24면; Robert Jennings & Arthur

Watts,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9th ed. Vol.1 (New York : Longman, 1997), p.788.

38) 이러한 일련의 선언들 가운데, 1949년 2월, ‘국제법위원회의 성문화 작업과 관련한 국제법연구

서’(Survey of International Law in Relation to the Work of Cod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에서 영국의 Hersch Lauterpacht는 당시 미국을 비롯한 중남

미 국가들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었던 상기 선언들을 주목하며 해양법의 법전화의 급박한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하였다(UN Doc. A/CN.4/1/Rev.1 (1949) para.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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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륙과 섬의 대륙붕에 관한 명령 제803호’(Decree-Law No.803,

concerning continental and insular shelf)에서 코스타리카의 대륙붕상

200해리는 특별히 보존되는 수역임을 선언(제4조)39)하였다.

이러한 중남미 제국의 움직임과 더불어,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는 영국-노르웨이 간 어업분쟁사건

(F isheries (United Kingdom v. Norway))에서 노르웨이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직선기선(straight baseline)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게 되었다. ICJ

는 1951년 12월 18일자 판결을 통하여 직선기선의 획선에 있어 연안국의

특정 지역에 대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40)하며

인접해양의 자원에 관한 연안국의 이익을 언급하기도 하였다.41)

한편, 위와 같이 중남미 제국을 필두로 한 연안국들의 영해 외곽수역

에 대한 권리주장 확장 추세에 부응하여 한국 정부 역시 1952년 1월 18

일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국무원고시 제14

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42)

또한, 칠레, 페루, 에콰도르는 1952년 8월 19일 ‘남태평양 해양자원 탐

사 보존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산티아고 선언’(Santiago Declaration

on the Maritime Zone)을 채택하였다. 자연 자원의 보존 필요성을 강조

하면서 각국의 연안 200해리 범위 내 수역과 해저에 대한 ‘단독 주권과

관할권’(sole sovereignty and jurisdiction)을 선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

39) 동 선언의 상세 내용은 United Nations (ed), supra note 32, pp.9-10; 법무부, supra note 32, 13-14면.

40) 이 부분 판시는 다음과 같다: “… there is one consideration not to be overlooked, the scope of

which extends beyond purely geographical factors: that of certain economic interests peculiar

to a region, …” (Fisheries (United Kingdom/Norway), Judgment, I.C.J. Reports 1951, p.133).

41) 전순신 교수는 동 판결이 있은지 1개월이 채 못되어 이승만 라인이 선포되었고, 8개월 후에는

산티아고 선언이 있었다고 하면서, 동 판결이 연안국 관할권의 공해로의 확장에 중요한 단서

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전순신 편, 판례연구 국제사법재판소(I) (세종출판사, 1999), 91면).

42) 당시 동 선언의 국제법 합치 여부를 둘러싸고 일본 등 여타 국가들과 사이에 논란이 초래되기

도 하였지만, 동 선언은 오늘날 EEZ 제도의 수립 등 해양법의 발전방향을 예견한 선도적인

국가관행으로 평가되고 있다(정인섭, supra note 21, 638-639면; 정인섭 “1952년 평화선 선언

과 해양법의 발전”, 서울국제법연구원 제13권 제2호 (2006), 1-28면). 관련 내용은 본 논문 제3

장(63-64면)에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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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동 선언은 개별 국가별로 이루어지던 인근 200해리 수역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 확대 경향을 반영한 최초의 국제문서였다.43)

다만, 앞서의 각종 선언들은 천연자원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

대륙붕 자체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것, 그 상부수역까지 권리를 주장

하는 것 등 주장하는 권리의 성격이나 그 대상이 각양각색이었다.44) 이

에 당시 해양관할권의 확대를 선언한 국가들도 오늘날 유엔해양법협약상

EEZ와 대륙붕 제도 간의 명확한 개념적 구분을 토대로 위와 같은 권리

주장을 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다소 간 혼란스러운 국가들의 실행 속에서도 제2차 세계대

전 이후 유엔의 설립과 함께 유엔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를 중심으로 국제법의 성문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58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는 ‘영해 및

접속수역’, ‘공해’, ‘공해 어로와 생물자원의 보존’, ‘대륙붕’에 관한 협약

등 소위 “제네바 4조약”을 성안·채택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Territorial Sea and the Contiguous Zone)에서는 어업수역의 창설에 합의

를 이루지 못하였고, 동 협약 제24조는 접속수역에서 연안국의 배타적

43) 김찬규, “1952년의 산티아고선언에 관한 분석”, 사법행정 제172호(1975년 4호), pp.39-44. 한편,

2014년 1월 27일 최종판결이 내려진 ICJ의 페루-칠레 간 해양경계사건(Maritime Dispute

(Peru v. Chile))에서는 동 선언이 당시 페루와 칠레 간 해양경계에 관한 합의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페루는 양국 간 해양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칠레측에 해양경계획정

을 위한 협상을 요구하였으나 칠레는 이미 해양경계가 존재한다고 하며 페루측의 협상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페루는 2008년 1월 16일 ICJ에 양국 간 해양경계획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다. 6년여 후에 내려진 지난 2014년 1월 27일자 최종판결에서 재판부는 산티아고 선언 자체가

양국 간 해양경계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1952 Santiago Declaration did not establish a lateral

maritime boundary between Chile and Peru along the parallel), 1954년 양국 간 ‘특별해양경

계구역에 관한 협정’(Special Maritime Frontier Zone Agreement) 등 일련의 후속협정 및 국

가실행 등에 비추어 육지경계(Marker No.1)로부터 양국 간 위도선을 따라 태평양 방면으로

80해리에 이르는 지점까지 해양경계에 관한 ‘묵시적 합의’(tacit agreement)가 있다고 판단하였

다(Maritime Dispute (Peru v. Chile), Judgment of 27 January 2014. <http://www.icj-cij.org

/docket/files/137/17930.pdf> (2015. 1. 15. 확인)).

44) 김영구, supra note 26, 4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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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을 부여하지 않았다.45) 아울러, 1958년 ‘공해 어로와 생물자원 보

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Fishing and Conservation of the Living

Resources of the High Seas) 제6조 및 제7조는 연안 인접 수역에서 생

물자원의 보존관리․개발에 관한 연안국의 특별한 권리를 인정하기는 하

였으나, 이 역시 오늘날 EEZ에서 인정되는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를 의

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 와중에, 1960년 3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도 해양법상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영해의 폭에 관한 합의를 이루

지 못하였다.46) 그리고, 중남미 제국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자국의 해양

관할권 확대 주장을 펼쳐나가기 시작하였다.47) 이러한 중남미 제국의 움

직임은 아시아·아프리카 신생 독립국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48)

45) Malcom N. Shaw, International Law, 5th ed.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2003), p.517.

46) 동 회의에서 미국과 캐나다는 영해의 폭 문제와 결부하여 영해를 6해리로 하고 그 이원의 6해

리를 ‘어업전관수역’(fishery zone)으로 정하여 일정 기한부로 과거 어업실적이 있는 나라에 대

하여 어업권을 인정하고 장차 실질적인 영해의 폭을 12해리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

지만, 동 제안 역시 1표 차이로 의결정족수에 이르지 못한 채 채택에 실패하였다(山本草二(박

배근 역), 신판 국제법 (서울: 국제해양법학회, 1999), 396-398면; 정인섭, supra note 25, 7면).

47) 1970년 5월 8일에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파나마, 페루,

우루과이의 남미 9개 국가는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에서 ‘해양법회의’를 개최하고 ‘해양법에

관한 몬테비데오 선언’(Montevideo Declaration of the Law of the Sea)을 채택하였는바, 동

선언에서도 200해리 수역에 대한 연안국의 ‘배타적 주권’을 선언하였다. 또한, 1970년 8월 8일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개최된 중남미 20개국의 ‘라틴아메리카 제국 해양법회의’(Latin

American Meeting on Aspects of the Law of the Sea)에서 채택된 ‘리마 선언’(Lima

Declaration on the Law of the Sea)에서도 해양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배타적 권한 및 해양환

경의 보존 등 해양법에 관한 공동원칙을 천명하였다(UN Doc. A/AC, 138/28 (1970)). 더불어,

1972년 6월 7일, 중남미 국가들은 ‘해양문제에 관한 카리브해 제국 전문가회의’(Specialized

Conference of the Caribbean Countries on Problems of the Sea)를 개최하여 베네수엘라의

아킬라(Aquila) 대사의 초안을 기초로 “연안국은 영해에 인접한 세습수역의 해수·해저 및 그

하층토에 존재하는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는 ‘산토도밍고 선언’을 채택하였는

바, 동 선언에서는 자연자원만을 목적으로 하는 200해리 ‘세습수역’(Patrimonial Sea)을 주장하

였다(UN Doc. A/AC. 138/80 (1972)).

48) 이로 인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은 1971년 6월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된 아프리카통일기구

(Organization for African Union, “OAU”) 회의에서 연안국은 영해기선 외측으로부터 200해

리 내에서 EEZ를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선언을 하였다. 또한, 1972년 6월 17개 아프리카

국가들이 카메룬의 야운데(Yaoundė)에서 개최된 ‘해양법에 관한 아프리카 제국 지역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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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협약으로의 도입

상기 여러 선언들에서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영해 인접 수역을 EEZ라

는 개념으로 정리하여 처음으로 다루게 된 것은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개

최된 1971년 제12차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기구(Asian-African

Legal Consultative Organization, 이하 “AALCO”) 회의로 알려져 있

다.49) 이어서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개최된 1972년 제13차 AALCO 회

의에서 케냐의 니옌가(Njenga)가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레포트를 제출

하면서 이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50) 이후 니옌가는 심해

저위원회51)에 공식적으로 EEZ에 관한 조약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나’(African States Regional Seminar on the Law of the Sea)에서 영해를 넘어 영해 외측에

‘경제수역’(economic zone)의 설치를 지지하는 권고안을 채택하기도 하였다(UN Doc. A/AC.

738/79 (1972)). 이 회의에서 채택된 권고사항을 기초로 조약안의 형식으로 발전시켜 1972년

케냐안이 심해저위원회에 제출되었다(이병조·이중범, supra note 31, 501면).

49) 1971년 1월 18일-27일 개최. 동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AALCO, Report of the 12th Session

Held in Colombo 1971.

50) 1972년 1월 18일-25일 개최. 동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AALCO. Report of the 13th Session

Held in Lagos 1972.

51) 1967년 몰타의 주유엔대사 파르도(A. Pardo)는 유엔총회에서 해저자원의 평화적인 공동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제의를 하였고, 이에 힘입어 1968년 유엔 총회에서는 해양법 전담 특별위원회,

소위 ‘심해저위원회’(Sea-bed Committee)의 설치를 결정하게 되었다(공식명칭은 ‘Ad Hoc

Committee to Study the Peaceful Uses of the Sea-Bed and the Ocean Floor beyond the

Limits of National Jurisdiction’(1967) 및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the Sea-Bed

and the Ocean Floor beyond the Limits of National Jurisdiction’(1968)이며, 관련 문건은 UN

Doc. A/RES/2340 (1967) 및 UN Doc. A/RES/2467 (1967) 참조). 1970년 동 위원회는 2번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이해가 대립되어 일정한 법원칙을 작성하려는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고, 다만 동 년 12월 17일에 유엔총회는 ‘국가관할권 범위 이원의 해저

및 수역과 그 하층토를 규율하는 원칙 선언’(Declaration of Principles Governing the Sea-bed

and the Ocean Floor, and the Subsoil Thereof, beyond the Limits of National Jurisdiction)을

채택하였다(UN Doc. A/RES/2749 (1970)).

한편, 1971년에는 심해저위원회 산하에 3개의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해양법협약의 성안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제1소위원회는 심해저 제도에 관한 조약안 작성, 제2소

위원회는 영해의 폭, 국제해협, 접속수역, 대륙붕, 공해어업 등의 전반에 관한 조약안 준비, 그

리고 제3소위원회는 해양오염, 해양의 과학적 조사 등에 관한 조약안 준비를 각각 분담하였다.

한편, 6년에 걸친 회의 끝에 동 위원회는 그 동안 각국의 제안을 종합하여 조약안의 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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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 제도의 도입이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의제로 본격적으로 올라가

게 된 것이다.52)

이후, 상기 회의에서 선진해양국과 내륙국 및 지리적 불리국들의 반대

에도 불구하고, 연안 200해리에 이르는 영해를 고집하는 일부 연안국들

의 주장에 대한 절충안으로53) EEZ는 점차 일반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지

게 되었다. 특히, 1977년이 되어 공해적 성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 등

선진해양국(“공해설”)과 국가 관할수역을 고집하는 개발도상국(“영해설”)

간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그 자체로 특별한”(sui generis) 법제도54)

위한 심의를 계속하였으나, 각국 간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으로 모든 활동을 1973년 8월 24

일 종료하게 되었다. 대신 유엔총회는 1973년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를 개최할 것을 결의하였

다(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 supra note 26, 51-52면). 요컨대, 유엔에서의 EEZ 제도 도입을 위

한 논의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1973년 8월 폐막할 때까지 심해저위원회

(Sea-bed Committee)의 작업과정이고, 두 번째는 그 이후 1974년 6월 8일 카라카스 회의를

위시한 제11회기를 포함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의 논의가 그것이다.

52) 홍성화, supra note 26, 213면.

53)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중 EEZ의 법적지위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중심

으로 200해리까지 ‘영해’의 확장을 주장한 국가들이 있었다. 이들은 200해리 EEZ 제도의 창설

을 논의함에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수역이 영해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수역이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소위 “영해설”). 대표적으로 페루는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4회기(1976년)에 경제수역

은 공해의 일부가 아니라는 명시적인 규정의 삽입을 제안하였다(R. Platződer (ed),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 Documents, Vol.Ⅳ (Dobbs Ferry, NY,

Oceana Publications, 1982), p.289). 이에 반하여, EEZ가 공해수역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해양강국들에 의하여 연안국의 인접해양에 대한 관할권 확대의 추세를 저지하

고, ‘좁은 영해와 넓은 공해’를 원칙으로 하는 전통국제법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주장들이었

다(소위 “공해설”). 특히, 이러한 주장은 내륙국 및 지리적 불리국(Land locked and

Geographically disadvantaged State : “LL/GDS”)에 의하여 크게 지지를 받았다. LL/GDS 국

가들은 “경제수역은 단지 바다의 일부”라고만 언급하였으며, 최종초안의 설명에는 “이러한 자

신들의 제안은 제안된 경제수역의 공해적 지위에 관한 입장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언급되어

있다(관련 소개는 Jorge Castafieda, “Negotiations o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t 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Essays in honour of Judge

Lachs (1984) pp.605-623 참조).

54) Churchill과 Lowe는 EEZ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해양법협약 제55

조와 제86조를 보면 EEZ가 공해의 잔여적인 성격(a residual high seas)을 가지는 것이 아님

이 명백하다. 동일하게, EEZ는 잔존된 영해의 성격(a residual territorial sea)을 갖는 것도 아

니다. … 오히려, EEZ는 영해와 공해 사이에 위치한 그 자체로 특별한(sui generis) 성격으로

구별된 기능적 수역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Robin R. Churchill & Alan V. Lowe, The Law

of the Sea, 3rd ed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9), pp.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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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오늘날의 EEZ 제도의 도입에 극적인 타협을 보게 되었다.

2. EEZ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유엔해양법협약 제56조는 ‘EEZ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관할권, 의무’라

는 제하 다음을 열거하고 있다:

(a)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

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 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과 같은 동 수역의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

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s)55)

(b) 이 협약의 관련 규정에 규정된 다음 사항에 관한 관할권(jurisdiction)56)

55) 연안국은 EEZ에서 협약상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나라의 권리를 적절히 고려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협약 제56조 제2항), EEZ에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란 타국의 적법한

해양이용권의 허용을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Robert Jennings &

Arthur Watts, supra note 37, p.803). 연혁적으로는 196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

에 의한 자국 본토 및 인근 해안에서 자원의 선개발에 대한 우려 등으로 천연자원에 대한 영

구적 주권(permanent sovereignty) 선언을 유엔 차원에서 채택하였다(유엔총회결의 제1803호,

1962. 12. 14.). 그리고 상기 결의에서 표출된 천연자원에 대한 개도국들의 영구적 권리 의식이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를 통해 EEZ 제도에 투영된 것으로 일응 평가된다(김영구, supra note

26, 378면).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2회기(1974년)에 아프리카연합(OAU)은 “배타적 어업수역

을 포함한 EEZ의 개념”이라는 제안을 통해 EEZ에서의 연안국의 권리의 법적 성격은 ‘영구적

주권’(permanent sovereignty)이라는 주장을 펼칠 바 있다(UN Doc. A/CONF.62/63 (1974).

declaration C. UNCLOS III Off Rec. 63, 64(OAU)). 하지만, 상기 주장은 국가들 간 논의과정

에서 점차 ‘우선적 권리’(preferential right),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 그리고 ‘배타적 관

할권’(exclusive jurisdiction)이라는 주장들로 대체되었으며, 종국적으로 ‘주권적 권리’라는 용어

로 최종결정되었다. 다만, EEZ 제도의 성립과정상 연안국의 ‘배타적 어업권’의 확대가 연안국

주장의 요점이었으며, 상기 ‘주권적 권리’의 개념은 동 수역의 어족자원에 대한 ‘우선적 권리’,

‘배타적 권리’의 개념을 뛰어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주권적 권리’는 완전한 주권의 행

사보다는 제약되나, ‘우선적’, ‘배타적’ 권리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연안국에 주어진 유엔해양법

협약상의 ‘모든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E. D. Brown,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Vol. I (Aldershot: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Limited, 1994), p.220).

56) 일반적으로 관할권이란 모든 종류의 사법적 행위와 그 권원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Bryan A. Garner (ed), Black's Law Dictionary, 8th ed. (USA: West Thomson business,

2004), p.867). 다만, 유엔해양법협약에서의 ‘관할권’은 일반국제법과 구체적 조약 등에서 적법

하게 인정되는 타국의 법익에 대한 합리적인 제약을 전제로 한, 연안국의 일반적인 배타적 권

리를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연안국은 EEZ 내에서 일정한 범위의 활동을 적법하게 통할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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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

(ⅱ) 해양과학조사

(ⅲ)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이에 따라, EEZ 제도가 연안국에 부여하는 권리는 그 내용과 성질에

따라 크게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57) 이하에서

는 이에 관하여 좀 더 상세히 살펴본다.

가. 주권적 권리

(1) 생물 무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오늘날 EEZ 제도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연혁적으로 연안국들의 어업

권 확대 주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협약 제56조 가운데 생물자원

에 관한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주권적 권리는 EEZ 제도의 도

입으로 연안국에 인정된 가장 핵심적 권리라고 할 것이다.

생물자원의 보존 이용과 관련하여 협약은 제61조부터 제68조에 걸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제61조에서는 연안국이 자국의 EEZ에서

생물자원의 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TAC”)을 결정하고(제61

조 제1항), 최대지속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물자원의 보존 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관련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도록 하

하는 권리를 가지는바, 이는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연안국에 수임된 기능이며, 연안

국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전속적이며 배타적인 권한을 갖는다(김영구, supra note 26, 380면).

한편, ‘주권’(sovereignty)을 영역에 대한 영유권 또는 처분권을 의미하는 ‘dominium’과 영역

내 사람 또는 물건 등에 대한 최고 배타적인 통치권을 의미하는 ‘imperium’의 측면으로 이해

할 때, EEZ에서 인정되는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와 ‘관할권’(jurisdiction)은

‘imperium’의 영역에 속하는 권리라고 할 것이다.

57) 연안국은 이와 같은 권리들 이 외에 협약 제58조에 따라 제87조(공해의 자유)에 규정된 제3국

의 항행 상공비행의 자유, 해저전선 관선부설의 자유 및 선박 항공기 해저전선 관선의 운용 등

의 적법한 해양이용의 자유를 수인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각국은 제58조 제4항에 따라 연안

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하게 고려하고, 협약 제5부상의 EEZ의 규정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

협약의 규정과 그 밖의 국제법 규칙에 따라 연안국이 채택한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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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제61조 제2 3항). 그리고, 제62조는 생물자원의 최적이용

(optimum utilization)을 위하여 연안국이 EEZ의 생물자원에 관한 자국

의 어획능력(capacity to harvest, “CTH”)을 결정하고, 전체 허용어획량

(TAC)을 어획할 능력이 없는 경우 허용어획잉여량(surplus of the

allowable catch, “SAC”)에 대하여 타국의 입어를 허용하도록 한다(제62

조 제1 2항). 아울러, 입어가 허용된 수역에서 어로행위를 하는 타국민에

게는 연안국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제62조 제4항), 연안

국으로 하여금 자국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승선, 검색, 나포 및 사법절차

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73조 제1항). 그

외, 제63조 이하에서 경계왕래성어족, 고도회유성어족, 해양포유동물, 소

하성어족, 강하성어종에 대한 어종 어족별 보존 이용에 관한 규정을 별

도로 두고 있다(제63조 내지 제68조).58)

한편, 앞서 생물자원 이외에 EEZ에서의 무생물자원에 대하여도 협약

제56조는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주권적 권리를 연안국에 인정

하고 있다. 다만, 앞서 생물자원의 보존 관리에 관하여 협약 제61조부터

제68조까지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과 달리 무생물자원에 대하

여는 협약상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59)

(2) 에너지 생산 등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협약 제56조는 “해수 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과 같은 동

58) ‘해저 및 그 하층토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의 경우, EEZ에 관한 제56조 제1항 및

대륙붕에 관한 제77조 제1항에 공통으로 규정되어 있어 EEZ에서의 권리로서 뿐만 아니라 대

륙붕에 관한 권리로서도 함께 보호되고 있다. 협약 제77조 제4항은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탐

사 개발을 위한 주권적 권리의 대상이 되는 천연자원을 “해저와 하층토의 광물, 그 밖의 무생

물자원 및 정착성어종에 속하는 생물체”로 한정하고 있다. 한편, 협약 제68조는 EEZ에 관한

규정은 정착성 어종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어, 대륙붕과 EEZ가 공간적으로 겹치

는 해저와 하층토에서도 정착성 어종에 대하여는 EEZ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59) 이 때문에 ‘보존 및 관리’(conserving and managing)는 규정형식상으로는 생물 무생물자원에

모두 적용되지만, 실제로는 생물자원에 적용되도록 의도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Churchill &

Lowe, supra note 54, 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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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의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연안국에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 규정은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할

해양이용 방법 중 가장 전형적인 파력, 조력, 풍력 발전 등에 의한 에너

지 생산에 관한 사항을 대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동 규정

은 앞으로 등장할 해양개발과 관련된 인간 활동 내용들을 포괄하는 것으

로, 향후 동 권리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그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고 할 것이다.60)

나. 관 할 권

(1)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

협약 제56조 제1항 제b호는 연안국이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

와 사용’에 대하여 ‘이 협약의 관련 규정’에 규정된 관할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된 ‘관련 규정’은 협약 제60조를 가리킨다.

협약 제60조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이

라는 제하,61) 제1항에서 연안국은 인공섬, 제56조에 규정된 목적과 그 밖

의 경제적 목적을 위한 시설과 구조물, 동 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행사

를 방해할 수 있는 시설 구조물 등을 건설하고, 이에 관한 건설 운용 및

사용을 허가 규제할 배타적 권리(exclusive right)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이러한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에 대하여 관세 재정

위생 안전 및 출입국관리 법령에 관한 관할권을 포함한 배타적 관할권

(exclusive jurisdiction)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연안국은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과 관련된 권리 행사에 있어 일

정한 의무도 부담하게 된다. 연안국은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인공

섬, 시설 및 구조물을 적절히 공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실체가 존재한다

60) Churchill & Lowe, ibid., p.167.

61) 대륙붕상의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에 관한 제80조 역시 제6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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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을 알리는 영구적 수단을 유지하여야 하며, 더 이상 사용되지 않

는 시설·구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제60조 제3항). 아울러, 안전보장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항행에 필수적인 항로대를 피하여 인공섬

등 주위에 500미터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안전수역’(safety zone)을 설

치할 수 있다(제60조 제4 5 7항).

(2) 해양과학조사

협약 제56조는 연안국에게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하여 동 협약의 관련

규정에 규정된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서, 동 협약의 ‘관련 규정’

은 대체로 협약 제13부를 의미하나, 해양과학조사에 관하여는 이 외에도

협약 제87조(공해의 자유), 제123조(폐쇄해 반폐쇄해 연안국간 협력), 제

15부(분쟁의 해결) 제297조 제2항 등에서도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협약 제13부 제246조 제1항은 “연안국은 그 관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 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해

양과학조사를 규제, 허가 및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협약은 기본적으로 EEZ와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는

연안국의 동의를 얻어 수행하도록 하되(제2항), “오로지 평화적인 목적을

위하여, 또한 모든 인류에 유익한 해양환경에 대한 과학지식을 증진시키

기 위하여 수행”하는 해양과학조사에 대하여는 연안국에게 동의를 부여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3항). 하지만, 그 외 일부 해양과학조사에 대

하여는 동의를 거부할 재량권을 연안국에 부여하고 있다(제5항).

(3)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협약 제56조는 연안국에게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과 관련하여 이 협

약의 관련 규정에 규정된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서 동 협약의

‘관련 규정’은 동 협약 제12부를 의미한다. 이 부에서는 투기에 의한 오

염(제210조, pollution by dumping), 선박에 의한 오염(제211조,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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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vessels) 등과 관련하여 자국의 EEZ에서 연안국이 관련 법률을 제

정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3. 소 결

1945년 트루먼선언으로 대변되는 연안국의 해양관할권 확대 움직임은

중남미·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유사 실행의 축적으로 이어졌고,

이는 결국 유엔해양법협약상 EEZ 제도의 도입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 자체로 특별한”(sui generis) 법제도인 EEZ 제도의 도입으로 연안

국들은, 자국 연안 200해리 내에서 생물 비생물자원의 탐사·개발·보존과

관리에 관한 주권적 권리, 해수 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생산과 같

은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인공

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

전에 관한 관할권 등을 향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안국들의 권리들은 비록 해양경계획정이 되지 아니한 중첩수

역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제2절 중첩수역에서의 연안국의 권리행사

1. 협약 제74조 제3항

가. 개 관

협약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EEZ에서 연안국의 권리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리고, 제74조 제1항에서는 인접국간 EEZ의 경계

획정은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in order to achieve an equitable

solution)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취지를 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협약은 관련국 간 해양경계 미획정 상태에서 연안

국의 일반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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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EEZ 제도의 도입으로 연안 간 거리가 400해리에 미치지

못하고 해양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수역에서는 연안국들 간에 일

종의 권리주장·행사의 경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실제적

으로 관련국 간 해양의 이용에 관한 분쟁의 단초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비록 중첩수역에서의 이해관계 조정에 관하여 협약이

직접적인 규율을 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협약 제74조 제3항62)은 최종경

계획정 이전에 연안국들의 의무로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제1항에 규정된 합의에 이르는 동안, 관련국은 이해와 상호협력의 정신으

로 실질적인 잠정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며, 과도적인

기간 동안 최종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약정은 최종적인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63)

이처럼 협약은 연안국에게 상호 최종 경계획정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① 실질적인 잠정약정의 체결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 ② 최종합의에 이

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

울러, 동 의무들은 일응 중첩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행사의 한계로 작용

하게 된다. 이에 이하에서는 동 규정의 성안과정과 동 규정에 따라 연안

국에 부여된 의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나. 성안 과정64)

62) 대륙붕에 관하여는, 제83조 제3항에서 제74조 제3항과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하의 내용들

은 대륙붕에 관한 협약 제83조 제3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중첩수역에서 연안

국의 해양의 이용은 통상 EEZ와 대륙붕에 대한 이용 전반에 걸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대

부분의 경우에는 제74조 제3항과 제83조 제3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이하에서

는 편의상 제74조 제3항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63) 원문은 다음과 같다: “Pending agreement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1, the States

concerned, in a spirit of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shall make every effort to enter

into provisional arrangements of a practical nature and, during this transitional period, not

to jeopardize or hamper the reaching of the final agreement. Such agreements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final delimitation.”

64) 동 규정의 구체적인 성안 과정에 관하여는, Rainer Lagoni, supra note 16, pp.349-354; David

Anderson & Youri van Logchem, “Rights and obligations in areas of overlapping mari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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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기간 동안 해양경계획정 이전의 잠정적인 권리

행사 문제는 1974년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2차 회기시 제2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동 문제는 경계획정원칙의 원칙으로 ‘등거리

선 원칙’(또는 ‘중간선 원칙’ : equidistance/median line principle)과 ‘형평

의 원칙’(equitable principle)의 대립상황65)과 맞물려 논의가 전개되었다.

claims”, in S. Jayakumar, Tommy Koh & Robert Beckman (eds.), The South China Sea

Disputes and Law of the Sea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2013), pp.198-205 등 참조.

65) EEZ는 1982년 유엔해양법체제에 새로이 도입된 제도로서 유엔해양법회의 기간 동안 연안국

간 EEZ 경계획정 문제는 기존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함께 논의되었다.

대륙붕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기존 1958년 대륙붕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6조는 소위 ‘등거리선

및 특별한 사정’ 원칙(equidistance/special circumstances rule)에 입각하여 있었으나, 1969년

ICJ의 북해대륙붕사건에서 동 원칙의 적용을 거부하고 소위 ‘형평 및 관련 사정’ 원칙

(equitable principles-relevant circumstances rule)에 따라 경계획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판시하

였다(“delimitation is to be affected by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equitable principles,

and taking account of all the relevant circumstances.” (North Sea Continental Shelf

(Federal Republic of Germany/Denmark; Federal Republic of Germany/Netherlands),

Judgment, I.C.J. Reports 1969, para. 101)). 한편,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은 영해의 경계획정에

관한 제15조에서 ‘등거리선 및 특별한 사정’ 원칙을 채택하였으나, EEZ 및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제74조 제1항 및 제83조 제1항은 ‘형평한 해결’에 도달해야 한다(to achieve an equitable

solution)는 목적만을 규정하게 되었다. 동 협약의 성안 이후, 1985년 ICJ의 리비아-몰타 간 대

륙붕경계획정 사건에서 (ⅰ) 잠정 등거리선(provisional equidistance line)의 설정, (ⅱ) 관련

사정(relevant circumstances)을 고려한 잠정 등거리선의 조정을 통한 소위 2단계 접근법을 채

택(Continental Shelf (Libyan Arab Jamahiriya/Malta), Judgment, I.C.J. Reports 1985, paras.

61-69)한 이래, 위 2단계 접근법은 후속된 일련의 해양경계획정 사건에서도 그대로 채택되었

다(Greenland and Jan Mayen (Denmark v. Norway), Judgment, I.C.J. Reports 1993;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Qatar v.

Bahrain), Judgment, I.C.J. Reports 2001;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Cameroon v. Nigeria: Equatorial Guinea intervening), Judgment, I.C.J.

Reports 2002). 나아가, 이후 2009년 ICJ의 루마니아-우크라이나 간 흑해대륙붕사건에서 (ⅰ)

잠정등거리선의 설정, (ⅱ) 관련 사정들을 고려한 잠정등거리선의 조정, (ⅲ) 비례성 검토

(proportionality analysis)의 소위 3단계 접근법을 해양경계획정의 방법으로 채택(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 (Romania v. Ukraine), Judgment, I.C.J. Reports 2009, paras.

116, 120, 122, 149, 168, 187, 212)한 이래, 위 3단계 접근법은 현재 국제재판소에서의 해양경계

획정 방법론으로 통용되고 있다(Dispute Concerning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Bangladesh and Myanmar in the Bay of Bengal Case (Bangladesh/Myanmar),

Judgment, ITLOS Reports 2012, paras. 229-233;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Nicaragua v. Colombia), Judgment, I.C.J. Reports 2012, paras. 191-193; Maritime Dispute

(Peru v. Chile), Judgment, I.C.J. Reports 2014, paras. 184-194); 소위 등거리선 원칙과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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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제안을 한 네덜란드는 경계획정 이전에는 중간선을 넘어 경계

선을 설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할 것을 주장66)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안은 소위 ‘형평의 원칙’에 따른 경계획정을 주장

하는 국가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예컨대, 경계획정의 원칙으로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는 아일랜드의 경우, ‘중간선’에 대한 언급 없이

다른 나라가 신의칙에 따라 주장하는 경계선 내의 수역에서 개발이나 탐

사활동을 금지하자는 취지의 안을 개진하였다.67)

이에 1975년 제3차 회기시 채택된 비공식단일교섭안(ISNT) 제61조 제

1항은 경계획정의 원칙으로서 ‘형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제3항에서

경계획정 이전에는 중간선까지 권리를 행사할 것을 규정하였다.68) 그리

의 원칙을 둘러싼 해양경계획정 사건에 있어 국제재판소의 사법실행 및 한 중 일의 관련 입장

등에 관하여는, Keun-Gwan Lee, “Toward an Equitable Resolution of Maritime Delimitation

Disputes in East Asa: A Critical Perspective”, 國際法外交雜誌 第130卷 第1号 (2004),

pp.53-83(특히, 동 논문은 해양경계획정 사건에 있어 ICJ가 ex aequo et bono에 따른 결정과

형평의 원칙(equitable principle)에 따른 결정을 구분하고, 잠정등거리선의 획선을 토대로 한

단계적 접근법을 채택하는 등 일련의 규범지향적 접근 경향(rule-oriented tendency)을 보이고

있음에도 해양경계획정 사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한 중 일 3국은 여전히 ICJ에 의하여

형성된 규범적 틀 밖에서 해양경계획정 문제의 해결을 추구할 여지(room for manoeuvre)를

가지고 있음을 추가로 지적하고 있다); 그 외, 백진현, 해양경계획정원칙의 변천과 한반도 주

변수역의 경계문제, 해양정책연구 제6권 제1호 (1991), 23-44면; Kibeom Lee, “The Demise of

Equitable Principles and the Rise of Relevant Circumstances i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Thesis for the Degree of Ph. D. (The University of Edinburgh: 2012),

pp.16-41 등 참조.

66) Netherlands: draft article on delimitation between States with opposite or adjacent coasts:

“… 2. Pending such agreement, neither of the States is entitled to establish its marine

boundaries beyond the line, every point of which is equidistant from the nearest points on

the baselines from which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 of each State is measured.”(UN

Doc. A/Conf.62/C.2/L.14 (1974)).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당시 각종 문건들은 <유엔 홈페이지

(http://legal.un.org/diplomaticconferences/lawofthesea-1982/lawofthesea-1982.html)>에서 검색

가능(2014. 10. 5. 확인).

67) Ireland: Draft article on delimitation of areas of continental shelf between neighboring

States: “… 3. Pending an agreement for which provision is made in the preceding

paragraphs, no State is entitled to carry on exploration or exploitation activities in any

areas which are claimed bona fide by any other State except with the express consent of

that State, provided such a claim is not in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laid down in this

article.”(UN Doc. A/Conf.62/C.2/L.43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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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어진 1976년 제4차 회기에서 채택된 수정단일교섭안(RSNT) 제62

조 제1항은 경계획정의 원칙으로서 ‘형평의 원칙’을 규정하고, 적절한 경

우에는 중간선을 적용하되, 제3항에서는 경계획정 이전 잠정약정을 체결

하도록 규정하였다.69) 이러한 수정단일교섭안(RSNT)의 규정은 1977년

비공식통합교섭안(ICNT)70) 및 1979년 비공식통합교섭안(ICNT) 제1수정

안71)에서도 그대도 유지되었다.

이처럼 경계획정의 원칙으로서 ‘중간선 원칙’을 지지하던 국가들은 경

계획정 이전의 잠정적인 권리행사의 한계로도 ‘중간선 원칙’을 주장하였

다. 하지만, 경계획정의 원칙으로서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던 국가들은

중간선에 대한 언급이 없이 “잠정약정(provisional arrangements)”만을

언급하기를 희망하였다. ‘형평의 원칙’을 지지하는 국가들은 경계획정 이

전의 잠정조치로서 중간선을 이용하게 되면 사실상 잠정조치인 중간선이

경계획정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우려하였던 것이다.72)

경계획정 이전의 잠정조치에 관한 두 그룹 간의 입장 차이는 1978년도

해양경계획정 문제협의를 위해 구성된 Negotiation Group 7 (NG7)에서

68) UN Doc.A/CONF.62/WP.8/Pt.II (1975); 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 supra note 26, 254면.

1. The delimitation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between adjacent or opposite States

shall be effected by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equitable principles, employing, where

appropriate, the median or equidistance line, and taking account of all the relevant

circumstances. … (2항 생략)

3. Pending agreement, no State is entitled to extend its exclusive economic zone beyond the

median line or the equidistance line. … (4, 5, 6항 생략).

69) UN Doc.A/CONF.62/WP.8/Rev.1/Pt.II (1976); 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 ibid., 335-336면.

1. The delimitation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between adjacent or opposite States

shall be effected by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equitable principles, employing, where

appropriate, the median or equidistant line, and taking account of all the relevant

circumstances. … (2항 생략)

3. Pending agreement or settlement, the States concerned shall make provisional

arrangements, taking into account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4, 5항 생략).

70) UN Doc.A/CONF.62/WP.10 (1977).

71) UN Doc.A/CONF.62/WP.10/Rev.1 (1979).

72) Rainer Lagoni, supra note 16, p.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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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주요 이슈가 되었다. 당시 중간선을 지지하는 20개 국가그룹은 다시

한 번 중간선 이원 해역에서의 권리행사를 자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을 제안73)하였으나,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는 30개 국가그룹은 기존

수정단일교섭안(RSNT) 규정의 유지를 주장하였다74).

한편, 이러한 입장 차이 속에서 모로코는 아래의 안을 제시하였고75),

1978년 가을 제7차 속개회의에서 NG 7의 의장인 매너(E. J. Manner, 핀

란드)는 모로코의 제안이 타협안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피력하였다:76)

Pending the conclusion of an agreement or settlement, the States

concerned shall abstain from any measure which could prejudice a final

solution or in any way, aggravate their conflict, and shall endeavor to

reach mutually acceptable, provisional arrangement, regarding the

activities in the ‘bona fide’ disputed area.

그리고, 1979년 뉴욕 제8차 속개회의에서는 상기 모로코의 안에 대한

일부 수정의견이 제시되었다. 즉, 모로코 안의 말미에 “이러한 과도기에

최종적인 경계획정에 이르는 것을 위험하게 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한다”

는 규정을 삽입하는 안이 인도 이라크 모로코에 의하여 공동제안되었다:

Pending agreement or settlement, the States concerned shall, in a spirit

of cooperation, freely enter into provisional arrangements. Accordingly,

73) Conf. Doc. NG7/2 (1978), “Pending agreement or settlement in conformity with paragraph 1

and 2, the parties in the dispute shall refrain from exercising jurisdiction beyond the

median or equidistance line unless they agree in alternative interim measures of mutual

restraint.” 상기 안은 바하마, 바베이도즈, 캐나다, 콜롬비아, 사이프러스, 예멘, 덴마크, 잠비아,

그리스, 가이아나, 이탈리아, 일본, 쿠웨이트, 몰타,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아랍에미레이트,

영국, 유고슬라비아에 의하여 지지되었다.

74) Conf. Doc. NG7/10 (1978). 알제리,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베냉, 브룬디, 콩고, 프랑스, 이라

크, 아일랜드, 아이보리코스트, 케냐, 라이베리아,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몰디브, 말리, 모리셔

스, 모로코, 니카라과,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폴란드, 루마니아, 세네갈, 시리아, 소말리아, 수

리남, 터키, 베네수엘라, 베트남이 그 지지국가들이다.

75) Conf. Doc. NG7/3 (1978).

76) Conf. Doc. NG7/23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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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shall refrain from activities or measures which may aggravate the

situation or jeopardize the interests of either State, during the transitory

period. Such arrangements, whether of mutual restraint or mutual

accommodation,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final solution on

delimitation.

결국, 상기 인도·이라크·모로코안은 약간의 문구 수정을 거친 후 현재

의 제74조 제3항과 같은 형태로 1980년 비공식통합교섭안(ICNT) 2차 수

정안77)에 포함되었다. 이어서 해양법협약 초안 및 최종 협약에도 그대로

채택되었다.

2. 협약 제74조 제3항상 연안국의 의무

가. 잠정약정 체결을 위한 노력 의무

우선, 제74조 제3항에 따른 잠정약정 체결을 위한 노력 의무는 최종

경계획정합의에 걸리는 기간이 경험적으로 장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종 경계획정합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중첩수역을 이용하기 위한 잠정

제도(interim regimes)와 실질적인 조치(practical measures)의 마련을 촉

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통상 설명된다.78)

즉, 중첩수역에서의 경제적 개발활동이 경계획정에 관한 최종합의에

이르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동 수역에서의 경제적 개발이 중단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에

따라 체결되는 잠정약정은 협약 전문에 언급되어 있는 ‘해양자원의 형평

77) UN Doc.A/CONF.62/WP.10/Rev.2 (1980).

78) Satya N. Nandan & Shabtai Rosenn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A Commentary. Vol.Ⅱ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3), p.815; In the Matter of

an Arbitration Between Guyana and Suriname (Guyana/Suriname), Award of the Arbitral

Tribunal (The Hague, 17 September 2007), para. 460: 동 사건의 판정문은 <PCA 홈페이지

(http://www.pca-cpa.org)> 또는 <유엔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데이터베이

스(http://www. un.org/law/riaa)>에서 열람 가능(2014. 9. 1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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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효과적인 이용’(the equitable and efficient utilization of the

resources of the seas and oceans)이라는 목적에 일치한다.79)

연혁적으로 동 의무는 소위 일반국제법상의 교섭의무(pactum de

negotiando)80)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해양법 분야에서 동 의무는

1958년 제네바 협약 체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으나, 1969년 북해대륙붕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의 판결에서 유사한 내용이 최초로

언급되었다.81) 동 판결에서 ICJ는 소위 덴마크, 네덜란드가 대륙붕경계획

79) Thomas A. Mensah, "Joint Development Zones as an Alternative Dispute Settlement

Approach i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in Rainer Lagonie & Daniel Vignes (eds),

Maritime Delimitati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6), p.150.

80) Vasco Becker-Weinberg 교수는 “유엔해양법협약은 pactum de contrahendo(조약체결 의무)를

창설한 것은 아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기간 동안 국가들이 신의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pactum de negotiando(교섭 의무)를 예정”한 것이라고 설명한다(Vasco Becker-Weinberg,

“Joint development arrangements in Northeast Asia and the Gulf of Tonkin”, in Robert

Beckman, Ian Townsend-Ault, Clive Schofield, Tara Davenport & Leonardo Bernard (eds.),

supra note 17, p.244). pactum de negotiando와 pactum de contrahendo는 양자 모두 법적구

속력이 있는 일종의 절차적 의무로서 해당 의무의 위반 여부는 궁극적으로 신의성실(good

faith)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pactum de negotiando, 즉 교섭의무(obligation to negotiate)

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Martin A. Rogoff, “The Obligation to Negotiate in International

Law: Rules and Realities”,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6 (1994),

pp.141-185 참조). 한편, pactum de negotiando 내지 pactum de contrahendo 위반 문제가 한

국 외교사에 문제되었던 사례로, 과거 일본의 한국과의 어업협정 체결 거부 사태를 들 수 있

다. 과거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대일평화조약) 제9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한국

과 자국의 공해상 자유어렵권을 제한하는 조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교섭 자

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이러한 일본의 어업협정 교섭 거부가 pactum de

contrahendo 위반임을 주장하며, 1952년 평화선 선포를 일본측의 동 의무 위반에 대한 일종의

가보전조치로 그 합법성을 주장하였다고 한다(정일영, 한국외교와 국제법 (나남, 2011),

388-389면).

81) 비록 해양법 분야는 아니나, 동 의무는 이미 이전에도 국제재판소의 판례, 판정 등에서 언급되

어 왔다. ICJ의 전신인 상설국제사법재판소(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이하

“PCIJ”)는 1931년 10월 15일자로 내려진 리투아니아-폴란드 간 철도운송 사건에 대한 권고적

의견에서 “교섭의무는 단지 교섭을 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관점에서

가능한 교섭의 노력을 다해야 함을 의미하지만, 교섭의무가 최종합의에 도달할 의무를 포함하

는 것은 아니(다)”(… is not only to enter into negotiations, but also to pursue them as far

as possible, with a view to concluding agreements … But an obligation to negotiate does

not imply an obligation to reach an agreement)(Railway Traffic between Lithuania and

Poland (Lithuania v. Poland), Advisory Opinion, Series A/B No. 42 (1931), pp.42, 108, 116)

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PCIJ 시절의 판결, 결정 등은 <ICJ 홈페이지(www.icj-cij.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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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방식으로 주장하던 등거리 방식(equidistance method)을 배척하면서

대륙붕 경계획정을 위한 법칙의 첫째로 합의를 위한 교섭 노력 의무(an

obligation to enter into negotiations with a view to arriving at an

agreement)82)가 있음을 설시하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동 의무는 모든

국제관계의 기초가 되는 원칙(a principle underlying all international

relations)83)이자 유엔헌장 제33조에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단지 교섭의 개시(enter into

negotiations) 뿐만 아니라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가능한 교섭을 다해야

함(to pursue them as far as possible with a view to concluding

agreements)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덴마크와 네덜란

드는 상기 합의를 위한 노력의무를 충분히 하지 않았으므로 본 판결을

기초로 새로운 교섭을 실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84)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란(http://www.icj-cij.org/pcij/index.php?p1=9)>에서

검색 가능(2015. 1. 15. 확인)), 1972년 1월 26일 독일의 외채에 관한 중재사건에서도 중재재판

부는 이와 유사한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German External Debts Arbitration 사건:

Claims arising out of decisions of the Mixed Graeco-German Arbitral Tribunal set up

under Article in Part X of the Treaty of Versailles (Greece v.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ward, 19. R.I.A.A. (1972), p.27. 국제중재판정들은 <유엔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데이터베이스(http://www.un.org/law/riaa)>에서 검색 가능

(2015. 1. 15. 확인)). 또한, 프랑스가 스페인으로 유입되는 Carol강의 수원인 Lanoux 호수의

수로를 변경시켜 수력발전에 이용하고자 하는 데 대하여 스페인의 반대로 중재재판부가 구성

된 Lanoux 호 중재사건의 1957년 11월 16일자 판정에서도 동 의무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다. 동 사건에서 중재재판부는 상류국은 하류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일정한 활동이 다른 국가에 환경적 영향을 미칠 경우 국가

간 평등의 원칙에 따라 관련 정보를 영향을 받는 국가에게 제공하고 동 문제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서로 교섭하고 협정체결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조성하

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없이 논의를 중단하는 행위,

협의를 비정상적으로 지연시키는 행위, 이미 합의된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 반대 제안이나 상

대방 이익에 대한 고의적 무시 등은 상기 의무의 위반이 된다고 보았다(Affaire du lac

Lanoux (Espagne/France), Award, 12 R.I.A.A. (1957), p.281 이하).

82) North Sea Continental Shelf (Federal Republic of Germany/Denmark; Federal Republic of

Germany/Netherlands), Judgment, I.C.J. Reports 1969, para. 85.

83) Ibid., para. 86.

84) Ibid., para.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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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ICJ는 1973년 영국-아이슬란드 간 어업관할권(F isheries

Jurisdiction) 사건에서 교섭의무에 관한 판시를 하였다. 동 사건에서

ICJ는 연안국의 우선적 어업권(preferential rights of a coastal State)과

다른 국가의 확립된 어업권(the established rights of the other fishing

States)은 양자 상호 간 다른 국가의 권리를 고려하여야 하는 관계에 있

다고 하며85), 동 사안에서 분쟁의 가장 적합한 해결방법은 교섭이라고

판시(the most appropriate method for the solution of the dispute is

clearly that of negotiations)86)하였다. 그리고, 우선적 어업권의 개념 자

체가 교섭을 전제로 한 것으로(It is implicit in the concept of

preferential rights that negotiations are required in order to define or

delimit the extent of those rights)87) 형평한 어업권의 조정을 위하여

당해 어장에 대한 당사국 각각의 권리의 성격 그 자체에서 교섭의무가

발생한다(The obligation to negotiate thus flows from the very nature

of the respective rights of the Parties)88)고 판시하며, 당사국들에게 교

섭명령판결을 내렸다.89)

다음으로, 동 의무에서 “모든 노력을 다한다”(shall make every effort)

는 것은 잠정약정 체결의 권고나 장려가 아니라 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90) 실제 협약상 “이해 및 상호협력의 정신으로”(in a spirit of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라는 문구가 삽입된 것은 당사국으로

하여금 잠정약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임함에 있어 상호 간 양보의 정신

85) Fisheries Jurisdiction (United Kingdom/ Iceland), Judgment, I.C.J. Reports 1973, para.71.

86) Ibid., para. 73.

87) Ibid., para. 74.

88) Ibid., para. 75.

89) 북해대륙붕 사건에서 ICJ는 교섭의무가 대륙붕 경계획정이라는 법제도에 내재하는 의무라는 점

을 확인했으나,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더욱 일반적인 법원칙에서 직접 동 의무를 도출하지

는 않았다. 하지만, 어업관할권 사건은 북해대륙붕사건에서 더 나아가 특정 국가의 권리가 타국

의 권리와의 관계에서 제한되어야 할 경우, 관련국 간 개별 권리에 관한 분쟁에는 교섭의무가

일반적으로 내재함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Martin A. Rogoff, supra note 80, pp.157-160).

90) Rainer Lagoni, supra note 16, 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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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접근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는 곧 당사국

에게 ‘성실하게’(in good faith) 교섭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이

해된다.91) 이와 같은 접근이 가능했던 것은 잠정약정의 본질이 일시적이

고 또한 최종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다는 데 있기 때문인 것

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교섭국이 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교

섭을 지연시키거나, 당초 주장을 전혀 변경하려 하지 않는 경우 성실교

섭 의무의 위반이 될 수 있다.92)93)

이와 관련하여, 북해대륙붕사건에서 재판부는 성실교섭의무가 합의에

도달할 의무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94) 하지만, 쌍방이 입장

변경가능성을 숙고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교섭이 의미가 있도록 행위할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95)

또한, 양국 간 중첩수역에서 일국의 일방행위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2007년 가이아나-수리남 중재사건에서 재판부는 (i) 계획된 활동에 대한

공식적 통보, (ii) 계획된 활동 착수에 있어서의 협력 모색, (iii) 활동 결

과의 공유 및 상대국에 대한 관찰기회 부여, (ⅳ) 탐사활동으로 발생한

재정적 이익의 공유 제의 등을 잠정약정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에

상응하는 조치로 열거한 바 있다.96)

한편, 잠정약정이 ‘실질적’(practical)이라는 것은 실제 문제(actual

91) 이에 따라 실질적인 잠정약정 체결을 위한 노력 의무의 내용으로서는 ‘교섭개시의무’(obligation

to enter into negotiation)와 ‘성실교섭의무’(obligation to negotiate in good faith)의 2개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이용희, supra note 17, 25면).

92) 특히, 관련 교섭에 있어 극단적인 주장을 하지 않는 것 역시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기도 하는

바, 일방이 법적 근거가 없거나 합리적인 비례성(proportionality)을 결여한 주장을 한다면 상

대방은 그것이 유엔해양법협약 제300조상 또는 일반 국제법상 권리의 남용이라고 반박할 여지

도 있다(김선표 홍성걸, supra note 15, 14면).

93) 이 외 교섭의무 위반의 판단 및 효과 등에 관하여 Martin A. Rogoff, supra note 80,

pp.171-175 참조.

94) North Sea Continental Shelf, supra note 82, para. 87.

95) Ibid., para. 85.

96) In the Matter of an Arbitration Between Guyana and Suriname, supra note 78, para. 477.

‘3. 관련 판례의 분석, 다. 가이아나-수리남 중재사건’ 부분(본 논문 45-49면)에서 상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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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practical solution)을 제공하기 위한 협

정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곧 경계획정 문제 자체나 관련된 영토

문제를 다루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 즉 최종적인 경계획정에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97)

끝으로, 협약 제74조 제3항의 목적과 대상에 비추어 볼 때, 잠정조치의

수립을 위한 교섭대상 수역은 관련 국가가 서로 상반되는 견해를 가진

수역이 될 것이다.98) 이러한 견해는 선언 등 공식적으로 표명되거나 타

방국가에 대한 항의 또는 자국민에 대한 어업허가나 외국회사에 대한 개

발권 부여 등을 통해 묵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의무는

일정한 수역에 대한 주장이 중복되는 경우 발생함이 보통이나, 적용될

경계획정의 불분명하거나 또는 경계획정의 전제조건으로 영토분쟁의 해

결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99)

나. 최종합의 저해금지 의무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3항에 따르면, 최종해양경계 미획정 상태에

서 연안국은, 최종적인 경계획정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

해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동 의무는 해양을 이용함에 있어서 국가 간의 평화와 우호를 증진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유엔해양법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이해된다.100) 다시 말해, 국가들은 최종 경계획

정 문제에 대하여 현상(status quo)을 유지 존중할 의무를 부담하며, 동

현상유지의 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한 측면으로 이해된다.101)102)

97) Rainer Lagoni, supra note 16, p.358.

98) 항상 관계국이 주장하는 중첩수역의 범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닌바, 중첩수역의 범위

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에는 중첩수역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도 또 하나의 교섭 대상이 된다고

한다(김선표 홍성걸, supra note 15, 14면).

99) 김선표 홍성걸, ibid., 14-15면.

100) In the Matter of an Arbitration Between Guyana and Suriname, supra note 78, para. 465.

101) Bin Cheng, General Principles of Law as Applied by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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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 의무를 이해함에 있어 역시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동

의무가 중첩수역에서 모든 활동의 배제를 의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다. 즉, 최종 경계획정합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해양경계 미획정

수역 내지 중첩수역에서 일정한 해양이용 활동은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

야 한다는 것이다.103)

이처럼, 국제평화를 위한 현상(status quo) 유지와 관련국의 해양이용

의 자유 사이의 긴장 관계로 인하여 중첩수역에서 특정국의 일방행위가

동 의무의 위반 여부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덴

마크와 스웨덴 사이에 Kattegatt 대륙붕에 대한 경계획정 교섭이 1979년

중단된 후, 스웨덴 정부는 분쟁수역에서 어떠한 자원개발도 실시되어서

는 아니될 것이라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그러나, 덴마크 정부는 1983년

이를 무시하고 자국의 한 업체에 시추작업 허가를 내어주어 스웨덴 정부

로부터 외교적 항의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다만, 이러한 항의 속에서도

덴마크 회사의 시추작업은 계속되었으나, 상업성 있는 자원이 발견되지

못한 관계로 양국 간 분쟁이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아니하였다.104)105)

한편, 동 의무는 국제법상 분쟁의 악화 방지 의무와 같은 맥락에서 조

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8조106)와의 연계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동

(Stevens and Sons, 1953), p.140.

102) 중첩수역을 전제로 한 규정은 아니지만, 협약 제300조 및 제301조는 각 ‘신의성실과 권리남

용’, ‘해양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제하, 협약이 인정하고 있는 권리, 관할권 등을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행사할 의무와 그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에 있어 유엔헌장에 구현된 국

제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에 의한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를 삼갈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103) Nandan & Rosenne, supra note 78, p.815; In the Matter of an Arbitration Between

Guyana and Suriname, supra note 78, para. 465.

104) Rainer Lagoni, supra note 16, p.364.

105) 그 외 1980년대 중반 스웨덴과 소련 간 권리 주장이 경합하던 발틱해 수역에서 소련의 정찰

선이 스웨덴 등의 어선들을 조사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Alex G. Oude Elferink, The

Law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 Case Study of the Russian Federati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4), pp.209-210).

106) 제18조 (조약의 발효 전에 그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할 의무) 국가는 다음의

경우에,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저해하게 되는 행위를 삼가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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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성안과정에 참여했던 Humphrey Waldock은 만약 어떤 나라가

영해 경계획정 이전에 경계획정 대상수역에서 석유를 다 채취하였다면

그것은 비엔나협약 제18조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다.107)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 의무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첩수역에

서 모든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행위는 허용될 수 있다는 점

에 주의를 요한다.108)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이 최종 경계획정

합의를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협약상 언급이 없

으므로, 국제판례에 나타난 사항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109)

3. 관련 판례의 분석

가. 어업관할권 사건

(1) 사건의 개요

아이슬란드는 전통적 어업국가인 자국의 사정을 들어 1948년 4해리 배

(a) 비준·수락 또는 승인되어야 하는 조약에 서명하였거나 또는 그 조약을 구성하는 문서를

교환한 경우에는, 그 조약의 당사국이 되지 아니하고자 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할 때

까지, 또는

(b) 그 조약에 대한 그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조약이 발효시까지 그리

고 그 발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함.

107) UN Doc.A/Con.f39/11 (1968), para.26.

108) Rainer Lagoni, supra note 16, p.366.

109) 동 의무가 국제관습법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① 신의성실의 원칙(the principle of good faith)

과 현상존중의 의무(the duty to maintain the status quo) 하에서 최종 경계획정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점, ② 그간 ICJ의 판결에서 굴착이나

영구적인 구조물의 설치와 같은 일시적이지 않은 행위들은 금지된다고 판시되었으며 이를 지

지하는 국가관행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들어 일반 국제관습법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평가된다(Sun Pyo Kim, supra note 15, pp.59-60). 관련 국가관행으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는

바, 튀니지와 리비아는 ICJ 사건을 다루는 동안 중첩수역에서 석유 및 가스 관련 활동을 정

지하였고, 미국 역시 캐나다와 권리 주장이 경합하던 조지뱅크에 대한 대륙붕의 일부에 석유

개발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그리스와 터키 역시 1976년에 교섭을 해할 수 있는 어떠한

계획도 삼갈 것을 합의하였다(Robin R. Churchill & Geir Ulfstein, Marine Management in

the Disputed Areas: The Case of the Barents Sea (Routledge, 1992),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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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적 어업수역을 설정하였으며, 이후 1958년 9월 1일에는 이를 12해리로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기존 수역에서의 어업권을 주장하

던 영국은 이에 반발하여 군함의 보호 속에 트롤조업을 강행하였다. 그

로 인하여 12해리로 확대된 배타적 어업수역에서 계속 기존대로 조업을

시도하는 영국어선과 이를 호위하는 영국군함, 그리고 조업 강행을 저지

하려고 하는 아이슬란드측 경비함선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다. 양

국 간 어업권을 둘러싼 이와 같은 물리적 대치상황은 1958년 9월부터 11

월 사이에 걸쳐 계속되었다(소위 ‘제1차 대구전쟁’, the 1st cod war). 양

국의 분쟁은 영국이 12월 중순 어선단을 철수시키며 일단락되었다.110)

이후, 양국은 1961년 3월 11일 아이슬란드의 12해리 배타적 어업수역

을 인정하되, 그 이상을 확장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분쟁은 일방의 요청

에 따라 ICJ에 제소하기로 하는 교환공문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연안국

의 해양관할권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 아이슬란드는 1971년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상기 교환공문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어업수역을 50해

리로 확장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1972년 7월 14일자로 50해리

어업수역을 규정한 새로운 법령(Regulation)을 공포하고, 영국에 이를 통

보하기에 이른다. 동 법령에 의하여 새로 공포된 50해리 어업수역에서는

영국을 포함한 외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되었다. 그리고, 또 다시 양국 간

에는 기존 수역에서의 어업권을 둘러싼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게 되었다

(소위 ‘제2차 대구전쟁’, the 2nd cod war).

이에 따라, 영국은 1961년 교환공문에 근거하여 아이슬란드를 ICJ에

제소하고 잠정조치명령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영국은 동 제소

를 통하여 다음의 사항을 주장하였다. 즉, 아이슬란드의 50해리 어업수역

주장은 국제법에 근거를 두지 않았으므로 타당하지 아니하고, 아이슬란

드는 1961년 교환공문에서 합의한 한계를 넘어 공해로부터 영국어선을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제약을 가할 수 없다. 자원보존을 이유로 상기 공

110) 서울경제, “[오늘의 경제소사/9월 1일] 대구전쟁”, 2008.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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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역에서 어업활동을 제한할 경우 양국은 그 필요성과 정도를 성실하

게 공동조사하고 어업에 특별히 의존하는 국가로서 아이슬란드의 우선적

입장과 동 수역에서 전통적 이익과 기득권을 갖는 영국의 입장이 양립되

는 방향으로 당해 수역에서의 어업제도의 확립을 위한 교섭의무가 있다.

(2) 재판소의 판단

동 사건에서 ICJ는 1972년 8월 17일, 영국측의 잠정조치신청을 인용하

였다. 즉, 영국은 문제된 50해리 어업수역에서 1960년부터 1969년 사이에

연평균 어획량에 상당하는 어획을 할 수 있으며, 아이슬란드는 문제된

50해리 어업수역을 선포한 법령을 영국측 어선에 집행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삼가도록 명하였다.111)

그리고, 이어진 1973년 2월 2일 본안판결에서 재판소는 아이슬란드의

법령 및 그 시행방법이 영국의 어업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아이슬란드의 일방적 행동은 연안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어업의

자유를 누림에 있어 타국 이익에 대해 합리적 고려를 해야 한다는 공해

협정 제2조에 규정된 원칙에 위반되며, 이에 따라 50해리 어업수역을 설

정한 1972년 법령은 영국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재판소는 동 분쟁을 형평하게 해결하기 위하여는 아이슬란드

의 ‘우선적 어업권’과 영국의 ‘전통적 어업권’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즉, 양국이 주장하는 권리 중 그 어느 쪽도 절대적 권리는

아니며, 설사 아이슬란드의 어업수역 확대가 영국에 대항할 수 없다 하

더라도 영국 역시 동 어업수역에서 아이슬란드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재판소는 양국에게 서

로의 권리를 충분히 고려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

을 위하여 상호 교섭명령을 내렸다.112)

111) Fisheries Jurisdiction (United Kingdom/Iceland), Order, I.C.J. Reports 1972.

112) Fisheries Jurisdiction, supra note 85, paras. 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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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에게해 대륙붕 사건

(1) 사건의 개요

터키는 1973년에 터키국립석유회사(Turkish State Petroleum Company)

에 대하여 그리스와 터키가 각각 자국의 권원임을 주장하는 대륙붕에서

석유 탐사를 허가하였다. 이에 따라 1976년 8월 6일부터 8일에 걸쳐 터

키의 지진파를 사용하는 조사선(seismic research vessel) Maden Tetkik

Arama(이하 “MTA”) Sismik I호가 터키와 그리스 사이의 대륙붕 중첩

수역의 대륙붕에서 지진파 탐사(seismic testing)를 수행하였다.113)

이에 대하여 그리스는 분쟁 당사국 일방의 동의가 없다면 해당 대륙붕

에서 탐사행위 또는 과학조사행위를 삼가야 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명령

을 ICJ에 신청하였다.114) 즉, 터키의 행위는 연안국이 자신의 대륙붕에

대하여 배타적인 지식을 가질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irreparable prejudice)가 되며, 그 외에 터키의 행위는 분쟁을 악화

시키고 그리스와 터키 양국의 우호관계를 해친다는 것이다.115)

(2) 재판소의 판단

그리스의 신청에 대하여 ICJ는 1976년 9월 11일자 결정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irreparable prejudice)의 위험을 잠정조치 명령을 내리기 위한

요건으로 인정하였다.116) 그리고, 이러한 전제에서 ICJ는 터키에 의한 지

진파 탐사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야기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우선, 터키의 탐사활동은 공해상을 항해하는 선박이 수중에서 시간차

를 두고 작은 폭발을 일으켜 해저에 음파를 쏘고 그로부터 해저 하부의

113)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Greece/Turkey), Order, I.C.J. Reports 1976, para. 16.

114) Ibid., para. 2.

115) Ibid., para. 17.

116) Ibid., para.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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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물리학적 구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ICJ는 (ⅰ) 이러한 형태의 지진파 탐사가 해저나 하층토 또는 그곳의

천연자원에 대하여 물리적 손해를 일으킬 위험을 포함하지 않는 점, (ⅱ)

특히 지진파 탐사 활동이 일시적인(transitory) 성격을 가지며 대륙붕의

해저상 또는 해저 상부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 점, (ⅲ)

터키가 계쟁 중인 대륙붕에서 천연자원을 실제로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활동을 착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117) 터키의 탐사행위는 그리스

의 권리에 대하여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

며 그리스의 잠정조치 명령 신청을 배척하였다.118)119)

물론, 이 사건은 대륙붕 중첩수역에 대한 탐사활동에 관한 것이지만,

이 사건 결정의 법리가 EEZ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 가이아나-수리남 중재사건

(1) 사건의 개요

동 사건은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중재재판에 회부

된 사건으로서 2007년 9월 17일에 중재판정이 내려졌다.120)

117) 이 부분 판시는 다음과 같다: “… the seismic exploration undertaken by Turkey, of which

Greece complains, is carried out by a vessel traversing the surface of the high seas and

causing small explosions to occur at intervals under water; whereas the purpose of these

explosions is to send sound waves through the seabed so as to obtain information

regarding the geophysical structure of the earth beneath it; whereas no complaint has

been made that this form of seismic exploration involves any risk of physical damage to

the seabed or subsoil or to their natural resources; whereas the continued seismic

exploration activities undertaken by Turkey are al1 of the transitory character just

described, and do not involve the establishment of installations on or above the seabed of

the continental shelf; and whereas no suggestion has been made that Turkey has

embarked upon any operations involving the actual appropriation or other use of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areas of the continental shelf which are in dispute.”(Ibid., para. 30)

118) Ibid., para. 33.

119) 이어서, 1978년 12월 19일자 본안판결에서는 그리스의 본 건 분쟁회부의 기초가 된 관련 조

약 규정에 대한 그리스의 유보를 이유로 재판소의 관할권 성립을 부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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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아나는 1966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고, 수리남은 1975년에 네

덜란드로부터 독립하였다. 양국 간의 국경선 획정을 위한 노력은 양국이

식민지였던 179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1936년 혼합경계위원회(Mixed

Boundary Commission)는 “Point 61”(“1936 Point”라고도 함)로 지칭되는

코렌틴(Corentyne) 강 입구 서안에서 국경이 획정되어야 한다고 권고하

였다. 또한, 같은 해 혼합경계위원회는 이 지점에서 N10°E의 선으로 영

해 경계가 획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121)

그러나, 그 이후 가

이아나는 영해와 EEZ

등의 경계선을 N33°E

나 등거리선으로 상정

하고 석유탐사에 관한

양허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가이

아나가 석유탐사 양허

를 부여한 수역에 수

리남도 석유탐사 양허

를 부여하여 중첩수역

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상태는 가이아

나와 수리남의 독립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이후 1998년 가이아

나는 캐나다 회사인 CGX Resources Inc(이하 “CGX”)에 중첩수역에서

120) 동 판정의 내용을 소개한 것으로는, Stephen Fietta, supra note 17, pp.119-128; Yoshifumi

Tanaka, “The Guyana/Suriname Arbitration: A Commentary”, Hague Justice Journal

Vol.2 No.3 (2007), pp.28-33; 박덕영, “가이아나(Guyana)-수리남(Suriname)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중재판정의 주요 법적쟁점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제54권 제1호 (2009), 207-234면 등.

121) In the Matter of an Arbitration Between Guyana and Suriname, supra note 78, para. 138.

[그림 1] 가이아나-수리남 중재사건 수역도

(Stephen Fietta, “Guyana/Surinam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02 No.1 (2008), 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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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석유탐사에 관한 양허를 부여하였다. 2000년 6월 3일, CGX의 석유탐

사선 C.E. Thornton호가 가이아나가 주장하는 EEZ 내에서 탐사활동 중

수리남 해군 소속의 함정이 접근하여 12시간 내에 퇴거할 것을 명령하였

고, 이에 C.E Thornton호와 보조 선박들은 석유굴착장비를 철수하여 당

해 수역에서 퇴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재판소의 관할권, 영해의 경계, EEZ와 대륙붕의 경계, C.E.

Thornton호에 대한 수리남 해군의 조치의 국제법 위반 여부 등이 다투

어진 사건으로 사건의 핵심은 영해의 경계, 그리고 EEZ와 대륙붕의 경

계를 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본 연구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으로 중첩수역에서 C.E. Thornton호가 행한 석유탐사활동이 국제법상

허용되는지의 여부도 문제가 되었다.

(2) 재판소의 판단

2007년 9월 18일자 중재판정은 에게해 대륙붕사건의 잠정조치를 선례

로서 언급하면서 일시적 성질의 활동과 회복 불가능한 손해의 위험을 발

생시키는 활동을 구별하고 있다.122) 구체적으로는 지진파에 의한 탐사

(seismic testing)와 시험굴착(exploratory drilling)을 구별하여 전자는 중

122) 이 부분 판시는 다음과 같다: “The distinction adopted by this Tribunal is consistent with the

jurisprudence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on interim measures. The ICJ’s decision in

the Aegean Sea case between Greece and Turkey distinguishes between activities of a

transitory character and activities that risk irreparable prejudice to the position of the other

party. Greece had requested that Turkey be ordered to refrain from all exploratory activity

or scientific research without its consent pending a final judgment. In particular, Greece

requested that Turkey be ordered to cease its seismic exploration in disputed waters, an

activity involving the detonation of small explosions aimed at sending sound waves through

the seabed. The Court declined to indicate interim measures, citing three factors: (1) the fact

that seismic exploration does not involve any risk of physical damage to the seabed or

subsoil, (2) that the activities are of a transitory character and do not involve the

establishment of installations, and (3) that no operations involving the actual appropriation or

other use of the natural resources were embarked upon.541 In the circumstances, the Court

found that Turkey’s conduct did not pose the risk of irreparable prejudice to Greece’s rights

in issue in the proceedings. (Ibid., para.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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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수역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지만, 후자는 공동으로 또는 협정에 근

거해서만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보고 있다.123) 시험굴착은 해양환경에 영

구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지만 지진파에 의한 탐사는 그렇지 않기 때

문에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24)

중재재판소는 CGX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행위에 의하여 가이아나는

잠정약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협약 제74조

제3항 제83조 제3항)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즉, 가이아나가 사건 전에 시험 굴착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협력의 정신

(spirit of co-operation)에 입각하여 자신의 계획을 수리남에게 직접 알

려야 했으며, CGX가 언론 공표를 통하여 통보한 것은 협약 제74조 제3

항과 제83조 제3항의 잠정약정 체결을 위한 노력 의무의 이행으로는 불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한, 2000년 6월 2일에 모든 굴착 작업 방식의 협의

123) 이 부분 판시는 다음과 같다: “Suriname claims that Guyana violated its obligation to make

every effort not to hamper or jeopardise the reaching of a final agreement by allowing its

concession holder to undertake exploratory drilling in the disputed waters. With respect to

this claim, the Tribunal finds that there is a substantive legal difference between certain

oil exploration activities, notably seismic testing, and exploratory drilling.” (Ibid., para.

479.) “… The question that the Tribunal has to address here is whether a party engaging

in unilateral exploratory drilling in a disputed area falls short of its obligation to make

every effort, in a spirit of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not to jeopardise or hamper the

reaching of the final agreement on delimitation. As set out above, unilateral acts that

cause a physical change to the marine environment will generally be comprised in a class

of activities that can be undertaken only jointly or b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se activities may jeopardize or hamper the reaching of a

final delimitation agreement as a result of the perceived change to the status quo that

they would engender. Indeed, such activities could be perceived to, or may genuinely,

prejudice the position of the other party in the delimitation dispute, thereby both

hampering and jeopardising the reaching of a final agreement.” (Ibid., para. 480).

124) 이 부분 판시는 다음과 같다: “That, however, is not to say that all exploratory activity

should be frozen in a disputed area in the absence of a provisional arrangement. Some

exploratory drilling might cause permanent damage to the marine environment. Seismic

activity on the other hand should be permissible in a disputed area. In the present case,

both Parties authorised concession holders to undertake seismic testing in disputed

waters, and these activities” (Ibid., para.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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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리남에게 제의한 것 역시 그 자체로는 위와 같은 협약상의 의무 이

행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잠정약정을 체결하려는 노력과 일치되는 조치로 ① 수리남에

대하여 계획된 활동을 공식적이고 자세하게 통보할 것, ② 그러한 활동

에 착수함에 있어 수리남의 협력을 모색할 것, ③ 탐사의 결과를 공유할

것을 제안하고 수리남에게 그러한 활동을 관찰할 기회를 부여할 것, ④

탐사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재정적 이익을 공유하도록 제의할 것

등을 들고 있다.125)

또한, 최종합의를 저해하지 않을 의무에 관하여는, 중첩수역에서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초래하는 성질의 활동을 벌이는 것은 필연적으로 EEZ

나 대륙붕의 경계에 관한 최종합의 도달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는 것

이 되기 때문에 협약 제74조 제3항과 제83조 제3항의 “과도적인 기간 동

안 최종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의무”의 위

반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126)

125) 이 부분 판시는 다음과 같다: “The Tribunal rules that Guyana also violated its obligation

to make every effort to enter into provisional arrangements by its conduct leading up to

the CGX incident. Guyana had been preparing exploratory drilling for some time before

the incident, and should have, in a spirit of cooperation, informed Suriname directly of its

plans. Indeed, notification in the press by way of CGX’s public announcements was not

sufficient for Guyana to meet its obligation under Articles 74(3) and 83(3) of the

Convention. Guyana should have sought to engage Suriname in discussions concerning

the drilling at a much earlier stage. Its 2 June 2000 invitation to Suriname to discuss the

modalities of any drilling operations, although an attempt to defuse a tense situation, was

also not sufficient in itself to discharge Guyana’s obligation under the Convention. Steps

Guyana could have taken consistent with efforts to enter into provisional arrangements

include (1) giving Suriname official and detailed notice of the planned activities, (2)

seeking cooperation of Suriname in undertaking the activities, (3) offering to share the

results of the exploration and giving Suriname an opportunity to observe the activities,

and (4) offering to share all the financial benefits received from the exploratory

activities.” (Ibid., para. 477).

126) Ibid., paras. 48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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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분석 및 평가

우선, 어업관할권 사건 판결은 유엔해양법협약이 성안된 제3차 해양법

협약회의가 개시될 즈음 내려진 것으로 엄밀하게 양국의 EEZ나 대륙붕

경계획정이 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하는 중첩수역을 대상으로 한 판결

은 아니다. 아울러, 연안국 간 잠정약정의 체결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와

최종합의를 위태롭게 하거나 저해하지 아니할 의무 위반에 대한 명시적

검토 역시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동 사건은 일국의 일방적인 어업수

역 확대 조치에 따라 해양의 이용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중첩수역에서 연안국들의 해양이용에 관한 갈등 양상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일응 아이슬란드의 50해리 어업수역 선포 조치는 영국과의 권리 주장

이 경합하는 수역에서의 일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재판소는 위 행위를 영국의 어업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

다. 동 사건에서 ICJ의 판단을 조심스럽게 일반화해 본다면127), 기존의

현상(status quo)을 변경하는 일방적인 법제정 및 그에 따른 집행행위

(enforcement action)128)는 일응 최종합의를 저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가

127) 1961년 3월 11일 아이슬란드와 영국 사이에 아이슬란드의 12해리 배타적 어업수역을 인정하

되 그 이상의 확장을 허용하지 않는 교환공문에 합의한 점, 아이슬란드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일방적인 교환공문의 파기 및 무효주장을 ICJ가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동

사안은 기본적으로 아이슬란드의 영국과의 합의 위반, 즉 단순한 교환공문 위반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당초 아이슬란드와 영국의 어업권이 동시에 인정될 수 있는 수역에

서 아이슬란드의 일방행위의 허용 여부 차원에서 ICJ의 판단을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밝혀 둔다. 다만, 당시 연안국들의 해양관할권 확대 추세 속에 일방적인 현상

의 변경과 기존 현상(status quo)의 존중 사이에 충돌이 문제되었다는 점에서 협약상 최종합

의 저해 여부에 관한 일응의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28) 동 문제와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중첩수역의 관련국이 일방적으로 등거리선 또는

중간선으로 자국의 EEZ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최종 경계획정합의를 저해하는지 여부의 문

제가 있다. 일본의「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은 등거리선에 의한 일방적인

해양경계획정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앞서 제74조 제3항의 성안과정에서 살펴보았듯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체제에서는 경계선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중간선을 적용하고자 하는 제안

이 채택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현행 체제 하에서 협약 제74조 제3항은 적어도 합의에 의한

경계선이 없는 경우 일방적인 중간선의 설정을 허용하고 있지는 아니하다는 평가도 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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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높다고 볼 여지가 있다. 반대로, 재판소는 영국에 1960년부터

1969년 사이에 문제된 50해리 어업수역에서의 연평균 어획량에 상당하는

입어를 계속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 조업의 지속은 최종합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동 사건이 다루어진 1973년 당시는 연안국들의 해양관할권 확대 추세

속에서 EEZ 제도가 태동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아래서 기

존의 어업이익을 고수하고자 하는 영국과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연안에

대한 확대된 어업이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아이슬란드 간 일응 문제된 해

역에 대한 권리 주장이 경합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ICJ는 영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국으로 하여금 당해 수역에서의 어업제

도의 확립을 위해 상호 교섭할 것을 명령하였다.129) 이러한 상호교섭명

령은 오늘날 협약 제74조 제3항의 잠정약정 체결을 위한 노력의무의 존

재가 간접적으로 확인 적용된 하나의 사례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에게해 대륙붕사건의 잠정조치결정에서 ICJ는 잠정조치의

발령 요건으로서 회복불가능한 손해(irreparable prejudice) 여부를 판단

하였다.130) ICJ는 그 과정에서 (ⅰ) 터키의 지진파 탐사 행위가 일시적인

것이다(김선표, “해양경계획정 이전의 해양과학조사와 해양환경보호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

국제법 동향과 실무 Vol.2 No.2 (2003), 97-99면).

129) 1973년은 EEZ 제도가 도입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가 시작되던 해였으나, 1960년 제2차 해

양법회의 이후에는 연안국이 영해와는 별도로 배타적 어업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12해리

‘어업전관수역’의 개념과 연안어업에 특별히 의존하는 연안국을 위한 인접수역에 대한 ‘우선

적 어업권’의 개념이 병존하고 있었다. 문제가 된 아이슬란드의 국내법은 당해 수역에서 어업

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요구하는 것, 즉, 다른 국가, 특히 당해 수역에서 기존에 어업에 종사

해 온 국가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우선적 어업권의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ICJ는 “법을 적용하는 재판소인 본 재판소는 제정되어야 할 법의 형태로 판결을 내릴

수 없고, 또 입법자가 정립하지 않은 법을 미리 정립할 수도 없다”라고 하면서 12해리를 넘

어서는 어업수역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판단을 회피하는 등, 당시 개최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

의의 심의를 고려하고 각국의 동향도 충분히 살피면서 판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중에서도

어업수역이라고 하는 개념과 우선적 어업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국제관습법으로 구체화되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평가한 것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ICJ가 국제관습법으로 구체화되

고 있다고 평가한 어업수역의 개념은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보다 넓은 개념인 EEZ 개념

으로 발전하였으며, 이처럼 규범의 변화 추세 속에서 ICJ가 교섭명령판결을 내린 것도 이 시

기, 이 주제에 있어서 적절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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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tory)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ⅱ) 대륙붕의 해저상 또는 해저 상

부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하는지 여부, (ⅲ) 터키가 계쟁 중인 대

륙붕에서 천연자원을 실제로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활동에 착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그 판단의 기초사실로 삼았다.

비록 ICJ가 제시한 위 기준들은 잠정조치의 발령 요건 판단을 위한 것

이었으나, 이하에서 상술하는 바와 같이, 가이아나-수리남 사건에서 오

늘날 협약 제74조 제3항의 최종합의 저해금지의무 위반 여부 판단을 위

한 잣대로도 원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동 결정이 이후 협약 제74조

제3항의 최종합의 저해금지의무 위반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일응 기여하

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덧붙이면, 에게해 대륙붕 사건이 문제될 당시는 아직 협약 성안이 이

루어지기 전 단계로 상기 사안에서 ICJ의 판단을 오늘날 협약 체제 하

중첩수역에서 일방적 해양과학조사의 허용 문제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과학

조사에 관하여, 후술하는 바와 같이 행위의 목적에 따라 ‘순수한 해양과

학조사’(제246조 제3항)와 ‘응용된 해양과학조사’(제246조 제5항)로 나누

130) 회복불가능한 손해 요건은 PCIJ 시절부터 인식되고 있던 잠정조치의 요건으로, ICJ가 관할권

이 성립하면 가장 먼저 심사하게 되는 잠정조치의 요건이다. PCIJ 시절 ‘중국-벨기에 간

1865년 조약종료 사건’에서 PCIJ는 “회복불가능한”(irreparabl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

았지만, 금전배상으로 전보가 불가능한 손해가 있는 경우를 잠정조치의 요건으로 파악하였으

며, ‘동부그린란드 사건’에서는 “회복불가능한”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였다. 다만, ICJ는 첫

사건인 ‘앵글로-이란 석유회사 사건’에서 회복불가능한 손해의 존재를 잠정조치의 요건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어업관할권 사건’에서부터는 회복불가능한 손해 요건에 대한

원칙적 판시(규정 제41조상의 잠정조치 명령을 지시할 재판소의 권한은 각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각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사법절차의 대상이 되

는 권리에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를 이어가고 있다.

이 외에도 ‘핵실험사건’, ‘테헤란인질 사건’, ‘그레이트 벨트사건’, ‘제노사이드 사건’, ‘카메룬-

나이지리아 영토 및 해양경계획정사건’, ‘브리어드 사건’, ‘라그랑 사건’, ‘1999년 콩고영토내

무력활동 사건’, ‘체포영장 사건’, ‘아베나 사건’, ‘프랑스 형사재판 사건’ 등에서도 관련 판시가

언급되고 있다(최지현, 국제사법재판소의 잠정조치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

문(2010), 124-12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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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연안국의 동의 부여에 있어 다른 규율을 하고 있다.131) 그리고, 오늘

날 협약의 관점에서 동 사안에서 문제된 터키의 지진파 조사는 자원개발

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협약 제246조 제3항의 해양환경에 대한 과학

지식 증진을 위하여 수행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렇

다면 비록 협약 제246조 제5항 각 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할 것인지 여

부를 차치하고132) 일응 연안국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유

한 ‘응용된 해양과학조사’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이

다. 그렇다고 볼 때, 오늘날 협약 체제 하에서라면 터키의 지진파 조사

역시 일응 그리스의 동의가 있어야만 허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일견 국가 간 분쟁을 방지하고

현상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적 타당성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 협약 체제 하에서도 협약 제246조

제3항과 제5항이 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중첩수역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명시적 근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협약 제74조 제3항만이 경계

미획정 수역에서의 권리행사의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을 뿐이다. 아울

러, 실제 최종 경계획정합의 이전의 중첩수역 역시 일방적 해양과학조사

를 실시하고자 하는 연안국의 EEZ에도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다. 더욱

이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해양이용의 요구가 증대되고 그 가능

성 역시 확대되고 있으며, ‘순수한 해양과학조사’와 ‘응용된 해양과학조

사’의 경계 역시 모호한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의 접근법에 입

각한다면, 결국 중첩수역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해양과학조사는 관련

국의 동의 없이는 허용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러한 점에서 현행 협약 체제 하에서 중첩수역에서의 일방적 해양과

학조사에 관하여, 협약 제74조 제3항 및 그 해석론 이 외에는 이를 규율

131) 본 논문 106-107면 참조.

132) 일응 지진파 탐사가 자원개발의 전제로서 이루어지고 작은 폭발을 통해 발생하는 음파를 활

용한다는 점에 착안하면, 협약 제246조 제5항 (a) 생물 또는 무생물 천연자원의 탐사와 개발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b) 대륙붕의 굴착, 폭발물의 사용 또는 해양환경에 해로운

물질의 반입을 수반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확대해석할 여지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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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규범체계가 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다.

정책적으로도 해양과학조사활동의 전면적인 제한을 초래하는 해석론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만, 협약 제74조 제3항의 해석론으로 에게해 대륙붕 사건에서의 잠

정조치 발령을 위한 판단기준을 그대로 원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도

로 남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에게해 대륙붕 사건에서 설시된 ICJ의 기

준은 가이아나-수리남 중재판정에서 협약 제74조 제3항 위반 여부 판단

과 관련하여 그대로 수용되었다. 동 사건에서 재판소는 문제된 석유탐사

활동과 관련하여 현행 협약상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규범체제나 그 내용

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신 재판소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해당 행위의 협약 제74조 제3항 위반 여부를 직접 판단하고 있다.

우선, 재판소는 협약 제74조 제3항의 최종합의 저해금지 의무의 취지

와 성격을 언급한 후,133) 중첩수역에서 석유탐사 및 개발활동과 관련하

여 허용되는 것은 (ⅰ) 잠정약정에 기초하여 당사국에 의하여 이루어지

는 활동, (ⅱ) 일방적으로 행하여지지만 최종 경계획정합의를 저해하지

않는 활동의 두 가지임을 분명히 하였다.134)

이어서, 재판소는 해양환경에 물리적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행위

(unilateral acts which do not cause a physical change to the marine

environment)는 상기 (ⅱ)에 포섭되며, 물리적 변화를 초래하지만 당사

국 사이에 협정에 따른 행위(acts that do cause physical change would

have to be undertaken pursuant to a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는 설령 최종합의를 저해한다고 하더라도 허용된다고 하면서, 영구적인

물리적 변화를 초래하는 행위로 석유와 가스의 채취(exploitation of oil

and gas reserves), 그렇지 아니한 행위로 지진파 탐사(seismic

exploration)를 예로 들고 있다.135)

133) In the Matter of an Arbitration Between Guyana and Suriname, supra note 78, para. 465.

134) Ibid., para. 466.

135) Ibid., para. 467.



- 55 -

그리고, 에게해 대륙붕 사건을 선례로 언급하면서 중첩수역에서의 일

방행위를 일시적 성질의 활동과 회복 불가능한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키

는 활동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136) 이어서, 분쟁당사국이 타방당사국

의 권리에 영구적으로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일방행위를 하는 것(to

undertake any unilateral activity that might affect the other party’s

rights in a permanent manner)은 허용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후, 해양이

용의 과도한 제약과 현상유지의 균형 속에 특정 행위가 최종합의의 도달

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는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당해 활동이

해양환경에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을 주는가(permanent physical impact

on the marine environment) 여부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137)

가이아나-수리남 중재사건은 시험굴착(exploratory drilling)이 문제된

사안으로 그 자체는 일응 협약 제246조 제5항 제(a)호 또는 제(b)호

상138)의 ‘응용된 해양과학조사’에 포섭될 여지가 크다. 그러나, 동 판정에

서 해당 굴착행위가 협약 제246조 제5항에 따라 연안국의 동의를 취득하

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는 식의 판단은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재판부가 전개한 논리를 면밀히 따라가 보면, 비록 협약

체제가 확립되지 아니한 시점의 사건이지만, 에게해 대륙붕 사건에서 잠

정조치의 발령요건 검토를 위하여 제기된 기준이 제74조 제3항상 중첩수

136) Ibid., paras. 468-469.

137) 이 부분 판시는 다음과 같다: “It should not be permissible for a party to a dispute to

undertake any unilateral activity that might affect the other party’s rights in a permanent

manner. However,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should also be careful not to stifle the

parties’ ability to pursue economic development in a disputed area during a boundary

dispute, as the resolution of such disputes will typically be a time-consuming process. This

Tribunal’s interpretation of the obligation to make every effort not to hamper or jeopardise

the reaching of a final agreement must reflect this delicate balance. It is the Tribunal’s

opinion that drawing a distinction between activities having a permanent physical impact

on the marine environment and those that do not, accomplishes this and is consistent with

other aspects of the law of the sea and international law.” (Ibid., para. 470).

138) (a) 생물 또는 무생물 천연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b) 대륙붕의

굴착, 폭발물의 사용 또는 해양환경에 해로운 물질의 반입을 수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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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최종합의 저해 금지의무 위반의 판단기준으로 그대로 수용되었음

을 부인할 수 없다.

요컨대, 과거 에게해 대륙붕 사건에서 잠정조치 발령요건 판단을 위하

여 제시된 기준을 오늘날 협약 체제 하 제74조 제3항의 해석론으로 직접

적용하는 것이 필연적인 논리적 근거를 갖는 것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상기 에게해 대륙붕 사건에서 제기된 기준은 가이아나-수리남 중재사건

을 통해 제74조 제3항 해석론으로 흡수되었으며, 오늘날 협약 체제에 있

어서도 현상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법적판단의 기준으로서 유효하게 적용

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가이아나-수리남 중재사건의 판정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주목

할 점은 해양경계 미획정 상태에서 가이아나가 수리남에게 취하여야 할

잠정약정의 체결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의 구체적인 조치 혹은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동 판정은 (i) 계획된 활동에 대한 공식적

통보, (ii) 계획된 활동 착수에 있어서의 협력 모색, (iii) 활동 결과의 공

유 및 상대국에 대한 관찰기회 부여, (ⅳ) 탐사활동으로 발생한 재정적

이익의 공유 제의 등을 잠정약정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로 열거하

고 있다. 이처럼 동 판정은 해양경계 미획정 상태의 중첩수역에서 연안

국의 해양이용을 위하여 관련국과 필요한 교섭의 내용과 정도를 구체적

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동 판정은 자칫 모호할 수 있는 교섭의무 위반

존부 판단에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교섭의무의 존

재를 확인한 북해대륙붕사건 등 기존 판례보다 진일보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상기 기준의 여타 사안에서도 일반적이고 범용성

있는 요건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판례의 축적

및 연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앞서 소개한 판례들이 제74조 제3항 위반 여부의 일응 판

단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중첩수역에

서 제74조 제3항상의 의무들에 대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특히, 연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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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EEZ에서 생물·비생물자원의 탐사·개발·보존·관리, 해양과학조사, 인공

섬 등 구조물의 설치, 해양환경보호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개별 권리들

은 보유하고 있다. 이에 일부 지진파 탐사, 탐사목적의 굴착 행위를 대상

으로 도출된 상기 판례들 이외에 보다 다양한 형태의 판례 및 국가실행

의 축적, 그리고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소 결

해양경계 미획정의 중첩수역에서 연안국들은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가

인정하는 EEZ에서의 각종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동

시에 연안국들은 협약 제74조 제3항(대륙붕에 관하여는 제84조 제3항)에

서 규정하는, ① 경계획정에 합의할 때까지 이해와 상호협력의 정신으로

실질적인 잠정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의무와 ② 최

종 경계획정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최종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

거나 저해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상기 의무들 중, 잠정약정 체결을 위한 노력 의무는 연안국이 단지 교

섭의 개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잠정약정 체결을 위하여 신의성

실하게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한다. 그리고, 최종 경계획정합의 저해

금지 의무는 최종 경계획정 前단계에 있어 현상(status quo)을 신의성실

하게 유지 존중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북해대륙붕사건과 어업관할권 사건에서 인정된 연안국 간 교섭

의무는 이후 협약상 잠정약정의 체결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로 구체화되

었다. 그리고, 가이아나-수리남 중재사건에서는 그러한 노력 의무에 상

응하는 개별 조치들을 열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추상적으로 그치기

쉬운 상기 의무의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한편, 에게해 대륙붕사건에서는 잠정조치의 발령요건으로 중첩수역에

서의 일방행위가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발생시키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

하였다. 한편, 위 사건에서의 회복불가능한 손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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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들은 이후 가이아나-수리남 중재사건에서도 그대로 수용되어 협약

제74조 제3항의 최종합의 저해금지 의무의 해석기준으로 원용되었다.

이처럼 협약 제74조 제3항에서 도출되는 해양경계획정 이전의 연안국

의 의무들은 사실상 중첩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행사의 한계로서 작용하

게 된다. 그리고, 연안국들에게 중첩수역에서 권리행사의 방법에 관한 가

이드라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

오늘날 EEZ 제도의 도입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연안국의 다양한 해양

이용활동이 가능해졌다. 경제적․과학적 측면에서 해양이용의 수요는 앞

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며, 이에 관한 규범의 해석론 역시 더욱 정치화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중첩수역에서 해양을 이용하고자 하는 연안국

들은 이러한 국제판례의 태도와 향후 추이를 주시하고 자국의 중첩수역

에 대한 권리행사에 있어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3절 중첩수역에서 연안국과 제3국과의 관계

해양경계 미획정의 중첩수역에서 해당 수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연안국 상호 간의 관계 이외에 당해 연안국들과 제3국과의 관계139)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첩수역에서 제3국은 비록 문제된 수역이 해양경계 미획정 수역이라

고 하더라도 타국의 EEZ 및 대륙붕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140) 중첩수역에서도 해양경계획정문제가 해결되면 문제의

수역은 어느 한 국가의 EEZ로 확정된다는 점에서 이는 당연한 일이다.

다시 말해, 중첩수역은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 관련 당사

국 중 어느 국가의 수역인지가 확정되지 않은 것일 뿐, 해당 수역이 제3

국과의 관계에서 EEZ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즉, 제3

139) 중첩수역에서의 연안국과 제3국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문헌이나 연구성과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향후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을 밝혀둔다.

140) Sun Pyo Kim, supra note 15,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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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의 관계에서 동 수역은 여전히 연안국의 통제력이 행사된다.

그렇다면 중첩수역에서 해양이용 활동을 하는 제3국은 당해 수역에 관

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국가 중 어느 국가에 대하여 국제법상의 권리를

주장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생긴다. 예컨대, 복수 국가

간 권리 주장이 경합하는 수역에서 제3국이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할 경

우, 어느 국가의 동의를 취득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제3국은, 첫째, 관련국 모두를 해당 수역의 연안국으

로 인정하고 이들 모든 국가들을 상대로 동 수역에 관한 제3국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예컨대, 제3국이 해당 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국 모두에 대하여 해양과학조

사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141)

둘째, 관련국 중의 한 국가만을 선택하여 해당 수역에 대한 연안국으

로 인정하고 그 국가에 대해서만 제3국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제3국이 중첩수역에 관하여 어느 한 쪽의

관련국만을 연안국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제3국으로서의 의무를 이

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에 의하여 타방 관련국의 해당 수역에

대한 법적 지위나 주장이 영향을 받지는 아니한다. 다만, 해당 수역에 관

하여 제3국으로부터 연안국으로 인정받지 못한 관련국도 여전히 동 수역

에 대하여 관할권을 주장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제3국과 해당 수역의

연안국으로 인정받지 못한 국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142)

제3국이 두 번째 입장을 선택하는 경우는 제3국이 제3자의 지위에서

해당 수역의 귀속에 관한 일정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러한 제3자의 판단이 유권적인 것, 다시 말해 중첩수역의 귀속에

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당사국들을 구속하는 힘을 가지지 못한

141) 중첩수역에서도 개별 연안국은 협약 제56조에 따라 중첩수역에서도 자국의 주권적 권리와 관

할권을 각기 보유한다. 다만, 해당 중첩수역에서는 관련 연안국의 관할권 주장이 경합할 뿐이

다. 따라서, 중첩수역에서 제3국은 경합하는 연안국의 관할권 주장을 모두 존중해야 함이 원

칙일 것이다.

142) Sun Pyo Kim, supra note 15,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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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은 물론이다.

여기서 나아가, 중첩수역의 이용에 관하여 연안국 상호 간 잠정약정을

체결한 경우, 해당 잠정약정과 제3국과의 관계의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즉, 중첩수역에서 자국의 권리를 주장하는 관련국들 간 동 중첩수역에서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제3국에게 허가조건부 입어, 해양과학조사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비록 오늘날 강행규범(jus cogens), 대세적 의무(erga omnes)의 등장

으로 조약의 상대성 원칙이 일부 수정되는 현상이 발견되나, 국가주권

절대 및 독립의 원칙 아래, 조약은 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 대하여 권리

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즉, 조약은 조약당사국만을 구속하고 당사자

가 아닌 제3국에게 법적 의무를 지우거나 어떤 식으로 법적 권리를 변경

할 수 없고 그러한 권리를 받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 제3자에 대한

조약의 효과를 규율하는 기본원칙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 국제관습

법으로 인정되고 있는143)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역시 제34조

에서 “조약은 제3국에 대하여 그 동의 없이는 의무 또는 권리를 창설하

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소위 pacta tertiis nec nocent nec prosunt).

따라서, 연안국이 중첩수역에서 제3국의 EEZ에서의 해양이용의 자유

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조약을 체결하더라도 해당 조약이 제3국을 일반

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은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예컨대, 중첩수역에서

제3국의 항행금지, 해양과학조사의 전면적 금지 등을 규정한 경우 등을

그 예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연안국들은 관련국과 EEZ 권원이 중복되는 수역을

특정하여 중첩수역의 이용에 관한 잠정약정을 체결한다. 그리고, 해당 수

역과 무관한 제3국은 비록 명확하게 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더라

도 해당 수역을 연안국들, 즉 잠정약정 당사국들의 EEZ로 간주하고, 해

당 수역에서 연안국들의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

위하는 것이 보통이다.

143) 정인섭, supra note 21, 2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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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잠정약정의 존재 자체가 해당 잠정약정의 대상수역이

- 비록 경계획정은 되지 않았지만 - 잠정약정의 당사국 양국의 EEZ임

을 대외적으로 제3국에 강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는 없다. 이는 앞서 조

약의 제3자적 효력의 기본원칙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따라서, 해당 잠

정약정의 대상수역에서도 동 수역을 양국 또는 일국의 EEZ로 인정하지

않는 제3국은 자국의 판단에 따라 연안국들의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의

제한을 거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때 제3국에 대하여 해당 잠정약정

위반의 문제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 예컨대, 어업에 관하여 A와 B국이

잠정약정을 체결한 수역에서 C국이 동 수역이 A 또는 B국의 중첩수역

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C국은 A 또는 B국의 조업허가를 받지 아

니하고 해당 수역에서 조업을 감행할 수 있다. 다만, C국은 A 또는 B국

의 EEZ에 관한 국내법 위반으로 단속 규제를 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상기 문제와 관련하여, 세 개 이상의 국가들 간 EEZ 권원이 중첩될

수 있는 수역에서 관련 일국을 제외한 두 개 국가가 해양이용에 관한 양

자협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두 개 국가가 특정 수역을 대

상으로 양자 간 잠정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해당 수역이 두 국가만의

EEZ로 되고, 협정의 당사국이 되지 아니한 일국의 EEZ 권원이 배제되

는 것은 아니다. 동 협정에서 배제된 일국 역시 동 수역에서 계속 자국

의 EEZ 권원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144) 나아가, 만약 동

144) 대륙붕에 관한 사항이지만,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1974년 한 일 남부대륙붕공동개발협정 체

결 및 동 협정에 따른 한 일 남부대륙붕공동개발체제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다. 동

협정에 따라 설정된 한 일 남부대륙붕공동개발구역에 중국의 대륙붕 권원이 미치므로 중국을

배제한 한국과 일본 간의 공동개발협정 및 이를 통한 대륙붕개발은 중국에 대한 주권침해로

서 인정될 수 없으며 무효라는 것이다. 가상적으로, 중국이 한 일 남부대륙붕공동개발구역에

탐사 및 개발을 시도하더라도 동 협정에 근거하여 한국이나 일본이 중국측의 탐사 및 개발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중국측이 한국측 내지 일본측 대륙붕에서

단독 탐사 및 개발을 감행하는 경우, 중첩수역에서의 일방행위로서 그 허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측 내지 일본측 국내법에 따라 단속 내지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중국과 일본이 한 일 남부대륙붕공동개발구역과 일부 겹치도록 양국 간 대륙붕공동개발 구역

을 설정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도 그 자체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 협정

체결에 대하여 한국측은 반대입장을 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중국과 일본이 실제 동

협정에 따라 탐사 및 개발을 시도할 경우에는 역시 중첩수역에서의 일방행위로 그 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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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약정 또는 그의 집행에 따라 자국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는 동 잠정약정의 자국에 대한 효력 없음을 주장하며 관련국에 책임추궁

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비근한 예로, 제주 남부의 동중국해 수역은 한 중 일 삼국의 EEZ 권

원이 중첩되는 수역임에도, 한 일, 한 중, 중 일 어업협정과 같이 양자

간 협정만이 존재한다. 그리고, 동 협정들은 그 대상수역의 일부가 중복

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 양자 간 설정된 특수수역들이 상호 중복되는 수

역도 존재한다. 그렇다고 하여 협정들 간 내용에 모순이 있다거나 충돌

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잠정약정의 당사국이 각기 다르고, 해당

잠정약정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는 자국이 당사국이 아닌 잠정약정의 존

재와 무관하게 특정 수역에 대한 EEZ 권원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의 적지 않은 수역은 2국이 아닌 3국 또는 그 이상의 연안국으로

된다. 세 개의 연안국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그 주장하는 수역이 서로

중첩될 때에는 세 개의 양자 간 경계선이 하나의 지점에서 만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수역에서의 경계선은 불완전한 것이 된다. 이와 같이

세 개의 경계선이 만나는 지점을 Tri-junction이라고 한다. 이처럼 세 개

국가들의 권원이 중첩되는 수역에서는 궁극적으로는 Tri-junction의 합

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145)

를 문제삼을 수 있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 국내법에 따른 단속 내지 규제를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로, 실제 2008년 중 일 공동개발합의에 따른 중 일 공동개발구역은 한 일 남부대

륙붕공동개발구역으로부터 1km 가량 비껴나가 있다.

145) 동중국해에서의 Tri-junction의 도출 문제에 관하여는, 김선표, “한 중 일 3국간 해양경계획정

관련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국제법학회논총 제26권 제2호 (2001), 68-7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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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권리행사

제1절 EEZ 제도의 도입과 한반도 주변수역

1. 한 중 일의 EEZ 제도 도입

가. 영해 및 접속수역 제도의 도입

한국은 1948년 군정법령 제189호에 의하여 영해의 범위를 3해리로 규

정하였다. 그러나, 5.16 군사쿠데타 이후 동 법령이 정비되지 않고 폐기

됨으로써 한국은 1977년「영해법」제정시까지 명확한 영해의 범위를 갖

지 않았다.146) 이후 한국은 1977년 12월「영해법」(법률 제3037호)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12해리 영해제도 및 일부수역에 대한 직선기선 제도의 채

택을 명문화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9월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9162호)

제정을 통해 서남해 일대 23개 직선기선의 기점 좌표를 획정하였다. 또

한, 1995년 12월 기존「영해법」을「영해 및 접속수역법」(법률 제4986호)

으로 개정함으로써 ‘접속수역’ 제도 역시 국내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한국은 이미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국무원고시 제14호)을 통해, 한반도 및 도서

해안 인접수역에 대한 권리선언을 하였다. 그리고, 동 선언은 1953년 12

월 12일「어업자원보호법」의 제정을 통하여 정식으로 법률화되었다.147)

146) 이창위, “남북한 일본의 해양경계획정문제 – 경제수역 및 북한의 군사수역을 중심으로”, 성

신여자대학교 사회과학논집 제10집 (1997), 41면.

147) 동 선언 제1조는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의 영토인 한반도 및 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

붕의 상하에 기지되고 또는 장래에 발견될 모든 자연자원 광물 및 수산물을 국가에 가

장 이롭게 보호, 보존 및 이용하기 위하여 기심도 여하를 불문하고 인접 해붕에 대한 국

가주권을 보존하며 또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무부, supra note 32, 3-4면). 1945

년 트루먼 선언 이후 중남미 국가들의 해양관할권 확대 발표 등이 이어지는 추세와 함

께 우리의 수산업 보호를 위하여 이루어진(동 선언의 배경에 관하여는, 정인섭, supra

note 21, 638면; 정인섭, supra note 42, 1-28면 참조) 동 선언상 보호대상은 “인접 해붕

(海棚)(필자주: 대륙붕)의 상하” 및 “모든 자연자원 광물 및 수산물”에 이르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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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동 선언과「어업자원보호법」에 대한 명시적 폐지는 없었으나, 1965

년 한 일어업협정의 체결, 1970년「해저광물자원개발법」,148) 1996년「배

타적 경제수역법」,「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의 어업 등에 대한 주

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등 후속협정 및 법률에 의하여 대체된

것으로 평가된다.149)

중국의 경우, 해양법 관련 제도의 수립과정은 기존 서구열강과의 사이

에 체결된 각종 불평등조약의 잔재들을 제거하고 자국의 해양관할권을

확대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왔다. 중국 정부는 1949년 4월

HMS Amethyst(紫石英) 사건150)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출범 초기부터

그 권리의 성격은 ‘주권’으로 규정하고 있어, 한국의 EEZ 및 대륙붕에 대한 권리선언은

이미 동 선언의 선포와 함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동 선언은「어업자원보

호법」, 즉 법률의 형태로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정인섭, supra note 21, 639면). 현행

「어업자원보호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가능

(2014. 12. 30. 확인).

148) 한국은 1970년에「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1970년 1월 1일 발효)하고, 이어서 하위법령으

로「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을 제정(1970년 5월 30일 발효)하여 현재 주변 해역에 7개의

대륙붕 광구를 국내법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당시 실무담당자인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의

배경설명에 따르면, 1969년 ICJ 북해대륙붕사건 판결 이전에 해저광물자원법 제정을 추진하

고 있었으나, 동 판결을 계기로 대륙붕의 자연연장론에 근거하여 1-6광구 이외에 7광구를 추

가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를 1970년 공포된「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에 포함

시켰다고 한다. 그리고, 동 시행령의 공포 후 일본의 대륙붕경계획정 관련 교섭제안을 통해

1974년 한·일 남부대륙붕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기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동 법령의 제정과

한국의 광구선언, 그리고 한·일 남부대륙붕공동개발협정 체결 경위에 관하여는, 김석우 정인

섭, “특별좌담 : 한국의 대륙붕 선언 40주년”, 서울국제법연구 제17권 제1호 (2010), 193-211

면 참조). 현재, 대륙붕에 관하여는, 1970년「해저광물자원개발법」및 동법 시행령 체제와 별

도로 제주 남부 일부 수역에서 한·일 남부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존재하며, 대륙붕 경계획정

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북부구역 경계획정에 관한 협

정’(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Boundary in the Northen Part of the Continental Shelf)(1974년 1월 30일 서울에서 서명,

1978년 6월 22일 발효)(이하 “한·일 북부대륙붕경계협정”)이 발효 중에 있다

149) 이와 관련하여, 1970년「해저광물자원개발법」제정 논의 당시에도 평화선의 존재는 깊게 검

토되지 않았다고 한다(Ibid., 204면).

150) 1949년 4월 20일 중국 내전 중에 영국인의 탈출을 돕기 위해 양쯔강을 거슬러 올라가던

HMS Amethyst 등의 영국군함과 중화인민해방군 사이에 벌어진 포격사건이다. 당시까지 중

국의 양쯔강 등 내수 지역에서는 외국 상선은 물론 군함까지도 중국 내수에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나, 동 사건 이후 중화인민해방군은 1949년 4월 30일자 성명 등을 통해 영국,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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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열강들의 내수운항권, 연해무역권을 점진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노

력하여 왔다. 우선, 중국은 1958년 ‘영해에 관한 선언’151) 발표를 통해 12

해리 영해와 직선기선의 채택을 대외적으로 공포함과 동시에 외국 선박

등은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 중국 영해에 진입할 수 없음을 선포하였다.

특히, 동 선언을 통하여 보하이만(渤海灣)과 충저우해협(瓊州海峽)을 포

함한 수역이 내수(internal waters)에 포함됨을 선언하여 중국 정부의 해

양주권 확립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한편, 1992년「영해 및 접속수역법」152)

을 제정하여 상기 선언을 통해 대외적으로 천명한 12해리 영해 제도를

공식 법제화하였으며, 동시에 접속수역 제도 역시 도입하였다. 다만, 위

‘영해에 관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내수와 영해 범위를 확정하는 토대가

되는 직선기선의 기점들은「영해 및 접속수역법」의 제정 후인 1998년

‘영해기선에 관한 선언’153)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발표되었다.

일본의 경우, 전통적으로 해양선진국의 위치에서 후진연안국들의 해양

관할권 확대 주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취하여 왔다. 이에 따라 일본은

영해의 범위에 관하여서도 1977년「영해법」154)에 의해 12해리 영해를 확

국, 프랑스 등 서구 열강에 양쯔강, 황푸강 및 기타 중국 지역에 있는 군함, 군용기, 해병대

등 무장군대를 조속히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였다(段潔龍(외교부 영토해양과 역), 중국국제법

론 (2013), 39-40면).

151) 동 선언에 대한 개괄적 소개는 Daniel J. Dzurek,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traight

Baseline Claim”, IBRU Boundary and Security Bulletin Summer 1996, p.77; 동 선언의 영

문본은 U.S. Department of State. “Straight Baselines : People’s Republic of China”, Limits

in the Seas, No.43 (1972), pp.2-3 참조.

152)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55호 : 1992년 2월 25일 제7차 중국인민대표자 대회 상무위원회 24

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당일 공포됨으로써 발효, 동 선언의 중문본과 국문, 영문본은 외교부

국제법률국, supra note 1, 791-802면 참조.

153) 동 선언은 중국 본토 연안 기점 49개 및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서사군도(西沙群島,

Paracel Islands) 연안 기점 28개의 좌표 등을 포함하고 있다(동 선언의 중문 영문본은, 외교부

국제법률국, supra note 1, 803-809면 참조). 이후, 중국 정부는 2012년 9월 10일 ‘조어도(釣魚

島)(일본명 : 센카쿠, 尖閣) 및 그 부속도서 영해기선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성명’(동

성명의 중문 국문본은, 외교부 국제법률국, supra note 1, 930-933면 참조)을 공포하여 일본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조어도 및 부속도서 기점 17개 좌표를 자국의 영해기점으로 추가 명시하였다.

154) 동 법의 영문본은 <유엔 Maritime Space 데이터베이스(http://www.un.org/Depts/los/LEGIS

LATIONANDTREATIES/PDFFILES/JPN_1977_Law.pdf)>에서 검색 가능(2014. 9. 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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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킬 때까지 3해리의 영해를 고수하였다. 일본이 영해 3해리를 최초로

주장한 것은 명치 3년(1870년)의 태정관포고(太政官布告)에서였으며, 이

후 1930년 헤이그 국제법편찬회의, 제1 2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도 그 입

장을 유지하였다. 실제 1960년 제2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6해리 영해 및

6해리 어업수역안을 놓고 표결을 벌일 당시에도 일본은 기권을 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155) 그러나,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12해리 영해로 방

향이 정해지고 각국의 200해리 경제수역의 선포로 주요 원양어업국들이

일본의 태평양 연안에 대거 진출하게 되자 일본은 비로소 1977년 5월

「영해법」을 제정하여 12해리 영해제도를 확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6

년 6월 14일 기존「영해법」을「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156)로 개

정하여 접속수역 제도 역시 법제화하였다. 다만, 일본은 1977년「영해

법」제정에도 불구하고 내수로 포함되는 세토나이카이 내부 해역 입구

이외 지역에 별도 직선기선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일본은 1996년

「영해법」개정시 제2조 제2항157)을 신설하여 직선기선의 근거규정을 마

련하고 2001년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94개의 직선기선 기점을 새로

이 규정하였다.158)

나. 협약 가입과 EEZ 법제 마련

유엔해양법협약은 1982년 12월 10일 자메이카 몬테고베이에서 서명되

155) 이창위, supra note 146, 40-41면.

156) 동 법률 및 시행령의 일문 국문본은, 외교부 국제법률국, supra note 1, 435-462면 참조.

157) 전항의 직선기선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령으로 정한다

(외교부 국제법률국, supra note 1, 438면).

158) 외교부 국제법률국, supra note 1, 441-462면. 한편, 북한의 영해, 경제수역, 군사수역 등 해양

법 관련 각종 제도 및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태도에 관하여는, 김찬규, “국경하천의 경계획정

에 관한 북한의 실천”, 고려대 북한법률행정논총 제4권 (1980), 1-25면; 박춘호, “북한의 해양

법 문제”, 고려대 북한법률행정논총 제6권 (1984), 83-124면; 박춘호, “북한 소련간의 하천 영

해경계협정 분석”, 고려대 법학논집 제29호 (1993), 87-118면; 이창위, supra note 146, 39-59

면; Daniel J. Dzurek, “Deciphering the North Korean-Soviet (Russian) Maritime Boundary

Agreements”,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23 (Taylor & Francis,

1992), pp.31-54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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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1994년 11월 16일 발효하였다. 한국은 1983년 3월 14일 동 협약에 서

명한 후 1995년 제177회 국회 제15차 본회의에서 비준동의를 거쳐 1996

년 1월 29일 비준서를 유엔에 기탁하였다. 이에 따라 동 협약은 1996년

2월 28일 조약 제1328호로 한국에 발효되었다.159)

한편, 한국은 동 협약의 비준 발효에 따라 EEZ 제도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일반법으로 1996년 8월 8일자로「배타적 경제수역법」(법률 제5151

호, 1996년 9월 10일 시행)을 제정하였다.160) 그리고, 같은 날 한국의

EEZ에서 외국인의 입어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득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하 “EEZ 어업법”)(법률 제5153호, 1996년 8월 8

일 시행)을 제정하였다. 아울러, 1995년 1월 5일자로 한국의 EEZ 등 관

할수역에서 외국인의 해양과학조사시 허가 동의 등의 절차를 규정한「해

양과학조사법」(법률 제4941호, 1995년 7월 6일 시행)을 제정하였다.

한국의 유엔해양법협약 가입과 유사한 시기에, 중국, 일본 등 한국의

주변국들 역시 동 협약에 가입하였다. 중국은 1982년 12월 10일 동 협약

에 서명한 후 1996년 6월 7일자로 비준서를 기탁하여, 동 협약은 중국에

대하여 1996년 7월 6일자로 발효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1983년 2월 7일

동 협약에 서명한 후 1996년 6월 20일자로 비준서를 기탁하여, 동 협약

은 일본에 대하여 1996년 7월 19일자로 발효하였다.161)

중국은 동 협약의 국내적 이행을 위하여 1996년 6월 26일자로 전국인

159) 상세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 ‘이슈별 자료실’ - ‘조약과 국제법’

- ‘조약정보’ - ‘다자조약’ 게시판>에서 검색 가능(2014. 10. 5. 확인).

160) 동 법률은 제정 당시 부칙에서 “공포 후 1년 이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

정하여 시행일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배타적 경제수역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5145호, 1996년 9월 4일 제정)에 따라 199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제정 당

시 시행일을 특정하지 아니한 것은 주변 국가들의 동향을 참작하여 발효시기를 조정하기 위

한 것이라 한다(국회통일외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배타적 경제수역법안 검토보고서”(1996), 7면).

161) 상세 사항은 <유엔 DOALOS 홈페이지(http://www.un.org/Depts/los/index.htm) - ‘협약 현황

(Status of the Convention and of the Agreements)’ 란 게시물(http://www.un.org/

Depts/los/reference_files/status2010.pdf)> 참조(2014. 10. 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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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

한 법률」(中华人民共和国专属经济区和大陆架法)162)을 제정 공포(같은 날 발

효)하였다. 그리고, 일본 역시 1996년 6월 14일자로「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に関する法律)163)을 제정·공

포하였다. 그리고, 중·일 양국은 EEZ에서 어업, 해양과학조사 등과 관련

한 법령들 역시 비슷한 시기에 새로이 마련하였다. 어업에 관하여 중국

은 별도의 법률 제정 없이 상기「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

률」의 제5조, 제6조에 관련 규정을 포함시켰다.164) 반면, 일본은 1994년

6월 14일「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

使等に関する法律)165)을 별도 제정하였다. 아울러, 해양과학조사에 관하여

중국은 1996년 10월 1일「섭외해양과학연구관리규정」(中华人民共和国涉外

海洋科學硏究管理規程)166)을, 일본은 1996년 7월 20일「국가 관할 하에 있

는 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수행 지침」167)을 각 제정하였다.168)169)

162) 동 법률의 중문, 국문, 영문본은, 외교부 국제법률국, supra note 1, 817-828면.

163) 동 법률의 일문, 국문본은, 외교부 국제법률국, supra note 1, 463-468면.

164) 제5조 어떠한 국제기구, 외국의 조직이나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의 EEZ 내에서 어업활동에 종

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관 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과 법규 및 중화인민공화국과 관계국가 간 체결된 조약과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하략).

제6조 중화인민공화국 주관기관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넘어서 활동하는 어족, 고도회유

성어종, 해양포유동물,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역 내에서 대부분의 생존주기를 보내는 강하성어종

에 대하여 보호와 관리를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하천을 모천으로 하는

소하성어족에 대하여 주요권익을 향유한다.

165) 동 법률의 일문, 국문본은 외교부 국제법률국, supra note 1, 469-486면.

166) 동 규정의 중문, 영문본은 외교부 국제법률국, supra note 1, 816-889면.

167) 영문명은 “Guidelines for conducting marine scientific research in areas under national

jurisdiction, of 20 July 1996”(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Law of

the Sea Bulletin No. 33 (1997). pp.38-44 참조).

168) 북한은 1977년 6월 21일 경제수역에 관한 정령을 채택하여, 8월 1일자로 시행하였다. 이에 따

르면 북한의 경제수역은 영해기선에서 200해리까지로, 200해리를 그을 수 없는 수역에서는

“바다 반분선”까지로 하며, 동 수역 안에서는 모든 생물·비생물 자원에 대하여 자주권을 행사

한다. 아울러, 동 수역 내에서는 북한의 사전승인 없이 외국인, 외국선박 및 항공기에 의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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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한 중 일의 협약상 각종 제도의 국내적 도입>

로, 시설물 설치, 탐사, 개발 등 북한의 경제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와 오염 행위 등은 금지

된다. 한편,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하여, 북한은 1985년 구소련과 영해 경계를 포함

한 국경선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 간에는 아직 서해에서의 EEZ

와 대륙붕 경계가 합의되지 않았다. 양측은 1997년부터 수차례 서해의 해양경계획정과 어업문

제에 관한 전문가급 회의를 진행했으나, 아직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바, 북한은 기

본적으로 중간선 원칙에 의한 경계획정을 주장하나 중국은 공평한 경계획정을 주장하고 있어

양측 간 견해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인섭, supra note 21, 646-647면).

169) 기타 국가들의 EEZ 법제들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이창위 김현수 박찬호 김웅규 공동연구),

배타적 경제수역의 통합관리를 위한 주요 연안국의 법제연구 (해양수산부, 2006).

한국 중국 일본

영해 및

접속수역

o 1977년 12월 31일 「영
해법」제정 : 12해리 영
해 선포(제1조), 일부해
역에 대한 직선기선 근
거(제2조) 마련

o 1978년 9월 20일「영해
법 시행령」제정 : 시행
령 별표 1에 서남해 일
대 23개 직선기선 기점
의 좌표 명시

o 1995년 12월 6일 기존
「영해법」을「영해 및
접속수역법」으로 개정
: 접속수역 근거 마련

o 1958년 9월 4일「영해에
관한 성명」공포 : 12해
리 영해(제1조) 및 직선
기선 채택(제2조) 선포

o 1992년 2월 25일「영해
및 접속수역법」제정 :
조어도를 연안도서에 추
가(제2조), 12해리 영해
및 직선기선 채택(제3조)

o 1996년 5월 15일「영해
기선에 관한 선언」공포
: 본토연안 기점 49개
및 서사군도 연안기점
28개 좌표 명시

o 2012년 9월 10일 「조어
도 및 그 부속도서 영해
기선에 관한 중화인민공
화국 정부의 성명」공포
: 조어도 및 부속도서
기점 17개 좌표 명시

o 1977년 5월 2일「영해
법」제정 : 12해리 영해
선포(제1조)

o 1977년 6월 17일「영해
법 시행령」제정 : 이후
1993, 1996 개정

o 1996년 6월 14일「영해
법」을「영해 및 접속수
역에 관한 법률」로 개정
: 접속수역 (제4조) 및
직선기선 근거(제2조 제
2항) 마련

o 2001년 12월 28일「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
률 시행령」개정 : 194
개 직선기선 기점 좌표
명시

비준서

기탁 및

협약 발효

o 1996년 1월 29일 비준
서 기탁

o 1996년 2월 28일 협약
발효

o 1996년 6월 7일 비준서
기탁

o 1996년 7월 6일 협약
발효

o 1996년 6월 20일 비준서
기탁

o 1996년 7월 19일 협약
발효

EEZ 및

대륙붕

o 1996년 8월 8일「배타
적 경제수역법」제정

o 1970년 1월 1일「해저
광물자원개발법」제정

o 1998년 6월 26일「배타
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에 관한 법률」공포 시
행

o 1996년 6월 14일「배타
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에 관한 법률」제정

어업

o 1996년 8월 8일「배타
적 경제수역에서의 외
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제정

o「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에 규정

o 1996년 6월 14일「배타
적 경제수역에서의 어
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제정

해양과학

조사
o 1995년 1월 5일「해양
과학조사법」제정

o 1996년 10월 1일「섭외
해양과학연구관리규
정」제정

o 1996년 7월 20일 「국
가관할하에 있는 수역
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수행 지침」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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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중 일의 EEZ 법제 비교

상기 한·중·일의 EEZ에 관한 법률들을 각기 비교하여 보면, 우선 다음

과 같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170) (i) 한국의「배타적 경제수역법」은

“관계국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간선 바깥 수역에서는 권리행사

를 하지 아니한다”(제5조 제2항)171)고 규정한다. 그리고, 일본의「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제1 2조)은 중간선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중간선까지의 해역을 자국의 EEZ 및 대륙붕이라고 규정한다.172) 하

170) 한·중·일의 EEZ 법제의 차이점으로 우선 EEZ·대륙붕에 관한 통합법제 마련 여부를 들 수 있

다. 즉, 중·일은 유엔해양법협약 가입과 동시에 각「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

률」제정을 통해 EEZ 이외에 대륙붕에 관한 일반규정 역시 동일 법률에 함께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한국의 경우「배타적 경제수역법」상 별도 대륙붕에 관한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EEZ와 달리 연안국의 시원적 권원이 인정되는 대륙붕에 대하여도(협약 제77

조 제3항) 일본이나 중국과 같이 EEZ․대륙붕에 관한 통합법제의 마련이 필요한지, 이를 마

련한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한국의「해저광물자원개발법」, EEZ

어업법 등 관련 국내 법제에 대한 입법체계상의 세밀한 연구와 한국의 해양경계획정에 있어

서의 전략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 사료된다.

171)「배타적 경제수역법」제2조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 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협

약의 규정에 맞추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규정된 기선으로부터 그 외측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② 대한민국과 대향하

거나 인접하고 있는 국가간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획정한다.

「배타적 경제수역법」제5조 (대한민국의 권리 행사 등) ② 제3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리는 대한민국과 관계국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대한민국과 관계

국의 중간선 바깥쪽 수역에서는 행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간선"이란 그 선상(線上)의

각 점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와 관계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가 같게 되는 선을 말한다.

172)「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제1조 ② 전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우리나라의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인 선(그 선이 우리나라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중간선을 초과할 때

에는, 그 초과한 부분에 관해서는, 중간선)까지의 해역 그리고 그 해저 및 그 아래로 한다.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제2조 우리나라가 유엔해양법협약에 규정하고 있

는 바에 따라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기타 권리를 행사하는 대륙붕은 다음 열거하는 해역의

해저 및 그 아래로 한다.

1. 우리나라의 기선으로부터 어느 점을 취해도, 우리나라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

거리가 200해리인 선(그 선이 우리나라의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중간선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중간선)까지의 해역

2. 전호의 해역의 외측에 접하는 해역이며,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정령

으로 규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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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중국의「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은 앞서 한국과

일본의 법과 달리 인접국과의 해양경계 미획정 상태에서 잠정경계 내지

권리행사의 한계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대신 “공평

원칙”(公平原則)에 따라 향후 해양경계획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173) (ii) 이와 함께, 일본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대륙붕

의 범위와 관련하여 “자연연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하나, 중국

법률 제2조에서 “자연연장”이라는 표현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일본과 중국은 상기 국내법 제정에 있어 자국의 주변수역 및

향후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입장을 법으로 명시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① 일본의 경우, 동중국해 수역에서 자연연장론에 따른 대륙붕

권원을 주장하는 한국 및 중국에 맞서 400해리 미만 수역에서는 중간선

에 따른 경계획정을 자국의 입장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EEZ 및

대륙붕을 망라하여 연안 간 거리 400해리 미만 수역에서는 “중간선”에

따른 경계를 자국의 국내법으로 규정하고,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에 관

한 규정에서도 “자연연장”이라는 용어를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에

반하여, 중국은 일본과 달리 국내법상 해양경계 미획정 상황에서의 권리

행사의 한계나 향후 최종 해양경계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를 일체의 언급

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대신 “공평원칙”, 즉 “형평의 원칙”(equitable

principle)에 따른 경계획정 방침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내법으로도

자국의 입장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하고 보다 넓은 수역에 대한 권리 주

장의 여지를 열어놓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173) 중국은 이른바 해양경계획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equitable principle)에 따른 경계획정을 주

장하고 있다. 다만, 중국 국내법상 동 입장은 다음과 같이 “公平原則”으로 반영되어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중화인

민공화국 영해를 제외하되 영해에 인접한 수역 중에서 영해기선에서 200해리까지의 수역으로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륙붕은 중화인민공화국 육지영토의 전부가 중국 영해이원으로 자

연연장되어 대륙변계 외연까지 뻗어나간 해저구역의 해저와 그 하층토이며, 만약 영해기선에

서 계산하여 대륙변계 외연까지의 거리가 200해리에 못 미칠 경우에는 이를 200해리까지 확

장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해안을 서로 인접하고 있거나 마주보고 있는 국가가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이 중첩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국제법 기초 위에서 공평원칙(公平原則)에

따라 합의를 하여 경계선을 획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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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③ 한국의 경우,「배타적 경제수역법」제5조 제2항에서

중간선을 권리행사의 한계로 규정한 것은 일응 법집행을 위한 실제적 필

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174) 동 규정은 일본의 중간선 규정과 같이 상

대 연안국과의 관계상 일종의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거나 한국의

EEZ 범위를 일방적으로 획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동 규정은 연안국

들과의 경계획정이 되기까지의 과도적 기간 동안 중간선 이원 수역에 대

한 권리행사를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동 규정은

앞서 중·일의 관련 규정과는 구별되는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다.175)

2. 중첩수역으로서의 한반도 주변수역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한·중·일 삼국은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에 가입

하고 동시에 EEZ 제도를 국내법으로 도입하였으며, EEZ 제도가 연안국

에 부여하고 있는 권리행사를 위하여 각종 국내법령들을 정비하였다.

한편, EEZ 제도의 도입과 함께 한·중, 한·일은 그간 각각 10여 차례

이상의 해양경계획정회담을 진행하여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

작 그러한 노력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한·일, 한·중, 중·일 간 해양경계획정이 이

루어진 곳은 1974년 한·일 북부대륙붕경계협정에 따라 한·일이 마주보고

있는 32°57.0'N 127°41.1'E부터 36°10.0'N 131°15.9'E에 이르는 제1점부

터 제35점의 수역에서의 대륙붕에 국한되고 있다.

실제 북한이 러시아 등과 맺고 있는 해양경계획정협정 등을 별론으로

하더라도,176) 위 북부대륙붕경계협정 대상수역 이외는 모두 경계획정이

174) 동 법률안의 입법예고에서 제5조 제2항의 신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주

변국과의 경계협상이 장기화되면 경계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타국이 우리의 EEZ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국제법 및 국제관행에 어긋나지 않는 우리의 일방적 시행범위를 설정

하여 우리의 권리를 확실히 행사하여야 할 필요”(배타적 경제수역법안 입법예고 공고(외무부

공고 제1996-1호), 관보 제13300호, 1996. 5. 1.).

175) 일각에서는 동 규정이 중간선 이원의 한국 EEZ에서의 권리행사를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규정

이자 최종 경계획정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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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지 아니한 수역이다. 동시에 연안국 간 거리가 400해리에 미치지

못하고 도서 영유권 문제 등이 내재되어 있다. 한․중․일의 EEZ에 관

한 국내법들 역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경계미획정 상태에서 자국의

EEZ의 잠정경계나 권리행사 범위 등에 관하여 각기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177) 이에 따라 실제적으로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각 연안국 간 권리

행사의 경합 현상은 그 발생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현실 하에서 앞서 살핀 중첩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 및 그 행

사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이하에서는 어업,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보호

분야를 중심으로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한․중․일의 EEZ 제도 도입에

따른 연안국들 간 관계의 구체적인 규율상황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해양

경계 미획정 또는 잠정약정 미체결로 인한 각 분야별 현안들을 살펴보고,

각 분야별 현안들의 해결방안 및 최종 해양경계획정 이전 한반도 주변수

역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협력․대응방안에 대하여도 모색해 본다.178)

제2절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어업

1. 규범 체계

가. 협약 및 관련 법제

현재 한반도 주변수역에 적용되는 어업에 관한 규범에는 EEZ에서 생

176) 각주 168 참조. 통일후 북한이 체결한 각종 국경조약의 승계문제에 관하여는, 정인섭, “통일

후 한러 국경의 획정”, 서울국제법연구 제14권 제1호 (2007), 55-88면; 이근관, “통일후 한-중

국경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대한국제법학회논총 제55권 제4호 (2010), 117-142면; 신창

훈, “통일 이후 북한이 체결한 기존 해양경계획정협정의 승계 문제”, 서울국제법연구원 제16

권 제2호 (2009), 137-168면 참조.

177) 각주 171-173 참조.

178) 본 논문의 논의대상에 해당하지는 아니하지만, 해저광물자원의 탐사·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한반도 주변수역에서는 한·일 남부대륙붕공동개발협정, 중·일 공동개발합의 이외에 별도의

잠정약정 체제가 없는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경계 미획정 상태에서의 공동개발의 활

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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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원의 보존 이용에 관한 협약 제61조부터 제68조의 규정들과 한 중

일 삼국이 제정한 EEZ에서의 어업에 관한 국내법 규정들이 있다.

협약상 각 규정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자국의 EEZ에서 허용어획량

(TAC)과 자국의 어획능력(CTH)을 결정하고, 허용어획잉여량(SAC)에

대하여는 타국의 입어를 허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협약 가입과 동시에 한 중 일은 외국인이 자국의 EEZ에 입어

(入漁)하고자 할 경우 자국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

는 국내법을 각기 제정하였다. 한국은 1996년 8월 EEZ 어업법179)을, 일

본은 1996년 6월「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180)181)을 각 제정하였다. 한편, 중국은 1998

년 6월에 발효한, 자국의「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제5

조, 제6조에 외국인의 어업 규제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켰다.182)

나. 한 중 일의 잠정체제

협약상 제반 규정들과 한·중·일의 국내법들에도 불구하고, 한·일, 한·

중, 중·일 간에는 이미 양자 간 어업에 관한 잠정약정이 체결·운영되어

오고 있다. 이에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연안국들 간 어업에 관한 권리행

사 및 어업자원의 보존·이용 문제는 상기 잠정약정들에 의하여 일차적으

로 규율되는 실정이다.

현재 발효 중인 한·일, 한·중, 중·일 어업협정은 EEZ에서의 어업문제

179) 제5조 (어업의 허가 등) ①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80) 제5조 (어업등의 허가) ①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어서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어업 또는 수산동식물의 채포에 관계되는 선박마다 농림수산대신의 허가를 받

지 아니하면 어업 또는 수산동식물의 채포를 해서는 아니된다. … (후단 생략)

181) 일본의 경우, 동 법 제정 이전 이미「어업수역에 관한 잠정조치법」에 의해 200해리 어업수역

에서 외국어선의 활동을 규제하여 왔으나, 동경 135도 이서 및 한 중 양국에 대한 적용유보

로 문자 그대로 잠정적인 조치에 불과하였다(이창위, supra note 146, 48면).

182) 각주 1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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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다루는 것으로 협약 제74조 제3항에 따른 잠정약정의 성격을 갖는

다.183) 이하에서는 각 어업협정의 주요내용 및 특징에 대하여 개관한다.

(1) 한·일 어업협정

한·일 양국은 이미 1965년 ‘대한민

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협정’184)을 체

결하였다. 동 협정에 따르면, 양국은

자국 연안 기선으로부터 각 12해리까

지 수역을 어업에 관하여 배타적 관

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어업에 관한

수역’)으로 두고(제1조), 그 외곽의

해역에 공동규제수역을 설정하였으며

(제2조), 위 어업에 관한 수역 외측에

서는 기국주의를 적용하였다(제3조).

그러나, 한·일 양국은 유엔해양법협

약의 발효와 200해리 EEZ 제도의 도

입에 따라 위 협정을 대체하여 1998

년 11월 28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185)(이하 “한·

일 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체결된 한·일 어업협정은 양국 관계에서 EEZ로 간주되는

양국 연안에서 일정 범위의 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설정하여 동

수역에서 양국이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였다(제7조).

양국 어민들은 상대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입어허가를 받아 조업을

183) 김찬규·노명준·이창위, “한일어업협정 및 한중어업협정 체결 이후 동북아 어업질서 운영방안”,

국제법학회논총 제44권 제1호(1999), 82-85면.

184) 1965년 6월 22일 도쿄에서 서명, 1965년 12월 18일 발효(동 협정의 국문·일문본은, 외교부 국

제법률국, supra note 1, 1203면 이하 참조).

185) 1998년 11월 28일 가고시마에서 서명, 1999년 1월 22일 발효(동 협정의 국문·일문본은, 외교

부 국제법률국, supra note 1, 1218면 이하 참조).

[그림 2] 舊 한 일 어업협정 수역도

(http://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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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며, 매년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어획 쿼터를 협상하도록

하였다(제3조-제6조). 그리고,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수역을 일

종의 공동어로수역(협정상 명칭은 없으나 통상 ‘중간수역’으로 지칭)으로

지정하였는바, 이는 크게 ‘동해 중간수역’(제9조 제1항) 및 ‘제주 남부 중

간수역’(제9조 제2항)으로 구분된다. 동 수역에서 한·일 양국은 기국주의

에 따라 자국법을 집행하도록 하였다(부속서 Ι 제2조).

한편, 동 협정과 함께 서명이 이루어진 합의의사록에는 한 중 일 3국

의 EEZ 권원이 중첩되는 동중국해 수역에서 중국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한 일 양국이 각각 일정사항에 대해 협력할 의향을 기록하고

있다.186) 동 합의의사록 제2조 본문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제주 남부

중간수역’의 설정과 관련하여, 동중국해의 ‘일부 수역’에 있어 일본이 제3

국과 구축한 어업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협력할 의향을 가짐을 규정하

고 있다. 여기서 동중국해의 ‘일부 수역’은 ‘제주 남부 중간수역’의 일부

로서 중국의 이해관계가 미치는 부분을 말하는바, ‘제주 남부 중간수역’

이 한 중 일 간 EEZ 주장이 경합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그 일부에서라

도 중국어민이 조업할 수 있도록 한국이 협력할 의향을 표명한 것이

다.187) 그리고, 제2조 단서는 일본이 당해 제3국과 체결한 어업협정에 관

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중 일 어업협정, 특히 중 일 잠정조치수역에 대한 한국측의 입장을 견지

함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나아가, 제3조는 동중국해의 ‘다른 일부 수역’에

있어 일본이 제3국과 구축한 어업관계 하에서 한국 역시 일정한 어업활

동이 가능하도록 일본이 제3국에 협력을 구할 의향을 규정하고 있다.188)

이는 앞서 살핀 제2조 본문에 상응하여 ‘제주 남부 중간수역’ 바깥의 일

부 수역에서 일본이 한국의 조업이익을 위하여 중국측에 협력을 구할 의

186) 동 합의의사록의 국문본은, 외교부 국제법률국, supra note 1, 1228면; 동 합의의사록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해웅, “EEZ 체제와 한일어업협정”, 서울국제법연구 제6권 제1호 (1999), 23-24면.

187) Ibid., 24면. ‘일부 수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18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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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한·일, 한·중, 중 일 어업협정 수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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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제4조는 양국 정부가 향후 동중

국해에서의 어업문제에 관하여 한 일, 한 중, 중 일 어업공동위원회를 통

하여 협의할 의향을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앞서 언급된 동중국해의

‘일부 수역’ 및 ‘다른 일부 수역’의 구체적인 범위 및 어업질서가 정해지

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하여, 한 중 일 3국의 협의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

으로 볼 수 있다.

(2) 한·중 어업협정

한·일 간에는 일찍이 어업협정 체제가 도입되어 있었던 데 반하여, 서

해 및 남해 수역에서는 1990년대 이후에도 규범의 부재로 인하여 한·중

양국 영해 12해리 이원에서 무질서한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한·중 양국 정부는 1993년 12월 정부 간 어업협상을 개시하여 2000년 8

월 3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 어업에 관한 협정’189)

(이하 “한·중 어업협정”)의 체결에 합의하게 되었다.190)

동 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제2조-제6조), ‘잠정조치수역’(제7조), ‘과

도수역’(제8조) 및 ‘현행어업활동 유지수역’(제9조)191)의 총 4개의 어업에

관한 법적 공간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 ‘배타적경제수역’은 양국 관계에서 EEZ로 간주되는, 협정수역에

서 ‘잠정조치수역’, ‘과도수역’ 및 ‘현행어업활동 유지수역’을 제외한 수역

이다(제6조). 동 수역에서 조업하고자 하는 타방당사국의 어선은 기본적

으로 일방당사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조). 그리고, 일방당사국은 매

년 타방당사국 국민 및 어선에게 허용하는 어획가능어종, 어획할당량, 조

업기간, 조업구역 및 조업조건을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제3조).192)

189) 1998년 11월 11일에 가서명, 2000년 8월 3일 베이징에서 서명, 2001년 6월 30일 발효(동 협정

의 국문·중문본은, 외교부 국제법률국, supra note 1, 1334면).

190) 정인섭, supra note 21, 644면; 박덕배, 동북아해양영토전 (블루노트, 2013), 103-104면.

191) 동 수역의 명칭으로는 ‘현행조업유지수역’, ‘현행조업질서 유지수역’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동

협정(국문본) 제9조에서는 동 수역의 지위에 관하여 ‘…현행 어업활동을 유지하며…’라고 표

현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현행어업활동 유지수역’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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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잠정조치수역’은 한 중 기국주의 원칙을 존중하여 한·중 양국이

각각 자국어선에 대한 조업허가를 실시하며, 자국 어선에 대해서만 관련

국내법령 및 집행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이다. 동 수역에서의 해양생물

자원 공동보존조치 및 양적 관리조치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양 당사국이 취하게 된다(제7조 제2항).

셋째, ‘과도수역’은 협정 발효 후 4년 후에 한·중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전환되어 당해 연안국의 배타적 어업권이 행사되는 한시적 수

역이다(제8조). 현재 동 수역은 협정 발효 후 4년이 경과한 2005년 6월

30일자로 한·중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각기 귀속되었다.193)

끝으로, ‘현행어업활동 유지수역’은 양국의 EEZ 제도 적용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서해 5도 주변수역, 즉 ‘잠정조치수역의 북단이 위치한 위

도선(37°N) 이북의 일부수역’과 양쯔강 입구 수역, 즉 ‘잠정조치수역과 과

도수역 이남의 일부수역’194)이다. 동 수역에서는 양측의 별도 합의가 없

는 한 현행 어업활동을 유지하며 자국의 어업 관련 법령을 타방당사국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9조). 이를 통해 한 중 일 3자간 복잡한 관계가 있

는 동중국해 북부수역에서의 현상유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195)

(3) 중·일 어업협정

중·일 양국 사이에도 1975년부터 양국 간 어업협정이 존재하여 왔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의 가입과 함께 양국은 1997년 11월 11일 이를

192) 그 외 일방당사국은 자국 국민 및 어선이 타방당사국의 수역에서 조업하는 경우 당해 국가의

관계법령 및 보존조치 등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양 당사국은 해양생물

자원 보존조치 등 어업에 관한 기타 조건을 지체없이 타방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제4조).

또한, 일방당사국은 자국 수역에서 자국의 관계법령이나 기타 조건을 위반한 타방당사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집행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5조).

193) 과도수역에 관한 구체적 설명은, 정해웅, “한중어업협정상 과도수역의 소멸과 서해어업질서의

변화”, 국제법 동향과 실무 Vol.4 No.2 (2005), 48-53면 참조.

194) 동 수역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본 논문 85-86면 참조.

195) 이용일, “한 중 일 3국 사이의 양자어업협정과 동중국해 어업질서”, 국제법 동향과 실무

Vol.2 No.3 (2003), 1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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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하는 ‘일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196)(이하

“중·일 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197) 동 협정 역시 각국 연안 인접 수역

을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하여 타방당사국이 연안국의 허가 하

에 입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조-제5조). 한편, 상기 한·중 어업

협정 체제와 유사하게 별도로 ‘잠정조치수역’(27°N 이북, 30°40’N 이남)을

설정하고 있다. 동 수역에서는 양국의 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어

업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며, 기국주의가 적용된다(제7조).

아울러, ‘27°N 이남 수역’에 대하여는 양국이 자국의 관계 법령을 적용

하지 않기로 하였다(제6조 (b), ‘어업에 관한 일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협정’ 제6조 (b)의 수역에 관한 서한198)). 중 일 어업공동위원회는

양국 정부에 동 수역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으며, 양국은 동 ‘권

고’를 존중하여야 한다(중 일 제11조 제2항 제1호, 제4항).

한편, 중 일 양국은 30°40’N 이북의 수역에 대하여는 한국의 EEZ 권원

을 고려하여 별도의 합의의사록199)을 통하여 한 중 어업협정상 ‘현행어

업활동 유지수역’과 같이 현행의 어업활동을 존중하는 수역을 설정하였

다. 즉, 동 수역은 제3국인 한국의 EEZ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중

일의 EEZ만이 겹치는 곳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200)

한편, 양국은 2000년 5월 중 일 장관급 회담을 통하여 동 합의의사록상

30°40’N 이북 수역의 폭은 124°45’E에서 127°30’E으로, 그 북단은 국제수

로기구에서 정한 동중국해의 북단한계선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201)

196) 동 협정의 국문가역본은, 외교부 국제법률국, supra note 1, 1372면 이하 참조.

197) 1997년 11월 11일 서명, 2000년 6월 1일 발효

198) 외교부 국제법률국, supra note 1, 1380면 참조.

199) 외교부 국제법률국, supra note 1, 1379면 참조. “2. 양 정부는 양국의 전통적이고 협력적인

어업관계를 감안하여 협정실시 및 제3국과의 어업관계 구축 시에 쌍방이 협정이 제7조 제1

항에서 규정하는 수역의 북측 경계선 이북의 동중국해 일부수역에 있어서 현재의 어업활동

을 존중하고, 타방국의 전통적 조업 및 해당수역의 자원상황을 배려하여 해당 타방국의 해당

수역에서 어업이익이 부당히 손상되는 것이 없도록 하는 의향을 표명했다.”

200) 심호진, “제주남부 중간수역 주변 해역의 한 중 일 공동 수산자원관리 방안 연구”, 월간 해양

수산 제278호 (200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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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수역에서의 어업문제의 규율

연안국은 기본적으로 상기 어업협정들에 의하여 각국의 EEZ로 인정된

수역에서 협약에 따른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배타적으로 행사하고,

협정의 당사국, 제3국을 막론하고 어업에 관한 국내법령을 집행한다. 이

에 따라 동 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권리행사의 규율은 비교적 명확하다.

하지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어업협정들이 연안국들 간 어업자원의

관리 이용을 위한 관할권 행사의 범위를 일도양단으로 구획한 것은 아니

다. 즉, 현행 어업협정들은 (i) ‘잠정조치수역’, ‘중간수역’ 등의 공동관리

수역이나 (ii) ‘현행어업활동 유지수역’과 같은 자유조업구역 개념을 도입

하고 있으며, 일응 동 수역에서 당사국들의 어업에 관한 배타적 관할권

행사는 제한된다.202)

따라서, 현행 어업협정 체제에서 어업에 관한 연안국들의 권리행사의

실제 모습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특수수역에서 연안국들 간 관계

는 어떻게 규율되는지, 그리고 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제3국과 연안국과

의 관계는 어떻게 규율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중간수역/잠정조치수역

먼저, 한반도 주변수역의 어업협정 체제 하 당사국에 의하여 공동관리

201) 이용일, supra note 195, 117면; 일본측에서는 동 수역을 소위 ‘중간수역’이라고 지칭하나(본

논문 93면, 그림 5 참조), 그 성격은 한 중 어업협정상 ‘현행어업활동 유지수역’과 동일하다.

이에 이하에서는 동 수역 역시 ‘현행어업활동 유지수역’이라고 지칭한다.

202) 이는 상기 어업협정들을 통해 구축된 잠정체제 하에서도 해당 구역에 대하여는 여전히 양국

의 어업에 관한 권리 경합을 인정한 결과라고 할 것이라 할 것이다. 경계획정 이전의 해양생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 방식은 중첩수역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체제 유지를 위해 공동 이

용·관리제도를 설정하는 ‘Gray Zone’ 방식과 사실상 공해와 유사하게 관련 어선에 대하여 자

유로운 조업을 허가하는 ‘White Zone’ 방식으로 대별하여 개념화할 수 있다(김선표·홍성걸,

supra note 15, 20면). 다만, ‘White Zone’의 경우에도 동 수역은 EEZ가 중첩되는 수역으로

200해리 이원의 공해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다만 ‘Gray Zone’보다 느슨한 공동체제

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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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이 인정되는 수역을 개관하면, (ⅰ) 한 일 어업협정상 ‘동해 중간수

역’ 및 ‘제주 남부 중간수역’, (ⅱ) 한 중 어업협정상 ‘잠정조치수역’, (ⅲ)

중 일 어업협정상 ‘잠정조치수역’ 및 ‘27°N 이남 수역’이 있다.

① 우선, 한·일 어업협정상 ‘동해 중간수역’에서 한·일 양국은 타방 국

민 및 어선에 대하여 자국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국은 한·일 어

업공동관리위원회의 협의 결과에 따른 ‘권고’를 존중하여 동 수역에서의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취한다. 만약

타방 국민 및 어선의 상기 조치 위반을 발견하면 그 사실 및 관련 상황

을 타방당사국에 통보할 수 있다(한·일 제9조 제1항, 부속서 Ι의 제2항).

② ‘제주 남부 중간수역’에서도 기본적인 사항은 위 ‘동해 중간수역’과

동일하다. 다만, 동 수역에서는 한·일 어업공동관리위원회의 ‘권고’가 아

닌 동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각국은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필요

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한 일 제9조 제2항, 부속서 Ι의 제3항 나목).

이와 같이, ‘동해 중간수역’, ‘제주 남부 중간수역’ 모두 기본적으로 한·

일 양국의 어업공동위원회에 의한 공동관리와 기국에 의한 규범집행이

인정된다. 다만, ‘동해 중간수역’에 대한 어업공동위원회의 협의 결과는

단지 권고적 성격을 가지므로 입법적 측면에서 잠정체제의 규율 강도가

‘제주 남부 중간수역’에서보다 더 낮게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203)

③ 한편, 한·중 어업협정상 ‘잠정조치수역’ 내에서 한·중 양국은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동의 보존조치 및 양적 관리조치를 취

한다(한 중 제7조 제2항). 다만, 각국은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만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각국은 타방 국민 및

어선이 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 해당 국민

203) 이는 한 일어업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을 규정한 동 협정 제12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12조 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협의결과를 양 체약국에 권고한다. 양 체

약국은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한다. 마.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수역(필자주 : 동해 중간수역)

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는 제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필

자주 : 제주 남부 중간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

고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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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어선의 주의를 환기하고, 타방당사국에 해당 사실 등을 통보할 수 있

다(한 중 제7조 제3항).

동 수역은 앞서의 ‘동해 중간수역’, ‘제주 남부 공동수역’과 비교해 볼

때, (a) 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을 위반한 타방당사국 국민 및 어선에 대

하여 주의환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또한, (b) 어업

공동위원회의 권한을 ‘권고’가 아닌 ‘결정’의 수준까지 인정204)한다는 측

면에서는 일응 ‘제주 남부 중간수역’과 유사하다. 이에 동 수역은 한·일

어업협정상 ‘제주 남부 중간수역’보다 좀 더 강화된 또는 그와 유사한 수

준의 잠정공동관리수역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④ 중 일 어업협정상 ‘잠정조치수역’ 내에서 중·일 양국은 중 일 어업

공동위원회에서의 ‘결정’에 따라 보존조치 및 양적 관리조치를 취한다(중

일 제7조 제2항). 각국은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만 단속, 기타 필

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타방 국민 및 어선이 어업공동위원회의 ‘결

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에 대해 해당 국민 및 어선

의 주위를 환기함과 동시에 타방당사국에 대하여 그 사실 및 관련 상황

을 통보할 수 있다(중 일 제7조 제3항). 동 수역의 규율체제는 사실상

한·중 어업협정상 ‘잠정조치수역’의 그것과 거의 동일하다.

⑤ 끝으로, 중 일 어업협정상 ‘27°N 이남 수역’에 있어 중·일 양국은

해당 수역에서의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서로 통보하였다.205) 한편, 중 일 어업공동위원회는 양국 정부에 동 수역

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으며, 양국은 동 ‘권고’를 존중하여야 한다

(중 일 제11조 제2항 제1호, 제4항).206) 동 수역은 중·일 어업협정상 ‘잠

204) 한 중어업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을 규정한 동 협정 제13조 제2항 제3호는 동 위원회의

임무 중 하나로, “제7조(필자주 : 잠정조치수역) 및 제8조(필자주 : 과도수역)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205) 어업에 관한 일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협정 제6조 (b)의 수역에 관한 서한(외교부 국제

법률국, supra note 1, 1380면).

206) 제11조

2. 어업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제3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 및 제6조(b)의 수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 각 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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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치수역’보다 잠정체제의 규율 강도가 더욱 완화된 수역이다. 한편,

어업공동위의 협의 결과에 권고적 성격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한·일 어

업협정상 ‘동해 중간수역’과 유사하다.

나. 현행어업활동 유지수역

한·중 어업협정상 ‘현행어업활동 유지수역’은 협정 발효 이전부터 지속

되던 한·중 양국의 어업활동을 종전대로 유지하게 되는 수역이다. 동 수

역에서 한·중 양국은 종전의 어업질서대로 조업이 가능하며(한 중 제9

조),207) 한 중 어업공동위원회 역시 동 수역에서의 어업활동에 대하여는

어떠한 권고나 결정 권한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규율체제는 중 일 어업협정상 30°40’N 이북의 ‘현행어업활동

유지수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중 일 양국은 동 수역에서 종전의 어

업질서를 유지하며(중 일 합의의사록 제2조)208), 중 일 어업공동위원회는

동 수역의 어업활동에 대하여 특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상기 수역들은 일응 한 중 어업협정 및 중 일 어업협정상 대상수역에

는 포함되어 있지만, 동 수역이 한 중 일 3국의 권원이 복잡하게 중첩될

수 있어 잠정약정 체제 자체가 사실상 규범의 공백 상태를 용인한 부분

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동 수역들에서도 한 중 일이 모두 가입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한 규율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 정부에게 권고한다. …

4. 양 체약국 정부는 2(1)의 권고를 존중하고, 2(2)의 결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07) 제9조 양 체약 당사자는 제7조제 1항에 지정된 잠정조치수역의 북단이 위치한 위도선 이북의

인근수역과 제7조 제1항에 지정된 잠정조치수역 및 제8조 제1항에 지정된 과도수역 이남의

일부 수역에서는 양 체약 당사국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현행 어업활동을 유지하며 어

업에 관한 자국의 법령을 타방 체약당사자의 국민과 어선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208) 제2조 양 정부는 양국의 전통적이고 협력적인 어업관계를 감안하여 협정실시 및 제3국과의

어업관계 구축시에 쌍방이 협정이 제7조 1에 규정하는 수역의 북측 경계선 이북의 동지나해

일부수역에 있어서 현재의 어업활동을 존중하고, 타방국의 전통적 조업 및 해당수역의 자원

상황을 배려하여 해당 타방국의 해당수역에서 어업이익이 부당히 손상되는 것이 없도록 하는

의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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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어업협정상 한반도 주변수역의 각 수역별 특징>

한편, 어업에 관한 권리행사 규율문제와 별도로, 한 중 어업협정상 ‘현

행어업활동 유지수역’은 그 범위 자체가 다소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동 협정 제9조에서 “잠정조치수역의 북단이 위치한 위도선 이북의

일부 수역”과 “잠정조치수역과 과도수역 이남의 일부 수역”을 ‘현행어업

활동 유지수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 협정 및 그 부속문서상

위 ‘일부 수역’의 명확한 좌표가 명시된 문서는 없다.210)

이와 관련하여, 동 협정 체결 후 2001년 4월 5일 한 중 양국 해양수산

부 차관급 회담에서는 상기 ‘일부 수역’의 범위에 대하여 ‘일부’ 합의가

209) 한 일 어업협정상 ‘동해 중간수역’ 및 중·일 어업협정상 ‘27°N 이남 수역’에 대하여 ‘공해적

성격의 공동어로수역’, 한 일 어업협정상 ‘제주 남부 중간수역’, 한 중 어업협정 및 중 일 어

업협정상 각 ‘잠정조치수역’에 대하여는 ‘잠정적 성격의 공동관리수역’으로 그 법적 성격을 구

분하는 견해도 있다(이창위, “동북아지역의 새 어업협정체제와 중간수역에 대한 고찰”, 국제

법학회논총 제44권 제1호 (1999), 260면).

210) 한 중 양국은 어업협정 체결과정상 서해에서의 신속한 조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우선 양국 간

조업질서 확립이 급선무인 ‘잠정조치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과도수역’에 관한 좌표 설정 후

협정에 가서명을 하였으며, ‘현행어업활동 유지수역’에 대하여는 명확한 좌표에 대한 합의 없

이 ‘일부 수역’이라는 표현을 남겨두고 추후 합의사항으로 보류해 놓았던 것으로 보인다.

어업
협정

공식명칭 수역 위치
어공위의  

권한
집행
관할

성격

한‧일 없음(소위 중간수역) 동해 중간수역 권고 기국

공동

관리

수역
209)

한‧일 없음(소위 중간수역) 제주 남부 중간수역 결정 기국

한‧중 잠정조치수역 서해 결정
기국

(주의환기)

한‧중 과도수역
※2005. 6 EEZ로 편입

서해 결정 기국

중‧일 잠정조치수역 27°N - 30°40’N 결정
기국

(주의환기)

중‧일 없음 27°N 이남 권고 기국

한‧중 현행어업활동

유지수역

서해5도

/양츠강

권한

없음
기국 -

중‧일 없음 30°40’N 이북
권한

없음
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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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211)

동 회담에서의 주요타결 내용은, (ⅰ) ‘현행어업활동 유지수역’의 남측

한계선은 한 일 간 ‘제주 남부 중간수역’보다 더 남쪽으로 확장한

29°40’N으로 하되, (ⅱ) 30°35’N 이남 및 124°45’E 이서의 수역(소위 “양

쯔강 보호수역”)에서는 한국어선도 하절기 휴어(6월 16일부터 9월 16일

까지 저인망 안강만 조업금지)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ⅲ) 한국측 과도

수역 이동의 32°40’N 이북의 수역은 한국의 EEZ로 간주한다는 것이었

다.212) 그리고, 이어서 해양수산부는 2001년 6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고시’(해양수산

부 고시 제2001-44호)213)를 발표하여 동 고시 제3조에 상기 내용 (ⅰ),

(ⅱ)를 그대로 반영하게 되었다.214)

이러한 추가합의에 기존 협정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한 중 ‘현행어업활

동 유지수역’ 중 남서해 부분의 경우, 그 남쪽한계는 29°40’N이고, 북쪽

으로는 중국측 과도수역의 하단선인 31°50’N, 협정상 잠정조치수역의 하

단선 및 한국측 과도수역의 하단선인 32°11’N, 한국측 과도수역 이동의

32°40’N을 잇는 선이 한계선이 된다는 점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본 논

문 77면 [그림 3] 참조). 이에 더하여, 한국어선에 대하여도 하절기휴어

가 실시되는 양쯔강 보호수역의 경계인 124°45’E를 일종의 서쪽한계로

이해하더라도 동쪽한계선 자체는 여전히 분명치 아니하다.

211) 한 중 어업협정은 동 회담에서 당시 현행어업활동 유지수역 및 연차별 세부 조업조건을 최종

타결한 후, 2001년 6월 30일 공식발효하였다(해양수산부, 2001년도 수산업 동향에 관한 연차

보고서 (2001), 266면).

212) Ibid., 267면.

213) 대한민국 관보 제14836호, 2001. 6. 27.

214) 제3조 (현행조업유지수역에서의 조업활동) ① 협정 제9조에 규정된 제7조제1항의 잠정조치수

역 및 제8조제1항의 과도수역 이남의 일부수역(이하 "남부현행조업유지수역"이라 한다)의 남

쪽한계선은 북위 29도40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남부현행조업유지수역에서 조업하는

다음 각 호의 어선은 북위 30도35분의 위도선과 북위 29도40분의 위도선 사이의 수역 중 동

경 124도45분 이서의 수역에서 매년 6월1일 정오 12시부터 9월16일 정오 12시까지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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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권리행사의 실제

상기 특수수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실제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연안국들의 어업에 관한 권리행사의 양상을 살펴본다.

(1) 이어도 주변수역

이어도 주변수역은 기본적으로

한 중 어업협정상 ‘현행어업활동

유지수역’에 해당된다.215) 하지만,

한 일 어업협정상 ‘제주 남부 중간

수역’ 및 중 일 어업협정상

30°40’N 이북의 ‘현행어업활동 유지

수역’ 역시 인접 또는 중복하여 설

정되어 있어, 일응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예컨대, [그림 4]216)에서

‘A 수역’, ‘B 수역’은 한 중 ‘현행어

업활동 유지수역’ 및 중 일 ‘현행어

업활동 유지수역’이 중복하여 설정

되어 있는 수역이다. 그리고, ‘D 수

역’, ‘E 수역’은 여기에 더하여 한

일 ‘제주 남부 중간수역’이 중복하

여 설정되어 있다.

본격적인 수역별 권리행사의 규율양상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이와 같

이 양자 간 어업협정상 특수수역들이 중첩되어 설정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별 양자 간 어업협

215)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 중 간 ‘현행어업활동 유지수역’의 동쪽 한계선 자체가 불분명한 문

제가 있다. 이하의 분석은 동쪽 한계선을 가정적으로 획선하여 분석한 것임을 밝힌다.

216) 동 그림상 중 일 어업협정상 30°40’N 이북의 ‘현행어업활동 유지수역’의 한계선은 표시되지 않

고 있으나, 실제 그림상의 수역 대부분이 이에 포함된다(본 논문 80면 및 93면 [그림 5] 참조).

[그림 4] 이어도 주변수역도 (박영길, “이어도

해역에서의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 문

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전

략연구소 주최 ‘이어도 문제의 재조명’

세미나 발표자료 (2014. 7. 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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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들은 당사국 간 EEZ 권원이 중복된다고 여겨질 경우, 해당 수역을 공

동관리수역, 자유조업수역 등의 일정한 특수수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

렇다면, 예를 들어 한국이 한 중 어업협정상 ‘현행어업활동 유지수역’을

설정하고, 그와 중복되게 한 일 어업협정상 ‘제주 남부 중간수역’을 설정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다시 말해, 개별 양자 간 어업협정으로 이미

한국과 중국의 중첩수역으로 인정한 수역에 다시 한국과 일본의 중첩수

역을 인정하는 것이 일종의 모순 내지 충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

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할 것은 개별 양자 간 어업협정상 특수수역을 설

정하였다고 하여, 동 수역이 어업협정의 당사국 사이에서만의 중첩수역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당장은 경계획정이 되지 않았지

만 종국적으로는 양국 중 일국의 EEZ로 귀속될 수역임을 항상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단편적으로 ‘중첩수역’이라고 하면 두 국가 간의 권리 주장이 중복되는

수역을 상정할 수 있으나,217) 세 국가 이상의 권리 주장이 중복되는 수

역도 존재할 수 있다.218) 그리고, 이러한 수역에서의 해양이용에 관한 잠

정약정은 해당 수역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 전체가 참여

하여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국가들 간 외교적 관계, 구체적인 수역별 이해관계

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세 국가 이상의 이해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수역

에 대한 이용 문제라도 우선적으로는 전체 관련국 간 일괄 교섭이 아닌

217) 한반도 주변수역의 지리적 특성상, 일응 한 일 ‘동해 중간수역’, 한 중 ‘잠정조치수역’의 경우

에는 두 국가 간 권리 주장이 중복되는 수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한 중 ‘현행어업활동

유지수역’, 한 일 ‘제주 남부 중간수역’, 중 일 ‘현행어업활동 유지수역’, ‘잠정조치수역’ 중 일

부의 경우에는 한 중 일 삼국의 EEZ 권원이 중첩되는 수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218) 소위 3개의 경계선이 만나는 지점인 Tri-junction 도출사례(노르웨이-영국-덴마크 간, 덴미크

-독일-영국 간, 독일-네덜란드-영국 간, 인도네시아-말레이지아-태국 간, 스리랑카-인도-몰

디브 간 등), 북해대륙붕사건과 같이 해양경계획정사건에서 3개 이상의 국가가 관여하게 되

거나 제3자 소송참가 등이 문제되는 현상도 대상수역에서 경계획정의 당사국이 3개 이상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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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인 양자 간 교섭을 통하여 논의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제주 남부의 동중국해 수역 역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한 중 일 3

자 간 중첩수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앞서 살핀 한 일 어업협정상 ‘합의의사록’, 중 일 어업

협정상 ‘합의의사록’과 같이 해당 수역에 이해관계가 있지만 협상의 당사

자로 관여하지 못한 국가와의 관계를 고려한 추가적 합의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또한, 후술하는 ‘제주 남부 중간수역’의 범위에 관한 한

일 어업협정 제9조 제2항의 해석 문제219)와 같이, 일응 양국 간의 권리

주장이 중첩되는 수역의 경우에도, 제3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양국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 내용 자체를 모호하게 하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 중, 한 일, 중 일 어업협정상 각종 특수수역들이 상호

중첩적으로 설정된 것은 경계획정이 필요한 대상수역에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이 세 국가 이상임에도 우선적으로 개별국가들 간 양자협정을 체

결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개별

양자협정 간 내용이 상호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것도 아니다.220)

한편, 한 일, 한 중, 중 일 어업협정의 경우는 아니지만, 세 국가 이상

의 EEZ 권원이 중첩되는 수역에서 이해관계국의 해양이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특정 양국만이 배타적으로 관리 이용하는 특수수역을 설정하는

양자조약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해당 조약은 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 대하여는 그 동의 없이 구속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해당 조약에 따른 집행(예컨대, 이해관계국 어선의 특수수역 내

조업의 단속 등)의 결과 그 제3국의 권리침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이 경우, 제3국은 해당 조약이 자국에 대한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며, 권리침해에 따른 책임추궁 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며, 문제

219) 본 논문 93-94면 참조.

220) 실제적인 집행 문제와 관련하여, 개별 양자 간 어업협정에 의하여 설정된 특수수역들의 충돌

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문제는 없는지, 비교법적 측면에서 잠정약정으로 설정된 특수수

역들 간 중복 사례 등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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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교섭 내지 사법적 해결을

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어도 주변수역의 수역별 권리행사의 양

상을 살펴보면, 우선 ‘A 수역’은 한 중 어업협정상 ‘현행어업활동 유지수

역’에 해당하므로 한 중의 어선들은 자유로운 조업을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제3국 어선은 연안국(한 중 양국/한국 또는 중국)221)의 허가 없

이는 동 수역 내 조업이 불가능하며, 만약 허가 없이 조업할 경우 한국

이나 중국 당국은 동 선박에 대하여 정선, 승선, 검색, 나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의「배타적 경제수역법」제5조 제2항은 관계국

과의 가상 중간선 이원에서는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므로

한국은 동 수역에서 허가없이 조업하는 제3국 어선에 대한 관할권 행사

를 자제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일본 어선의 경우, 동 수역은 중 일 어

업협정상 ‘현행어업활동 유지수역’에 포함되므로 중국에 대하여는 별도

조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B 수역’은 ‘A 수역’과 마찬가지로 한 중 어업협정상 ‘현행어업활동 유

지수역’에 해당되어 한 중의 어선들은 자유조업이 보장된다. 하지만, 제3

국의 어선은 그 조업을 위하여 A 수역과 마찬가지로 연안국(한 중 양국

/한국 또는 중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동 수역은 한 중 가상중

간선 내 수역으로 한국은 자국의 동의 없이 제3국 어선이 동 해역에서

조업할 경우, 상기「배타적 경제수역법」제5조 제2항의 제한 없이 동 어

선에 대하여 정선, 승선, 검색, 나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A

수역’과 마찬가지로 동 수역은 중 일 어업협정상 ‘현행어업활동 유지수

역’에도 포함되므로, 일본 어선의 경우에는 중국측에 대하여 별도 조업허

가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C 수역’은 한 중 어업협정상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속하는 수역

221) 한 중 양국의 EEZ 경계획정이 이루어져 있지 아니하여 동 수역 내에 조업하고자 하는 제3국

은 한 중 양국 또는 해당 수역이 그 EEZ로 귀속된다고 판단하는 어느 일국에 어업에 관한

허가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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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한 일 어업협정상으로도 ‘제주 남부 중간수역’ 외측의 한국측 수역

이므로 한국의 EEZ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 수역에 입어

하고자 하는 외국 어선들은 중국 일본의 어선을 포함하여 한국 당국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 수역은 중 일 어업협정상으로는 ‘현

행어업활동 유지수역’에 포함되므로, 중 일 상호 간에는 자유로운 조업이

가능할 것이다.222)

‘D 수역’은 한 중 어업협정상 ‘현행어업활동 유지수역’, 한 일 어업협정

상으로는 ‘제주 남부 중간수역’, 중 일 어업협정상으로는 ‘현행어업활동

유지수역’에 속하는 수역이다. 동 수역에서 한국 어선은 한 일 어업협정

에 의하여 한 일 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한국 당국이 취하는 조

치를 준수하며 조업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 어선은 한 일 어업공동위원

회의 결정에 따라 일본 당국이 취하는 조치를 준수하며 조업할 수 있다.

중국 어선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한 중 어업협정, 중 일 어업협정에 따

라 자유 조업이 가능할 것이다.223)

동 수역에서 한 중 일 삼국은 각각 한 중, 한 중, 중 일 어업협정의 당

222) 동 수역이 중 일 어업협정상 ‘현행어업활동 유지수역’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동 수역에서 한

국측이 자국의 허가 없이 조업하는 일본 어선을 나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이론상 제기

될 수 있다. 즉, 일본 어선이 동 수역은 중 일 어업협정상 ‘현행어업활동 유지수역’임을 이유

로 한국측의 허가 없이 조업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한국측에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결론

적으로, 동 수역에서 일본 어선의 경우,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 일 어업협정이 적용되

므로 실제적으로 동 수역이 중 일 어업협정상 ‘현행어업활동 유지수역’이라는 점을 이유로 한

국측의 조업허가를 면제받을 수는 없을 것이며, 한국측은 자국의 허가 없이 조업하는 일본어

선을 나포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핀 ‘B 수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표면적으로 한 중,

한 일, 중 일 상호 간 어업협정이 일응 충돌을 일으키는 듯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한

일, 한 중 사이에는 동 수역을 한국측 EEZ로 인정하고 있지만, 중 일 사이에서는 동 수역에

도 마치 양국의 EEZ 권원이 미치는 것과 같이 양국 간 어업협정체제의 대상수역에 포함시키

고, ‘현행어업활동 유지수역’으로 설정하여 양국 간 기존의 어업질서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 일 간 ‘현행어업활동 유지수역’이 반드시 중 일 양

국 간의 중첩수역, 즉 당장은 경계획정이 되지 않았지만 종국적으로는 중 일 양국 중 일국의

EEZ로 귀속될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어업협정 상호간 충돌문제는 실질

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223) 한 중, 중 일 어업협정에 따를 때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 어선 및 일본 어선 역시 자유조업

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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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국이 아닌 한 중 일 이외 제3국 어선의 동 수역 내 조업에 대하여 자

국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할 여지가 있다. 다만, 일본은 자국의「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제1조 제2항에 따라, 양국 연안 간 중

간선이 200해리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중간선까지를 자국의 EEZ로 간

주한다. 따라서, 동 수역에서 조업하는 제3국 어선에 대하여 일본이 자국

의 관할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이다.

‘E 수역’의 법적 지위와 동 수역에 적용되는 법률관계는 기본적으로

‘D 수역’과 동일하다. 다만, 동 수역은 한·일 가상중간선을 기준으로 일

본측에 속하기 때문에 앞서「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본 역시 동 수역에서 조업하는 한 일, 중

일 어업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제3국 어선에 대하여 자국의 관할권을 행

사할 수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 경우 제3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하여 한 중 일 중 어느 국가가 관

할권을 행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동 수역에서 한 중

일은 현재 해양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비교적 자

국의 관할권 행사에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제주 남부 수역의 특수 문제

앞서 살펴본 이어도 주변수역 이외에 제주 남부 수역 중에도 중 일

‘잠정조치수역’의 상단부와 한 일 ‘제주 남부 중간수역’ 하단부 일부, 그

리고 한 중 ‘현행어업활동 유지수역’의 일부가 겹치는 곳이 발생하기도

한다. 다만, 동 수역에서도 몇 가지 특수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바, 이하

에서는 이에 대하여 간략히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한 일 양국 간 ‘제주 남부 중간수역’의 범위에 관하여 이견이 존

재한다. 한국은 한 일 어업협정 제9조 제2항의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의 최남단의 위도선 이북’을 한국측 마라도로부터 200해리 지점을

연결하는 선인 29°45’N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일본은 중 일 ‘잠정조치수

역’의 북부한계선인 30°40’N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한국측 주장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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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중 일 ‘잠정조치수역’과 한 일 ‘제주 남부

중간수역’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 반면, 일본측 주장에 따

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24)

이와 같은 이견이 발생

한 것은 한 일 어업협정

체결 이전 일본이 중 일

어업협정을 체결하여 중

일 잠정조치수역의 북방

한계를 먼저 30°40’N으로

합의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225) 하지

만, 한 일 어업협정 제9

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최남

단의 위도선 이북의 수

역’이라고 표현하여, 명확

한 위도를 표기하지 아니

하고 있다. 이러한 모호

한 표현은 한 일 간의 해석의 차이를 허용하기 위한 ‘의도된 모호성

(calculated ambiguity)’이라는 평가도 있다.226)

한편, 한 일 어업협정과 별도로 서명된 합의의사록 제2항은 “대한민국

정부는 협정 제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의 설정과 관련하여, 동중국해

224) 일본어업조정사무소측 어업협정 수역도([그림 5])를 살펴보면, 한국측 어업협정 수역도(본 논

문 77면 [그림 3])과 달리 한 일 ‘제주 남부 중간수역’의 하단선이 30°40’N에 설정되어 중 일

‘잠정조치수역’과의 중첩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225) 실제 중 일 어업협정은 1997년 11월 11일, 한 일 어업협정은 1998년 11월 28일 서명되어 한

중 어업협정이 1년여 빨리 서명되었다. 다만, 발효일은 한 일 어업협정이 1999년 1월 22일,

중 일 어업협정이 2000년 6월 1일로서 한 일 어업협정이 더 빨리 발효되었다.

226) 김영구, “한일 한중 어업협정의 비교와 우리의 당면과제”, 국회해양포럼 발표문 (2001. 6. 20.), 24면.

[그림 5] 일본측 어업협정 수역도

(http://www.jfa.maff.go.jp/sakaiminato/

sigen/img/zu_zannteisuiik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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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부 수역에 있어서 일본국이 제3국과 구축한 어업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일본국 정부에 대하여 협력할 의향을 가진다. 다만, 이는 일본국

이 당해 제3국과 체결한 어업협정에 관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

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

하고 있다.

특히, 동 규정 단서는 한 일 어업협정 체제와 그 전에 성립된 중 일

어업협정 체제와의 저촉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즉 일응 한국측이 주

장하는 남측한계에 따른 한 일 ‘제주 남부 중간수역’과 중 일 ‘잠정조치

수역’의 중첩을 염두에 두고 양자의 조화를 꾀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

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227) 이와 관련하여, 실제 한국 정부는 30°40’N 이

남에 위치한 중 일 ‘잠정조치수역’에 대해서는 동 수역 내 우리의 EEZ

권원이 미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우리어선의 조업에 지장을 주

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견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록 협정상 ‘제주 남부 중간수역’의 남측한계에 관한 불명

확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동 수역에서는 합의의사록 규정에 따라 한

일 양국 상호 간 한국의 중 일 어업협정에 대한 입장을 해하지 않는 것

으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한국측은 30°40’N 이남 및 29°45’N 이북 수역

에서의 한국 어선의 조업에 대하여도 기국주의가 적용된다는 주장을 개

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동 수역에서 일본이 자국의 해석(즉, 한 일 ‘제주 남부 중간

수역’의 최남단이 30°40’N 선이라는 해석)에 따라 한국어선의 조업을 불

허하고 나포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이에 대해 한국측은 한 일 어업협

정의 위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동 수역이 한 중 어업협정상 ‘현행어업활동 유지수역’에 해당함을 이유로

기존의 어업질서대로 한국측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있

을 것이다.

227) 관련 논의는 Sun Pyo Kim, supra note 15, p.264; 이용일, supra note 195, 10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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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제주 남부 수역에서 한 중, 한 일, 중 일 어업협정과 각국의

국내법상 관할권 행사 규정들과의 관계에서 한국어선의 조업 및 단속 가

능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한 중 ‘현행어

업활동 유지수역’과 한 일 ‘제주 남부 중간수역’이 겹치는 수역으로서

29°45’N까지는 기국주의가 적용되어 한국 어선은 중 일의 단속을 받지

않을 것이다. (ⅱ) 하지만, ‘제주 남부 중간수역’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현행어업활동 유지수역’에 포함되는 29°40’N부터 29°45’N까지의 수역에

서는 비록 중국이 한국의 조업을 인정하더라도 일본이 주장하는 중간선

이동 수역에서의 조업은 일본의 입어허가 및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ⅲ) 끝으로, 한 일 ‘제주 남부 중간수역’, 한 중 ‘현행어업활동 유지수역’

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29°40’N 이남의 중 일 ‘잠정조치수역’에서는 한국

어선은 중 일 양국 또는 일국의 관할권 행사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228)

이와 같이 ‘제주 남부 중간수역’ 및 그 주변수역의 경우, 한 중 일 삼

국이 각자 양자적으로 체결한 어업협정들이 공간적으로 중복되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동 수역은 한․중․일 삼국 간 EEZ가 중복되는 수역

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삼국 간 어업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를 위하여

향후 삼국 간 중첩수역에 대한 공동관리체제의 확정 또는 Tri-junction229)

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230)

(3) 평 가

이상 어업협정에 따른 특수수역에서의 어업관계에 대한 규율양상 및

228) 협정상 수역 및 각국이 주장하는 중간선 등을 감안한 상세 구역별 분석은 Young-Gil Park,

DILA 25th Anniversary International Conference ‘International Law in the Courts of Asia’

발표자료 (2014. 10. 3.) 참조.

229) 동중국해 해양경계획정의 핵심은 한․중․일 삼국간 교차점인 Tri-junction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으로, 삼국 간 어업협정 체제의 해석에 따르면 동 지점은 30°40’N 선 이남의 ‘제주

남부 중간수역’ 박스 내에 있다고 추정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중 ‘현행어업활동 유지수

역’의 남단점이 한국 200해리 보다 먼 29°40’N 선까지 내려간 점에 대하여는 상당한 개가라

는 평가도 있다(이용일, supra note 195, 120면).

230) 이창위, supra note 209, 267-2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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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주변수역, 제주 남부 수역에서의 어업에 관한 권리행사의 실제

사례를 통해 다음의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인다.

① 하나는, 한반도 주변수역 가운데, 한 중 어업협정, 한 일 어업협정,

중 일 어업협정만의 대상수역의 경우 적용되는 협정의 내용에 따라 연안

국의 어업에 관한 권리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도출될 수 있다는 점, ②

또 하나는, 비록 공간적으로 국가들 간 잠정약정 체제가 중복되는 복잡

한 수역이 있더라도, 연안국은 조약의 상대성 원칙231)과 자국의 국내법

에 근거하여 이론상 그 권리행사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는 점, ③ 다

만, 한 중 일 삼국의 EEZ 권원이 중첩되어 특수수역이 복잡하게 중복

설정되어 있는 제주 남부 동중국해 일부 수역의 경우, 일응 어업에 관한

잠정약정 체제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종국적으로는 삼국 간 합의에 의한

Tri-junction에 대한 합의 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상의 점들을 종합하면,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한반도 주변수역에

서 잠정약정들이 어업 문제에 있어 연안국 간 권리행사의 경합 문제 해

결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잠정약정의 공백 영역에서의 각종 문제

가. 개 관

현재 한 일, 한 중 간 어업에 관한 잠정약정 체제의 틀이 갖추어져 있

음에도 잠정약정의 공백은 여전히 존재한다. 아울러, 이로 인하여 다음의

문제가 발생한다.

① 한·중 어업협정상 ‘현행어업활동 유지수역’과 같은 자유조업수역에

서의 자원보존 관리 문제, ② 잠정약정의 구속을 받지 않는 제3국 선박

231) 잠정약정 역시 통상의 조약과 마찬가지로 제3국에 대하여 여하한 권리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4조는 “조약은 제3국에 대하여 그 동의

없이는 의무 또는 권리를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소위 pacta tertiis nec nocent nec

prosunt). 다만, 잠정약정에 의하여 사실상 이익을 침해받는 제3국의 피해구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다(잠정약정과 제3국의 관계에 관하여는 Sun Pyo Kim, supra note 15, p.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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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규율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 가운데, 첫 번째는, 비록 잠정약정이 존재하지만 해당 수역에 대한

실질적 규율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규율이 느슨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이다. 실제 한·중 어업협정상 ‘현행어업활동 유지수역’인 서해 5도

주변수역과 이어도 주변수역은 중국 어선에 의한 어족자원 남획이 크게

우려되어 왔다.232)

그리고, 두 번째는, 잠정약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제3국에 대한 규율체

제가 부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중국 어선

이 서해-남해-동해-북한 수역으로 이동하여 조업하는 과정에서 일어나

는 불법조업 문제도 새로이 대두되고 있다.233)

한편, 이와 별도로 현실적으로 한·중 어업협정상 ‘잠정조치수역’, 한·일

어업협정상 ‘중간수역’에서와 같이 어업공동위원회에 의한 공동관리체제

가 수립되어 있는 수역에서의 불법조업 문제도 제기된다. 다만, 이 문제

의 경우 규범의 부재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기국주의의 적용이라는 단

속체제의 특성상 엄격한 규제의 실시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실상 문제로서 본 논문에서 이를 다루지는 않는다.234)

232) 연합뉴스, “서해5도 시민단체 중국어선 불법조업 소송 모금운동”, 2014. 3. 19.; 연합뉴스, “중

국어선 휴어기 불법조업…서해5도 어민 피해 급증”, 2014. 6. 17.

233) 연합뉴스, “중국, 동해 북한수역 조업 1년만에 재개할 듯”, 2014. 5. 26.; 서울신문, “中어선 동

해까지 점령…어민들 깊은 시름”, 2014. 7. 5.

234) 최근 한국 정부 내에서는 한 중 어업협정 체제 하에서도 계속 발생하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

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 어선의 ‘몰수, 폐선’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꽃게 휴어기

(12월-이듬해 3월)를 앞두고 2-3천에 이르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서해 전역에서 극심

해지고 있으며, 중국 어선들이 치어까지 싹쓸이하고 한국 어민들의 어구와 어망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경향신문, “‘더 이상 못 참아’ 정부, 중국 불법조업 어선 몰수, 폐선 검토”,

2014. 11. 20.). 아울러, 2014년 10월 10일 한국해경의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과정에서 발생

한 중국어선 선장 사망사고 등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2014년 10월 28일부터 31일 사이에

개최된 제14차 한 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는 한 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2014년 내 공동순시에

도 합의를 하였다고 한다(뉴데일리경제, “한 중 불법어업 지도선 공동순시 연내 시행키로”,

2014. 11. 3.). 이처럼 중첩수역에서의 대표적인 협력체제인 ‘어업협정’이 있다고 해서 어업의

문제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다만, 한국의 EEZ나 한 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 어선

의 불법조업의 상당수는 한국 국내법의 집행(한국 EEZ 내) 및 기국주의에 기한 단속상 문제

점(한 중 ‘잠정조치수역’ 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어업협정 자체의 문제라고 보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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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행어업활동 유지수역에서의 자원보존 관리

(1) 자원보존·관리를 위한 협력·교섭 의무

한 중 어업협정상 ‘현행어업활동 유지수역’에서는 동 협정 제9조에 따

라 어업에 관한 일국의 법령을 타방당사국의 국민과 어선에 적용할 수

없다. 즉, 중국의 국민과 어선에 대하여 한국의 어업에 관한 법령이 적용

될 수 없다. 반대로 한국의 국민과 어선에 대하여도 중국의 어업에 관한

법령이 적용될 수 없다. 더구나, 양국의 어업공동위원회 역시 동 수역의

어업문제에 관하여는 권고나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이와 같이, 관련국 간 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른

많은 애로로 인하여 자원관리형 어업제도의 도입이 유예된 수역을 소위

‘백색수역’(White Zone)이라 한다.235) 그리고, 이러한 수역에서는 일응

‘공해자유의 원칙’에 의한 어족자원 개발이 계속됨에 따라 생물자원의 보

존·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동 수역에서는 양국이 합의로 어업에 대하여 쌍방의 법령 적용

을 면제하기로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엄밀하게 동 수역의 법적 지위를

연안국 쌍방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이원에 있는 공해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어업에 관한 연안국의 법령이 타방에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을 제외하고 동 수역의 지위 자체는 각 연안국의 입장에서 여전

히 각 연안국의 EEZ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동 수역이 각 연안국의 EEZ에 해당함을 전제로 유엔해양법

협약상 EEZ에서의 생물자원관리를 위한 제반 규정들 역시 그대로 적용

될 수 있다. 또한, 어업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제3국의 국민이나 어선에

앞서 이어도 주변수역과 제주 남부 수역에서는 관련국들 간 복잡하게 관할권 경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정작 동 수역에서만 심각한 불법조업 및 그 단속을 둘러싼 문

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35) 김영구, supra note 226, 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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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여전히 연안국의 관계 법령이 적용될 수 있음도 물론이다.

이에 따라, 한·중 어업협정상 ‘현행어업활동 유지수역’에서의 자원남획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 역시 유엔해양법협약 제61조 이하의 규정에

서 찾을 수 있다.

협약상 연안국은 자국 EEZ에서 남획으로 인하여 생물자원 유지가 위

태롭게 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존·관리 조치를 보장하고, 적절한 경

우, 권한있는 소지역적·지역적 또는 지구적 국제기구는 이를 위하여 협

력하여야 한다(제61조 제2항). 아울러, 상기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면서

EEZ에서 생물자원의 최적이용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제62조 제1항). 따

라서, ‘현행어업활동 유지수역’에서는 비단 양국의 어업에 관한 국내법령

이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여전히 협약상 상기 규정들에 의하여 한·중 양

국은 생물자원의 유지를 위한 적절한 보존·관리 조치 의무가 있다.

특히, 협약은 동일어족이나 연관된 어종의 어족이 2개국 이상 연안국

의 EEZ에 걸쳐 출현할 경우 그리고 동일어족이나 이와 연관된 어종의

어족이 EEZ와 그 바깥 인접수역에 걸쳐 출현하는 경우, 연안국들은 직

접 또는 지역기구 등을 통하여 이러한 어족의 보존과 개발을 조정·보장

하는 데 필요한 조치에 합의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63조

제1·2항). 이는 협약 제61조와 제62조의 일방적인 연안국의 생물자원 보

존의무를 보충하여 관련 연안국이 협상을 개시하고 성실하게 협상에 임

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236) 또한, 협약은 폐쇄해

또는 반폐쇄해237) 연안국에 대하여 협약에 따른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있어 협력의무를 부여하고 있기도 있다(제123조). 여기에 덧붙여, 앞서

살핀 협약 제74조 제3항상 최종 해양경계획정 이전에 잠정약정의 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최종 경계획정합의를 위태롭게 하거나 저해하지 아니할

236) Nadan & Rosenne, supra note 78, p.646; E. D. Brown, supra note 55, p.227.

237) 폐쇄해 또는 반폐쇄해는 두 나라 이상의 해안으로 둘러싸이고 좁은 출국에 의하여 다른 바다

나 대양에 연결되거나, 또는 전체나 그 대부분이 2개국 이상 연안국의 영해와 EEZ로 이루어

진 만, 내만 또는 바다를 말한다(협약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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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역시 동 수역에서 여전히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한 중 어업협정은 그 전문에서 “양국이 유엔해양법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동관심사항인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해상에서의 정상적인 조업질서를 유지”하며, “어업분야에서

의 상호협력을 강화 증진”하기 위하여 동 협정을 체결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 동 협정 전문의 규범성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에 나타난 어

업자원 보존과 이용을 위한 협력의 정신과 취지는 ‘현행어업활동 유지수

역’에서의 생물자원의 보존 관리 의무 및 이를 위한 교섭 협력 의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이상의 점들을 종합할 때, ‘현행어업활동 유지수역’과 같은 ‘백색수

역’(White Zone)에서도 한·중 양국의 어업자원 보존·관리 의무와 이를

위한 협력·교섭의무는 충분히 도출가능하다. 이는 한·중 어업협정의 대

상수역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한·중 간 연안수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 근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엔해양법협약 제61조 이하의 생물자

원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과 제74조 제3항 등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어도 주변수역이나 서해 5도 주변수역의 ‘현행어업활동 유

지수역’에서 중국 어선의 무분별한 일방적 조업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국은 어업자원의 고갈, 남획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중국

선박의 해당 수역에서의 조업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나

아가, 한국은 중국측에 동 수역에서의 생물자원 보존·관리를 위한 협의·

교섭을 요구할 충분한 근거도 있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유엔해양법

협약상 연안국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238)

(2) 서해 5도 주변수역의 특수 문제

한 중 어업협정에 부속된 양국의 양해각서239)는 한 중 잠정조치수역

238) 이와 관련하여, 이어도 주변수역의 생물자원 보존을 위하여 한국이 의무 이행을 해태하고 있

거나 양국 모두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이용희, supra note 17, 37면).

239) 외교부 국제법률국, supra note 1, 13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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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단의 한국측 일부수역과 잠정조치수역 및 과도수역 이남의 중국측 일

부수역에 대하여 추가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즉, 동 수역에서는 한·

중 양국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어업에 관한 법령을 존중하고 자국의 국

민과 어선이 이를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양해각서 제

1조). 또한, 양국은 상기 법령을 상호통보하며,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상기 법령의 원만한 시행을 위한 구체 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양해각서 제2조). 이처럼 한·중 양국은 ‘현행어업활동 유지수역’ 중 일부

수역에 대하여 양해각서를 통해 또 다시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이다.

위 양해각서에 따라 한국은 서해 5도 주변의 ‘특별금지구역’ 및 ‘특정

해역’에서 중국어선의 조업을 허용하지 않기로 하고240) 그 근거법령인

EEZ 어업법241) 및「선박안전조업규칙」242)을 통보하였다. 아울러, 중국은

양쯔강 입구 수역에서 한국 어선들이 1999년 3월 15일 개정·공포된 중국

의 “여사·장강구·주산어장일부해역에서의 어로허가에 관한 관리 규정”과

하절기휴어제도를 준수하여야 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40) 박덕배, supra note 190, 111면.

241) 법 제4조 (특정금지구역에서의 어업활동 금지)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

호 또는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하 “특정금지구역"이라

한다)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동법 시행령 제2조(특정금지구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

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특정금지구역은 별표와 같다.

법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또는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자.

242) 규칙 제21조 (특정해역 내의 어로 제한) ① 특정해역에 출어하려는 어선은 통신시설·나침반·

해도·구명조끼·조석표·라디오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장비를 갖춘 동력선이어

야 한다. 다만, 특정해역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의 어업인이 보유하는 무동력어선 및 10톤 미

만의 어선은 예외로 하되, 닻과 노를 갖추어야 한다.

② 10톤 미만의 어선은 동해에서는 동경 130도 59분 51.10초(동경측지계 : 동경 131도 00분)

부터 그 동쪽 해역, 서해에서는 동경 124도 59분 53.06초(동경측지계 : 동경 125도 00분)부터

그 서쪽 해역에 출어할 수 없다. 다만, 울릉도를 기지로 하여 조업하는 어선은 울릉도 주위로

부터 60마일까지 출어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특정해역에서의

어업별 조업구역 및 조업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조업구역 및 조업기간을 정하면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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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현실적으로 한 중 양국 간 ‘특정금지구역’과 ‘특정해역’에서 중

국 어민들의 단속 문제를 둘러싸고 일응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정금지구역’과 ‘특정해역’은 북한에 인접한 수역으로 한국의 법령은

그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외국어선의 조업을 금지시키고 어선의 출입을

위하여 일정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상기 제한으로 인하여 상대

적으로 동 수역은 어족자원의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이에 따라 중국 어선

의 불법조업의 유인 역시 높은 수역이다.243)

이와 관련하여,

(ⅰ) 우선, 한국의

사법당국은 그간

‘특정금지구역’에

입어한 중국 어선

에 대하여 한국의

EEZ 어업법을 적

용하여 처벌하여

왔다.244) (ⅱ) 다

음으로, ‘특정금지

구역’ 외측의 ‘특

정해역’([그림 6] :

150해구)에서 중

국 어선의 조업에

대하여도 무허가

조업으로 간주하여 EEZ 어업법에 따라 법집행을 해 왔다.245)

243) 인천해양경찰서, “故 이청호 경사 순직사건 수사백서” (2012), 53면.

244) “이 협정(필자주 : 한 중 어업협정을 지칭)에서 한 중 양국은 일부해역에 특례를 두어 타방

당사국의 어업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 우리나라의 경우 위도 37°-00’ N 이북의 일부해

역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 협정에서는 이 해역을 특정금지구역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 우

리나라에서는 이 해역에 대하여 중국어선의 입어허가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다.”(Ibid., 45면)

245) 2011년 12월 특정해역(특정금지구역 외측 150해구 부분)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요금호

[그림 6] 특정해역과 특정금지구역

(김동욱, “한 중 어업협정과 서해 NLL 인근수역의 어업

질서”, 국제법 동향과 실무 Vol.3 No.2 (2004),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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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한국 사법당국의 조치에 대하여 중국은 ‘특정금지구역’에서의

법집행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특정

해역’에서의 EEZ 어업법 적용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기

수역에서 한국의 EEZ 어업법 적용을 자제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246)

우선, ‘특정해역’에서의 EEZ 어업법 적용 문제와 관련하여, 상기 중국

측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중국측은 동 수역에 어떠한 내용의 규범을

적용하고 누가 집행할 것인지 양국 간 합의가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주장

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247) 이 경우, 물론 원론적인 차원에서

는 양국 간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내는 작업을 통해 양측

주장의 당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어선에 대한 ‘특정해역’ 내 조업금지

가 양국 간 합의 사항이라는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248) 아울러, 양

나포과정에서 우리 해경이 사망한 사건(이하 ‘이청호 경사 순직사건’)에서 중국측 피의자들은

한국 EEZ에서의 무허가어업행위를 이유로 EEZ 어업법 위반혐의로도 기소되었다.

246) 이청호 경사 순직사건과 관련하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과 중국은 아직 서해에서 배

타적 경제수역 경계선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이 일방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법에

따라 중국어민을 판결한 것을 중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브리핑을 하였다(국민

일보, “해경 살해 中선장 징역 30년”, 2012. 4. 19.).

247) 실제 한·중 양국은 자국어민의 반발우려 및 북한을 의식하여 양해각서상 수역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상대국 국내법 준수”라는 불명확한 문구를 달았다고 한다(주진우, 한중어업협정을

해부한다: 어자원고갈만 부추긴 한중어업협정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0), 15면).

248) 실제적으로는 합의내용의 확인이 곤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한국이 양국 간 합의사

항임을 근거로 그 동안 동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하여 한국의 EEZ 어업법을 적용

하여 처벌하여 왔고 이에 대한 철회는 그간 한국측이 인식한 합의내용의 부정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 중국측으로서도 상기 단속관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묵인해 온 측

면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국측으로서는 위와 같은 법집행의 관행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특정금지구역’과 ‘특정해역’에서 중국 어선들에

대한 단속권한이 어느 측에 있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양해각서 제1조는 자국의 국민과

어선이 타방 법령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국으로서는

동 수역에 진입한 자국 선박을 자국 관공선이 단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할 여지가 있다. 하

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은 ‘특정금지구역’에 대하여는 한국의 단속권한을 존중하고 동 수역 내

EEZ 어업법의 적용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상태

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며, 향후 한국이 동 수역에서의 해양이용활동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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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간 어업협정 체결 이후 중국이 일정 부분 한국의 법집행을 존중 혹은

수인하고 있는 점, 동 수역이 한반도에 지리적으로 근접한 수역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해석이 타당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한

국은 ‘특정해역’이 자국의 EEZ라는 입장 하에 기존과 같이 법집행을 계

속해 나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된다.

다. 제3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규제

또 하나의 잠정약정 체제의 공백 영역으로서 잠정약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제3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규제 단속 문제를 검토해 본다.

최근 동해 수역을 중심으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가 실제로 증가

추세에 있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즉, 중국 어선들이 황금어장을 찾

아 서해-남해-동해-북한 수역을 드나드는 과정에서 한국 EEZ 내 무허

가 조업, 한국 어민들이 설치한 어구 손괴 및 절취 등의 불법조업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중국과의 관계에서 동해 수역을 대상으로 한 별도 잠정약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동해 수역은 한 일 간 관계에서 경계가 미획

정된 수역이므로 협약 제73조 제3항상 잠정약정 체결 노력의무나 최종합

의 도달 방해금지 의무를 경계획정의 연안국이 아닌 제3국인 중국에 원

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결국, 동 수역에서의 한·일 이외 중국 등 제3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동 수역에 적용가능한 한국의 EEZ 어업법이나 일본

의 관련 국내법에 따라 규제·단속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이나 일본 중 어느 연안국이 동 수역에서 불법조

업을 하는 한 일 이외의 제3국 어선에 대하여 집행관할권을 행사할 것인

지 하는 문제가 불가피하게 제기된다. 이 문제는 곧 한·일 양국 간 관할

여 중국 역시 동 수역을 한국의 EEZ로 인정하고 있다는 논리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중

국 어선의 ‘특정금지구역’ 내 불법조업 방지를 위하여 양국 간 분쟁의 소지가 없는 동 ‘특정

금지구역’과 중국측의 양쯔강 입구 주변수역에 대하여는 별도의 합의를 통해 어업에 관한 양

국의 EEZ(한 중 제2조-제6조)로 편입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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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주장의 충돌 내지 중복 문제로서, 이에 관하여 한 일 어업협정이 별

도 규율하고 있는 바도 없다. 그렇다고 제3국 어선의 불법조업행태를 그

대로 묵과하고 있을 수도 없음은 물론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협약 제74조 제3항에 따라, 한·일 양국은 한·일

어업협정 대상수역에서 제3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문제와 관련한 잠정

약정 체결 내지 협력체제 수립을 위한 노력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한 일 어업협정의 전문에서도 밝히고 있듯, 한·일 양국은 유엔해

양법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어업자원의 보존 이용 및 어업분야에서의 협력

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협약 제74조 제3항 및 한·일 어업협정의 전문 등

을 원용하며 일본 정부에 동 문제해결을 위한 교섭 및 협력을 적극 요청

할 수 있을 것이다. 절차적으로 위와 같은 교섭·협력은 기존 한 일 어업

협정상의 어업공동위원회249)나 다른 협의체를 통하여 모색이 가능할 것

이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동해 수역에서 제3국 어선에 대한 합동순

찰 검색제도의 운용, 연안국 간 관할권 행사의 원칙 결정 등을 유도해

볼 수 있다.250)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중국 등으로 수범자의 범위를 확대

한 지역적 잠정약정 체결 내지 지역적 다자협력체제(소위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RFMO”) 등의 구축 가능성도 검

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소 결

이상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규범체계들과 연안국들의 권리

행사의 실제 모습, 그리고 잠정약정의 공백으로 인하여 당면하게 되는

249) 한 일어업협정 제12조 제4항은 양국어업공동위원회의 협의사항으로, 조업질서유지에 관한 사

항(제나호), 양국간 어업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사항(제라호),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수역

(주: 동해 중간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제마호)을 규정하고 있다.

250) 다만, 한·일 간 동해 수역에는 도서 영유권 문제가 존재하므로 실제 공동순찰·검색, 관할권

조정의 합의에 장애요소가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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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어업문제와 관련하여, 한반도 주변수역에 이미 한․일, 한․중, 중․일

어업협정이라는 잠정약정 체제가 수립되어 있다. 그로 인해 연안국들 간

관할권의 조정·배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이다. 하지만, 잠정약정의

공백 영역도 일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공백 영역의 대표적

인 두 가지로 한·중 어업협정상 ‘현행어업활동 유지수역’에서의 자원보

존·관리 문제와 잠정약정의 구속을 받지 않는 제3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규제·단속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연안국들은 유엔해양법협약 제61조 이하

의 제반 규정들과 협약 제74조 제3항, 기타 기존 양자 간 어업협정 등에

투영된 생물자원보존 관리를 위한 협력 의무를 원용할 수 있다. 이를 통

해, 추가적인 잠정약정 또는 기존 양자 간 어업협정을 토대로 보다 포괄

적이고 발전된 다자간 협력체제의 구축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

1. 규범 체계

가. 협약 및 관련 법제

(1) 협약상 관련 규정

유엔해양법협약은 제13부에서 지리적 위치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와 권

한 있는 국제기구는 협약에 규정된 다른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할

것을 조건으로 해양과학조사(Marine Scientific Research. “MSR”)를 수

행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38조).251)

251) 해양과학조사의 개념, 역사적 논의 과정, 관련 국제관습법, 각 수역별(영해, EEZ, 대륙붕 및

공해) 해양과학조사의 차이점에 대한 전반적 설명은 Florian H. Th. Wegelein, Marine

Scientific Research (The Netherlands : Martinus Nijhoff,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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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해양과학조사는 공해에서는 공해자유의 일환으로 자유로이 실

시될 수 있다(제87조 제1항 제f호).252)253) 하지만, EEZ와 대륙붕에 대한

해양과학조사에 있어서는 연안국이 관할권(jurisdiction)을 가지고(제56조

제1항 제b호), 이를 규제 허가 수행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제246조 제1

항). 이에 따라 협약은 동 해역에서 외국인 등의 해양과학조사는 기본적

으로 연안국의 동의하에 수행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246조 제2항).

한편, 협약은 해양과학조사를 오직 평화목적을 위하여 또는 모든 인류

에 유익한 해양환경에 대한 과학지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수행되는 해

양과학조사와 그렇지 아니한 그 밖의 해양과학조사를 구분하고 있다. 구

체적으로, 전자, 소위 ‘순수한(pure) 해양과학조사’에 대하여는 연안국이

통상적 상황에서 동의를 부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한다(제246

조 제3항). 그리고, 후자, 소위 ‘응용된(applied) 해양과학조사’에 대하여는

연안국이 동의를 거부할 재량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한다(제246조 제5

항).254) 즉, 협약은 행위의 목적에 따라 해양과학조사를 구분하여 연안국

의 동의 부여에 있어 다른 규율을 하고 있다.

(2) 해양과학조사 개념에 대한 논란

해양과학조사의 개념과 범주에 대하여는 현재 국가 간 논란이 존재한

다. 이러한 논란은 중첩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한 국가 간 다툼의

252) 제87조 (공해의 자유) 1. 공해는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공해의 자유는 이 협약과 그 밖의 국제법 규칙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행사된다. 연안국과 내

륙국이 향유하는 공해의 자유는 특히 다음의 자유를 포함한다. … (f) 제6부와 제13부에 따른

과학조사의 자유

253) 반면, 타국의 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는 당해 연안국의 명시적 동의 하에 그 연안국이 정한

규제 조건에 따라서만 수행될 수 있다(협약 제245조).

254) 협약 제246조 제5항은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해양과학조사의 대상으로 (a) 생물 또는 무생물

천연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b) 대륙붕의 굴착, 폭발물의 사용

또는 해양환경에 해로운 물질의 반입을 수반하는 경우, (c) 제60조와 제80조에 언급된 인공

섬, 시설 및 구조물의 건조, 운용 또는 사용을 수반하는 경우, (d) 제248조에 따라 조사사업의

성질과 목적에 관하여 전달된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나 조사국이나 권한 있는 국제기구가 이

전에 실시된 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연안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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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협약은 제13부에서 해양과학조사 제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정의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

다.255) 특히, 협약은 개별 규정들을 통해 ‘조사’(research), ‘측량’(survey),

‘측량활동’(survey activities), ‘수로측량’(hydrographic survey) 등 ‘해양

과학조사’(Marine Scientific Research)와 구분이 모호한 용어들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협약에서는 이들 용어에 대하여 역시 별도 정의

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제13부가 적용되는 해양과학조사의 개

념과 범주에 관하여 논란이 존재해 왔으며, 특히 ‘수로측량’(hydrographic

survey)과의 관계에서 제13부 적용 여부에 다툼이 있어 왔다.256)257)

먼저, 미국과 영국으로 대표되는 해양강국은 ‘해양과학조사’와 ‘수로측

량’을 엄격히 구분하는 해석론을 취하고 있다. 즉, ‘수로측량’은 연안국이

255)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회기(1975. 3. 26. –5. 10.)에 작성된 비공식단일교섭안(ISTN) 제3부

제1조에서 ‘해양과학조사’는 “해양환경에 대한 인간의 지식(man’s knowledge)의 증진을 위하여

수행되는 모든 과학적 연구 혹은 관련 실험작업”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제4차회기(1976. 3.

15.–5. 7.)에서는 정의규정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데 참가국들의 의사가 일치하였으며, 결국 제6

회기(1977. 5. 23.–7. 15.)에서 작성된 비공식통합교섭안(ICNT) 이후의 수정안에서부터는 협약상

상기 정의규정은 삭제되었다(Florian H. Th. Wegelein, supra note 251, pp.11-12).

256) 신창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수로측량과 해양과학조사의 법적 의의에 대한 재조명”, 서울국

제법연구 제12권 제2호 (2006), 50-51면. ‘수로측량’에 대하여도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협약상 규

정들이 적용된다면 일국의 EEZ에서 외국이 주체가 되는 ‘수로측량’에 대하여도 연안국의 동의가

필요하게 된다. 반면, 협약상 규정의 적용을 부정한다면 외국은 타국의 EEZ에서 연안국의 동의

없이 수로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257) 국제수로기구(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HO”)가 편찬한 수로사전(Hydrographic

Dictionary)은 수로측량을 “해수의 깊이, 해저의 형태 및 특성, 해류의 방향과 강도, 조수의

높이와 간격, 지세의 위치와 측량 및 항행목적을 위한 고정물체의 위치 등과 같은 해수와 관

련된 단일 혹은 수개의 정보 결정에 그 주요한 목적이 있는 조사”라고 정의한다(동 사전은

<IHO 홈페이지(http://www.iho.int/iho_pubs/standard/S-32/S-32-eng.pdf)>에서 열람 가능

(2014. 10. 5. 확인). 상기 사전 중 수로측량에 대한 정의는 5206번 참조). 그 외 Roach와

Smith는 ‘해도작성과 항행의 안전을 위해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도작성과

항행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유사한 물품을 위해 해안이나 비교적 얕은 수역에서 해수의 깊이,

자연적 해저의 지형과 성격, 해류의 방향과 힘, 조수의 높이와 시간 및 항행의 위험물 등에

관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등급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J. A. Roach & R. W.

Smith, Excessive Maritime Claim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2), p.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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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에서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협약 제58조에

따라 공해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잔존 권리(residual rights) 중의 하나

로 본다. 그리고, 그 주된 이유로 (ⅰ) 협약상 다른 규정들이 ‘해양과학조

사’와 ‘수로측량’, ‘조사활동’과 ‘측량활동’의 용어를 개념적으로 상호 구분

하고 있는 점,258) (ⅱ) 협약 제56조 제1항은 ‘해양과학조사’에 대해서만

연안국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을 뿐 ‘수로측량’(hydrographic survey),

‘측량활동’(survey activities)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점 등259)을

들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입각하여 실제 미해군은 타국의 EEZ에서의

수로측량활동에 있어 해당국에 대한 통보를 실시하거나 동의를 요청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해양강국들의 상기 입장에 대하여 EEZ에서의 ‘수로측량’ 역시

연안국의 동의 하에 수행되어야 하는 활동이라는 해석론 및 국가관행 역

258) 협약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 편에서 제21조 제1항 제(g)호는 “해양과학조사와 수로측

량”(marine scientific research and hydrographic survey)을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과 관련하

여 연안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 예시하고, 제19조 제2항 제(j)호는 연안국의 영

해에서 유해통항으로 간주되는 외국활동의 예로 “조사활동이나 측량활동”(research and

survey activities)을 들고 있다. 상기 규정들에서 보듯, 협약은 ‘해양과학조사’와 ‘수로측량’을

대등한 관계에서 구분하여 규정하고(제21조 제1항 제(g)호), 일응 ‘해양과학조사’의 확장·포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조사활동’(research activities)과 ‘수로측량’의 확장·포괄개념으로 이

해될 수 있는 ‘측량활동’(survey activities) 역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제19조 제2항 제(j)

호) 협약은 ‘해양과학조사’와 ‘수로측량’을 구별되는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상기 규정들 외에도, 협약 제3부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 편에서 제40조가 “해양과학조사

선과 수로측량선”(marine scientific research and hydrographic survey ships)을 포함한 외국

선박은 통과통항 중 사전 허가 없는 “조사활동이나 측량활동”(research and survey

activities)을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해협에 있어서도 영해에서와 마찬

가지의 규정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위 협약 제40조는 제4부 ‘군도수역’ 편의

제54조에서 준용된다(신창훈, supra note 256, 55면).

259) 협약 제2부, 제3부, 제4부에서와 달리 제5부 EEZ 편에서는 ‘수로측량’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찾

아볼 수 없고, 오로지 제56조 제1항에서 ‘해양과학조사’만을 연안국의 EEZ에서의 관할권 중 하

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해양과학조사’와 ‘수로측량’ 구분론자들은 ‘수로측량’은 해양의

경제적 이용보다는 항행 안전을 위해 필요한 활동으로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에

기여하는 활동이라는 점, 협약 제58조가 항행의 자유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 협약의 다른 규정과

양립하는 그 밖의 국제적으로 적법한 해양이용의 자유를 EEZ에서 모든 국가가 누릴 수 있는

자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로측량’은 협약 제58조상 해양이용의 자유와 관련된

타국의 권리 내지 자유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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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만만치 아니하다. 이러한 입장은 (ⅰ) 협약 제2부, 제3부, 제4부 등에

서 양자를 구분하더라도 이러한 구분이 EEZ에서도 당연히 유효한 것이

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점, (ⅱ) 적어도 협약 제5부상으로는 ‘해양과학조

사’와 ‘수로측량’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점 자체에 주목한다. 대표적으

로 중국은 2001년 미해군 비무장 수로측량함 Bowditch호의 서해지역 수

로측량활동을 연안국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지시키고 동 선

박을 EEZ 외측으로 물러나도록 한 바 있다.260)261) 한편, 한국의「해양과

학조사법」역시 ‘해양과학조사’를 “해양의 자연현상을 연구하고 밝히기

위하여 해저면, 하층토, 상부수역 및 인접대기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또

는 탐사 등의 행위”라고 규정(제2조 제1호)하여 ‘수로측량’과 ‘해양과학조

사’를 문언상 구분하지 아니한다.262)263)

260) 연합뉴스, “중 해군함, 서해상에서 미 정찰함에 위협행동”, 2001. 4. 3.). 그 외 인도 정부는

2001년 1월 자국의 EEZ에서 영국 HMS Scott함의 조사활동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며, 2001년

4월 Bengal만 인근 Nicobar 섬 30마일 지점에서의 Bowditch호의 조사활동에 대하여도 항의

를 한 바 있다(Jon M. Van Dyke, “Military ships and planes operation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f another country”, Marine Policy, Vol.28 (2004), p.34).

261) 위 사건 직후 중국은 2002년 12월 자국의 측량법을 개정하여 자국 EEZ에서 모든 조사와 지

도제작을 위한 활동은 중국 정부의 명시적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받지 못한 활동에 대하

여 형사처벌하고 관련 데이터·장비를 몰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Jon M. Van Dyke,

ibid., p.34.; Jon M. Van Dyke, “The disappearing right to navigational freedom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Marine Policy, Vol.29 (2005). p.119; Ship and Ocean Foundation

and East-West Center, The Regime of Exclusive Economic Zone: Issues and Responses

(A report of the Tokyo Meeting) (2003), p.13).

262) 호주, 캐나다 역시 타국의 EEZ에서 ‘수로측량’을 할 경우에도 해당 연안국에 사전 동의를 구

하는 관행을 보이고 있다. 관련 관행을 소개한 국내논문으로, 신창훈, supra note 256, 65-71

면; 이용희,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과학조사제도 관련 현안문제에 대한 법적 고찰”, 한국해

양과학기술원 Ocean and Polar Research (2006), 265-266면 등 참조.

263) 그 외 ‘정부간 해양학위원회’(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IOC”)에 의하

여 창설된 해양법에 대한 전문가 자문기구(Advisory Body of Experts on the Law of the

Sea, “ABE-LOS”)에서는, ‘측량활동’이 연안국의 통제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미국의 주장에

맞서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IOC,

ABE-LOS, Report of the First Session, Paris, 11-13 June 2001). 또한, 미국과 영국을 포함

한 일부 서구국가들의 입장은 오히려 연안국 관할권을 교묘히 피하기 위하여 의도된 것이라

는 비판도 있다(Sam Bateman, “Hydrographic surveying in the EEZ: differences and

overlaps with marine scientific research”, Marine Policy, Vol.29 (2005), p.164). 한편,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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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 중 일의 관련 법제

한국은 유엔해양법협약에 가입하기 전 협약상 해양과학조사제도를 전

반적으로 수용한「해양과학조사법」(법률 제4941호)을 1995년 1월 5일 제

정하였으며, 같은 해 7월 13일 및 11월 28일에 각각 시행령(대통령령 제

14733호)과 시행규칙(총리령 제529호)을 제정 시행하였다.

총 25개 조항으로 구성된 현행「해양과학조사법」에 따르면,264) 영해에

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제6조

제1항),265) EEZ 및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외국인

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 제1항).266) 아

울러, EEZ 및 대륙붕에서 외국인의 해양과학조사 신청에 대한 동의 거

부 사유로 협약 제246조 제5항의 4개 사유를 수용하고(제7조 제4항 제

1-4호), 그 외 대한민국 국민 및 국가기관의 해양과학조사를 정당한 이

유없이 거부한 국가의 국가기관 및 국민이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7조 제4항 제5호), 조사계획서 내용이 법 제4조267)가 규정한 해양과학

아 태평양 지역의 EEZ를 둘러싼 각국의 갈등 해결을 목적으로 해양법 관련 민간전문가들이

2002년부터 3년 동안 회합하여 작성한 2005년「EEZ에 있어서 항행 및 상공비행에 관한 지

침」(Guidelines for Navigation and Overflight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제9조 제a

항에서도 수로측량에 있어 연안국의 동의를 얻어 수행함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동

지침에 대한 소개는, 신창훈, supra note 256, 67-71면; 이창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군사

활동에 대한 해양강대국과 연안국의 대립”, 국제법학회논총 제59권 제1호 (2014). 134면).

264) 제정 이후 몇 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동 법률의 기본골격은 제정 당시와 같이 유지되고 있다.

이하 현행 법률 제12091호(2013. 8. 13. 일부개정) 기준으로 설명한다.

265)「영해 및 접속수역법」제5조 제2항 제11호에 따르면, 외국선박이 한국 영해를 통항하며 조사

측량을 하는 경우 유해통항으로 간주하되, 관계당국의 허가 승인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66) 이때 허가 동의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실시예정일 6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서를 외교부장관

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허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제6조 제2·3항, 제7조 제2·3항).

267) 제4조(해양과학조사실시원칙) … 1.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실시할 것, 2. 해양에 대한 다른

적법한 이용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국제협약에 합치되는

과학적 방식 또는 수단으로 실시할 것, 4.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한 관련 국제협약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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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실시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제7조 제4항 제6호), 해양과학조사의 동

의신청을 한 외국인 등이 다른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고 있다(제7조 제4항 제7호).

중국의 경우, 협약 가입 직후인 1996년 6월 18일 선포, 1996년 10월 1

일 시행된「섭외해양과학연구관리규정」(中华人民共和国涉外海洋科學硏究

管理規程)268)(중국 국무원령 제199호)이 중국의 해양과학조사제도 일반

을 규율한다. 총 1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기 규정에 따르면, 외국

이 수행하는 해양과학조사는 내수와 영해에서는 공동조사 연구방식으로,

EEZ 및 대륙붕에서는 단독 또는 공동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되, 반드시

중국측 주관부서의 허가(중국어 원문은 批准, approval)을 받도록 한다

(제4조).269)270) 한편, 유해물질의 유출, 허가 없는 임의 굴착활동이나 폭

발작업이 수반되는 해양과학조사활동은 금지된다(제8조).271)

일본의 경우, 1996년 7월 20일 “우리나라의 영해, EEZ 또는 대륙붕에

서의 외국에 의한 과학적 조사의 취급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관계 부처

합의를 통해 3개 규정으로 구성된 소위「국가 관할 하에 있는 수역에서

의 해양과학조사 수행 지침」272)을 제정하였다. 동 지침 역시 외국인(또

는 기관)이 일본의 영해, EEZ 또는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

기 전에 일본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조).273)274)

268) 외교부 국제법률국, supra note 1, 861면 이하.

269) 중국의 1992년「영해 및 접속수역법」제11조, 1998년「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

률」제9조 역시 중국의 영해, EEZ 및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중

국 정부의 허가(비준)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270) 공동조사시는 중국측 조사자가 직접, 외국인등의 단독연구시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각 조사

예정일로부터 6개월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중국측 주관부서에 조사에 관한 서면신청을 해

야 하고, 주관부서는 접수 후 외교부 등 유관부서와의 심사를 거쳐 4개월 내에 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리거나 심사의견과 함께 국무원의 최종결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제5조).

271) 동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는, 이용희 권문상 박성욱,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국제규범과

주변국의 수용태도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43권 제2호 (1998), 181면.

272) 각주 167 참조. 동 지침 이외에「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1

호에서 자국의 EEZ 또는 대륙붕에서 행하여지는 해양과학조사의 경우 자국 법령을 적용한다

는 일반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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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 중 일의 협력체제

현재 한 일, 한 중 간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협력체제는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중 일 양국은 2001년 2월부터 동중국해에서의 해양과학

조사시 상호통보제를 실시하고 있다.275)

(1) 한 일 간 협력체제

한 일 간 협력체제를 검토하기 위하여는 우선 지난 2006년 일본의 독

도 주변 수로측량/해양과학조사 사건276)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도를

포함하는 수역에서의 동 측량/조사계획은 당시 한국 여론에서도 크게 관

심을 받으며 한 일 양국 사이의 큰 외교문제로 비화되었다가 양국 간 외

교적 타협으로 극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 구체적인 경과는 다음과 같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2006년 4월 14일 한국의 EEZ에서 수로측량/해양과

273) 해양과학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외국인은 최소한 조사활동 실시예정일 6월 전까지 일본 외무

성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부속서 1의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2조). 그 외,

해양과학조사 신청 후 그 가부에 대한 통지규정, 동의요건 등에 관한 규정은 별도 두고 있지

아니하는바, 이러한 규율의 공백 영역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이 직접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용희 권문상 박성욱, supra note 271, 178면).

274) 그 외 북한은「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과 외국배, 외국비행기들의

경제활동에 관한 규정」(1978년 8월 12일 공포, 1980년 1월 1일 시행) 제3장에서 ‘우리나라

경제수역에서의 과학연구’라는 표제 아래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관한 개략적 소개는,

ibid., 180면 참조.

275) 학자에 따라서는 위 상호통보제의 성격을 협약 제74조 제3항상 잠정약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신창훈, “한 중 일에서의 효율적인 해양과학조사 협력체제의 모색”, 서울국제법

연구 제14권 제2호 (2007), 192면).

276) 일본의 동 계획에 대한 법적 분석을 위하여는 동 측량/조사의 법적성격이 소위 ‘수로측량’인

지 또는 ‘해양과학조사’인지의 문제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의 언론보도뿐만

아니라 일본측 당국자들조차 ‘해양조사’, ‘과학적 조사’, ‘조사’, ‘해양측량조사’, ‘측량조사’라는

표현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는바, 동 계획의 법적 성격을 그 명칭으로부터는 명확히 유추해 낼

수 없는 측면이 다분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2006년 4월 일본이 계획하였던 상기 활동을

‘수로측량/해양과학조사’라는 용어로 통칭하기로 한다. 문제가 된 일본측 계획의 성격과 명칭

에 관한 혼선에 대하여는 신창훈, “일본의 동해 측량/조사계획 사건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서울국제법연구 제13권 제1호 (2006), 116-13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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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조사를 실시할 계획

을 공표하고 이를 국

제수로기구에 통보하

였다.277) 일본 정부의

계획이 관보에 게재된

4월 14일, 동 계획을

인지한 한국 정부는

주한일본대사를 불러

강경한 외교적 항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일본측은 동

측량/조사가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며 그 실행방침을 고수하였다.278)

이어 4월 18일 당시 한국 노무현 대통령은 독도와 관련하여 조용한 외

교를 계속해야 할지 결정할 시점이라고 언급하였다. 일본측 측량/조사선

이 도쿄를 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279) 한국의 해경은 독도

해역에 경비정 18척을 집중 배치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는 동 문제의 국

277) 일본 해상보안청, 水路通報 第15号 (平成 18年 4月 14日), p.5. <일본 해상보안청 홈페이지

(http://www.kaiho.mlit.go.jp) - ‘水路通報’ 란>에서 검색 가능하며, 구체적인 좌표 역시 본

자료에서 확인 가능(2015. 1. 25. 확인).

278) 당시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오시마 쇼타로 주한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강력한 항

의의 뜻을 전달하고 계획 철회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유 차관은 “우리 정부의

허가 없이 우리측 EEZ에서 탐사행위를 하는 것은 무단진입이다. 이에 엄중히 항의한다”며

“만약 일본이 이를 강행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오시마 대사는 “현재 일본이 측량하려는 수역은 일본의 EEZ라는 것이 일본 정

부의 입장”이라는 점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조선일보, “日해양탐사선 우리측 EEZ 무단 탐

사계획”, 2006. 4. 14.). 한편, 현 일본 총리인 아베신조는 당시 관방장관으로서 기자회견을 통

해 동 조사는 해도 편집을 위해 실시되는 수로측량으로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

을 하였다(한겨레, “일, 독도 넘어 울릉도 앞까지 동해 수로조사 추진”, 2006. 4. 14.; 국민일

보, “뻔뻔한 일 ‘한국 냉정하게 대처해야’ … 아베 관방 등 망언 잇따라”, 2006. 4. 18. 등)

279) 연합뉴스, “일 독도수로탐사선 도쿄 출발(종합)”, 2006. 4. 18.

[그림 7] 일본의 수로측량/해양과학조사 계획 수역도

(동아일보, “독도 국제분쟁지역화 계산된 도발”,

2006.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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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판소행을 막기 위하여 강제관할권 배제선언서를 유엔에 기탁하는 등

그 긴장감은 정점으로 치닫게 되었다.280) 4월 19일 일본측 측량/조사선

두 척이 중간기착지인 일본 돗토리현 사카이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

해지고, 한국 국회는 한국 EEZ 내 수로측량 실시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

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어서, 4월 20일 당시 한국 외교장관은 주한일본대

사를 불러 동 계획을 철회하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전달하

였고, 급기야 일본 정부는 동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외무성 차관의

방한을 제의하기에 이르렀다.281)

2006년 4월 21일 및 22일에 걸쳐 이루어진 양국 간 외교차관급 협의에

서 한·일 양국은 (ⅰ) 일본의 측량/조사 포기, (ⅱ) 한국의 해저지명 변

경 신청 유예, (ⅲ)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교섭의 재개를 합의하여 일단

일본의 상기 계획으로부터 발생한 문제는 일단락되었다.282)283)

그러나, 곧이어 한국 국립해양조사원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동

해 해류조사가 또 다시 문제로 되었다. 한국은 일본이 주장하는 중첩수

역에서 해류조사를 내용으로 하는 동 조사를 일본의 항의와 자제 요청에

도 불구하고 7월 5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은 즉각적인 외교적

항의로 대응하였다.284) 그리고, 일본은 추가적인 대응조치로서 독도 주변

수역에 대한 방사능조사 실시계획을 한국측에 통보하였다.285)

280) 조선일보, “동해도발에서 극적 타결까지”, 2006. 4. 22.; 연합뉴스, “한일간 ‘해양과학조사’ 갈등

일지”, 2006. 9. 10.; 신창훈, supra note 276, 113-114면.

281) 한국경제, “日 외교적 해결로 방향 트나 … 야치 외무차관 21일 방한”, 2006. 4. 20.

282) 신창훈, supra note 276, 114면.

283)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4월 25일 독도 문제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하여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한국은 동해 EEZ 해양경계획정에 있어 울릉도 기점이 아닌 독도 기점론으로 전환하게 되었

다(정인섭, “한․일간 동해 EEZ 경계획정분쟁에 관한 보도의 국제법적 분석”, 저스티스 통권

제126호 (2011), 156-157면).

284) Atsuko Kanehara, “Provisional Arrangements as Equitable Legal Management of Maritime

Delimitation Disputes in the East China Sea” in: Clive Schofield (ed), Maritime Energy

Resources in Asia: Energy and Geopolitics, NBR Special Report No. 35 (2011), p.139.

285) 한겨레, “일본 ‘독도해역 방사능 조사하겠다’ 정부에 통보”, 2006.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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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의 위 방사

능조사 계획과 관련하

여, 9월 4일과 5일 양일

간 개최된 제6차 한 일

EEZ 경계획정협상에서

양국은 주변수역에서의

방사능물질 투기에 관한

공동 해양과학조사에 합

의286)하여 2006년 10월

에 공동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287) 이로써 2006

년 4월에 촉발된 수로측

량/해양과학조사를 둘러

싼 양국 간 갈등은 봉합

의 수순을 밟게 되었다.

일본은 2006년 4월 21일 및 22일의 차관급협의 및 후속된 EEZ 경계획

정 회담288) 기타 비공식 협의 등을 통해 독도 주변수역에서 해양과학조

286) 한겨레, “한일, ‘동해’ 방사능 오염 공동조사 합의 … 배경과 의미는?”, 2006. 9. 10.; 그 외 <일본

해상보안청 홈페이지(http://www.kaiho.mlit.go.jp/info/books/report2007/tokushu/p028b.html)> 참조.

287) 동 조사는 2006년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되었으며, 2007년 이후에도 일부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 해상보안청 홈페이지 자료(http://www.kaiho.mlit.go.jp/info/kouhou/h18/k20060929/n060929.pdf;

http://www.kaiho.mlit.go.jp/info/kouhou/h19/k20070906/k070906.pdf; http://www.kaiho.milt.

go.jp/info/kouhou/h23/k20110915/k110915-3.pdf) 참조>(2015. 1. 24. 확인).

288) 당시 외무차관급 교섭에서 합의된 EEZ 경계획정회담의 재개 방침에 따라 2006년 6월 12일

및 13일 동경에서 제5차, 2006년 9월 4일 및 5일 서울에서 제6차, 2007년 3월 5일 동경에서

제7차, 2007년 6월 18일 서울에서 제8차, 2008년 5월 2일 동경에서 제9차, 2009년 3월 9일 서

울에서 제10차, 2010년 6월 29일 동경에서 제11차 EEZ 경계획정회담이 개최되었다(보도자

료(PRESS RELEASE), 배포일시: 2006. 6. 9., 제목 : 제5차 한 일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회담 개최, “3. 이번 회담은 지난 4월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선박의 우리 EEZ 수역내 해양과

학조사계획 고시를 계기로 촉발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한 일 외무차관 협의(4.22)에서 그간

중단된 EEZ 경계획정회담의 조기 개최에 합의함에 따라 개최되게 된 것으로 2000년 이후 중

단되었던 양국 간 EEZ 경계획정회담이 6년만에 재개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외교부 홈페이

[그림 8] 한 일 방사능공동조사 지점

<일본 해상보안청 홈페이지(http://www.kaiho.milt.

go.jp/info/books/report2007/tokushu/p028b.html)>

(2015.1.15. 확인, 상기 그림상 지리적 중간선은 한

국 정부의 입장과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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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관련한 사전통보제 등 잠정체제의 도입 견해를 지속적으로 피력하

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289) 특히, 2006년 7월의 한국측의 동해 해류조

사에 대한 대응으로 일방적인 방사능조사 실시를 한국측에 통보하면서도

계속적인 잠정체제의 구축을 주장하여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290)

그러나, 앞서 긴장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방사능공동조사를 제

외하고는,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양국 간 잠정약정의 체결이나 협력체제

의 구축은 이후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291)

이와 같이, 2006년 당시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 해양과학조사에서의

한 일 간 협력체제는 양국 간 독도 영유권 문제가 존재하는 한, 쉽사리

그 구축이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사료된다.

이와 관련하여, 만약 당시 일본이 독도 주변을 포함한 동해에서 당초

계획된 수로측량/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였다면, 그와 관련하여 전개될

상황을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292)

지(www.mofa.go.kr) - ‘뉴스’ - ‘보도자료’ - ‘제5차 한 일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회담 개

최’(2006. 6. 9.)>(2015. 1. 15. 확인); 기타 회담 개최 및 결과에 관한 보도자료는 <외교부 홈

페이지(www.mofa.go.kr) - ‘뉴스’ - ‘보도자료’ 란>에서 검색 가능(2015. 1. 15. 확인)).

289) 한국경제, “日 외교적 해결로 방향 트나 … 야치 외무차관 21일 방한”, 2006. 4. 20.; 연합뉴스,

“日 ‘해양조사 사전통보’ 제안 … 정부 선택은”, 2006. 8. 13.

290) 일본은 1994-95년 한국, 러시아,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과 공동으로 동해 방사능오염조사

를 실시한 후 필요에 따라 단독으로 별다른 통보없이 방사능 오염조사를 실시하여 왔기 때문

에 굳이 일본이 조사계획을 사전에 한국에 통보한 것은 해양조사를 위한 잠정조치의 일환으

로 주장해 온 사전통보제 도입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려 한다는 분석도 유력하게 제기되었

다(한겨레, “한일, ‘동해’ 방사능 오염 공동조사 합의 … 배경과 의미는?”, 2006. 9. 10.).

291) 한국은 일본의 해양과학조사를 위한 사전통보제 등 잠정체제 구축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외에 양국 간 국제기구를 설립하여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는 안이

거론되기도 하였다고 하나, 이 역시 구체화되지는 못하였다(Atsuko Kanehara, supra note

284, p.139).

292) 법적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은 대략 다음과 같다: ① 일본의 수로측량/해양과학조

사가 국제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인가, ② 일본의 수로측량/해양과학조사선을 한국이 나포하

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 ③ 당시 한국의 2006년 4월 18일자 유엔해양법협약상

강제적 분쟁해결절차 배제선언은 법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갖는가. 물론, 법적 가상 상황을 전

제로 하여 법적 분석 및 평가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이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무에 있어 국제법적 분석 역시 가상의 상황 혹은 가정된 법적 의문에 대하여 국제법적 분

석(소위 legal memo)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가상의 상황이 전제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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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06년 당시까지 30년간 동해에서 수로탐사나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이 국제수로기구에 새

로운 동해해저지명의 등록을 추진하자,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당시 독도

주변수역에서의 일방적인 수로측량/해양과학조사 계획을 공표하고 추진

하였다.293) 한국은 동 측량/조사에 관하여 유엔해양법협약과 한국「해양

과학조사법」에 따라 한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294)이었으나, 이

에 대하여 일본은 ‘국제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295)

상당히 많은 요소들이 가상의 상황에 맞게 통제 혹은 전제되어야 하며, 한 가지 상황을 전제

하면, 그로 인하여 추가적인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는 국제해양법적으로 평가가 긴요하다고 보이는 사안에 대한 분석

을 하기 위해 ‘가상’의 상황을 전제하여 기술한다.

293) 당시 일본은 해상보안청 영문사이트를 통하여 2006년 4월 21일 일본의 수로측량/해양과학조

사 계획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항의와 관련하여 일본측 입장을 세 가지로 정리한 ‘동해 남서쪽

수역에 대한 수로측량’(Hydrographic survey on the South-west sea area of Japan Sea)이

라는 제목의 뉴스를 게재하였다. 동 뉴스에서는 (ⅰ) 동 계획의 의도가 당시 2006년 6월 21일

부터 3일간 독일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는 해저지명소위원회 회의에 한국 정부가 한국식 지명

을 등재하기 위한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반박제안을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한 것이라는 점, (ⅱ) 한 일 양국 간 EEZ 경계획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동 측량/조

사 활동은 중첩수역을 포함한 수역에서 수행될 것이며 이는 일본이 주장하는 EEZ이기 때문

에 동 측량/조사 활동은 국제법에 합치된다는 점, (ⅲ) 한 일 간 EEZ 중첩수역에서 과거 30

년 동안 일본은 측량활동을 수행한 적이 없지만 한국은 일본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년 관

련 활동을 수행해 온 것에 대한 대항조치로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http://www1.kaiho.mlit.go.jp/GIJUTSUKOKUSAI/koho/nihonkai/nihonkai01e.pdf>(2015. 1.

15. 확인). 그 외, 당시 일본측 입장에 대한 간략한 메모로서 Atsuko Kanehara, “Marine

Scientific Research in the Sea Zones Where Claims of Two States for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verlap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 7th Conference of Science Council of Asia Conference (14-16 June 2007), p.5 참조).

294) 외교부 브리핑, 게시일: 2006. 4. 19., 제목: 장관 내외신 정례브리핑(4.19)<외교부 홈페이지

(www.mofa.go.kr) - ‘뉴스’ - ‘브리핑’ - ‘장관 내외신 정례브리핑’(4.19)> 참조(2014. 12. 1. 확인).

295) 각주 293 참조. 그 외, 한겨레, “일, 독도 넘어 울릉도 앞까지 동해 수로조사 추진”, 2006. 4.

14.; 국민일보, “뻔뻔한 일 ‘한국 냉정하게 대처해야’ … 아베 관방 등 망언 잇따라”, 2006. 4.

18. 등. 참고로, 일본 학자 Atsuko Kanehara는 2006년 4월 일본의 측량/조사 계획 및 한국의

대응, 그 이후의 방사능공동조사의 실시 및 일본의 협력체제 구축 제안 등 일련의 사태와 관

련하여 일본측 입장에 입각한 상세한 분석을 The Japanese Annual of International Law

2006년호에 싣고 있다(Atsuko Kanehara, “Marine Scientific Research in the Waters Where

Claims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s Overlap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 Incidents between the Two States in 2006 -, The Japanese Annua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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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상기 측량/조사의 적법 여부는 논리적으로 (ⅰ) 독도 주변수역

의 법적 지위(독도 주변수역이 한 일 중 어느 국가의 EEZ에 속하는가)

와 (ⅱ) 일본의 조사활동의 법적 성격(소위 ‘수로측량’에 해당하는가, ‘해

양과학조사’에 해당하는가)에 관한 문제가 선결되어야 답변이 가능하다.

우선 한 일 양국 간 논란이 있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대상

수역이 한국의 EEZ라고 전제 하에서 다음의 추론이 가능하다. 먼저, 일

본의 조사를 소위 ‘수로측량’(hydrographic survey)에 해당한다고 보고,

미국과 영국으로 대표되는 해양강국이 취하는 수로측량 해양과학조사 구

분론에 따른다면, 일본의 상기 측량/조사는 해당 EEZ 연안국의 동의 없

이도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296) 다음으로, 일본의 측량/조사를

‘해양과학조사’에 해당하고,297) ‘수로측량’ 및 ‘해양과학조사’ 구분을 부정

하는 견해에 따를 경우, 일본의 동 측량/조사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46조

제3항의 ‘순수한 해양과학조사’로서298) 이 경우 일본이 한국측에 동의를

요구하였다면 한국은 일본에 대하여 동의를 부여하여야(shall grant their

consent)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299)

그렇다면, 대상 수역이 해양경계 미획정의 중첩수역이라고 가정할 경

International Law No. 49 (2006), pp.98-122 참조).

296) 실제 일본의 국내법은 수로측량과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개념 규정을 별도 두지 아니하여 일

응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론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신창훈,

supra note 276, 123면). 2006년의 일련의 사태를 볼 때, 실제 일본은 해양강대국의 논리를

이용하여 자국의 조사활동을 연안국의 동의 없이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 의도

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97) 당시 일본의 야치 외무성차관은 2006년 4월 17일자 기자회견에서 ‘해양의 과학적조사’라는 용

어를 사용하여 ‘해양과학조사’에도 해당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Ibid., 129면). 실제 일본은

한국측에 동의 부여를 요청하지 아니하였고, 국제수로기구에 조사계획을 통보하였을 뿐이다.

298) 일측의 조사 계획 배후에 숨겨진 의도를 감안할 때, 이를 협약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오로지

평화적인 목적을 위하여, 또한 모든 인류에 유익한 해양환경에 대한 과학지식 증진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다소 의문이 들 수도 있으나, 동 조사의 내용상 제246조

제5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요소는 찾아보기 힘들며, 일응 제246조 제3항에 따른 순수한 해양

과학조사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299) 국내에서도 당시 일본의 수로측량/해양과학조사 계획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는 견해가 피력되기도 하였다(한겨레, “일본 ‘수로탐사’에 성숙한 대응을/류병운”, 2006.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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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어떠할까. 이 경우, 앞서 가이아나-수리남 중재사건에서 제시된 협

약 제74조 제3항의 해석론에 따라 일본측 측량/조사행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종합의 저해 금지 여부와 관련하여, 동

행위의 법적 성격과 무관하게 일본의 조사활동이 해양환경에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permanent physical impact on the marine environment)을

주는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일본의 측량/조사활동

의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이나, 일본측 주장과 같

이 단지 해저의 지형을 연구하는 것이라면,300) 해당 활동은 자원의 굴착,

시설물의 설치 등과 같이 해양의 물리적 현상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

로서, 일응 최종합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허용될 수 있다는 분

석도 가능할 것이다.301)

이러한 점에서 일본은 ‘해양과학조사’와 ‘수로측량’을 구분하는 해석론

과 독도 주변수역이 자국의 EEZ에 해당한다는 입장 사이에서 의도적인

애매함을 유지하며302) 자국의 국제법적 입장을 정당화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실제 2006년 4월 18일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조사선을 독도 주

변 해역의 탐사를 위하여 출발시켰다.303)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300) Atsuko Kanehara, supra note 293.

301) 다만, 협약 제74조 제3항의 잠정약정 체결을 위한 노력 여부와 관련하여 일본이 관련 조사활

동 착수 이전에 충분한 교섭의 노력을 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의문이 남을 수 있다. 일

본은 동 조사의 실시를 한국측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며, 협력의 모색이나 활동 결과

에 대한 공유 등의 노력들도 전혀 이루어진 바 없었다.

302) 이와 관련하여, 신창훈 박사는, 당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계획된 측량/조사

의 내용과 성격을 분명히 하라는 요청을 먼저 한 다음, 대한민국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

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관한 입장표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신창

훈, supra note 276, 129면). 다만, 일본 정부의 측량/조사활동이 수로측량이었다고 하더라도

독도 주변수역의 현상 흔들기의 의도를 배후에 둔 동 측량/조사활동을 한국 정부가 허용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였을지, 그리고 수로측량과 해양과학조사의 경계가 모호한 현실 속

에서 설령 일본 정부의 조사활동의 법적 성격에 대한 파악이 한국 정부의 외교적 대응에 있

어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는 여부는 미지수이다.

303) 연합뉴스, “일 독도수로탐사선 도쿄 출발(종합)”, 2006.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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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동 조사를 강행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하겠다

는 입장 하에 극단적인 경우 동 측량/조사선의 나포 및 물리적 충돌까지

불사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304) 이와 관련하여, 실제 측량/조사선에

대한 나포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가정적으로 한국 당국이

일본의 측량/조사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포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

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독도 주변수역이 한국의 EEZ이며,305) ‘수로측량’과 ‘해양과학조사’를

구분하지 아니하는 한국측 입장에 따를 때, 일본측 측량/조사선의 독도

주변수역 조사는 한국「해양과학조사법」제13조상 ‘불법조사’에 해당하

며, 동 규정에 따라 한국은 일본 측량/조사선의 나포 역시 할 수 있다는

논리가 일응 가능할 여지가 있다.306)

304)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 조사/측량선이 우리 EEZ 안으로 들어올 경우「해양과학조사법」에 따

라 정선, 검색, 나포 등 조치를 취하되 군사적 대치 상황에 대응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한국일보, “정부 ‘日 탐사선 나포 등 단호한 조치’, 2006. 4. 18.; 세계일보, “일본 독

도해역 수로탐사 … 한국 모든 수단 동원 저지”, 2006. 4. 15.). 특히,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탐사선이 독도에 오면 배로 밀어서 부숴라”라는

지시를 내렸고 해양경찰청은 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전하고 있다(경

향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 ‘日 탐사선 독도 오면 부숴라’ 지시”, 2011. 8. 18.; 뉴시스, “고 노

무현 전 대통령, 생전에 독도에 日 탐사선 오면 당파 지시”, 2011. 8. 18.). 구체적으로, 한국

해경은 일본 측량/조사선이 독도-오키 중간선에 접근할 경우 경고방송을 하고, 이를 무시한

채 경계선을 넘어오면 진입 방해 등으로 회항을 유도하며, 이에 불응하고 계속 진입을 시도

할 경우에는 정선 명령을 거쳐 나포까지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책뉴스, “해경, 광역위성통신망 진가 발휘”, 2006. 4. 23.).

305) 당시 일본이 공표한 수로측량/해양과학조사 계획상 조사 대상구역에 독도의 영해는 비껴가고

있다(본 논문 114면 [그림 7]; 신창훈, supra note 276, 135면 참조).

306) 제13조 (불법조사) ①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 등이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

가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선, 검색, 나포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한국「영해 및 접속수역법」제5조는 ‘조사 또는 측량’을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

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보면서도 제6조에서 ‘외국선박’(외국의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

선박을 제외한다)이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당국은 정선

검색 나포 기타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외국의 군함과 비상업용 정

부선박이 측량이나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선, 검색, 나포 등으로부터 면제

됨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해양과학조사법」상으로는「영해 및 접속수역법」과 같은 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국내법의 해석상 신법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를 때, 신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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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제법적으로는 다음의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우선, 동 측량/조

사선은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선박으로, 국가, 즉 일본의 ‘공선’에 해당

된다. 그리고, 협약은 타국의 해양과학조사가 일국의 EEZ에서의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침해하는 경우 연안국이 어떠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

는지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관련하여, 협약

제30조는 연안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군함에 대하여 연안국은 그

영해에서 즉시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이를 나포할 권리까지 부여하

고 있지는 아니하다. 이를 유추적용하더라도 타국의 ‘공선’을 공해상이라

고 할 수 있는 EEZ에서 나포하는 것이 연안국의 권리로 인정된다고 보

기는 힘들 것이다.307)

따라서, 일본 측량/조사선의 나포 등 행위는 국제법 위반행위가 될 가

능성이 농후하다. 물론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일본 측량/조사선에 대

한 나포까지 불사하는 것이 사실상 정책상 고려될 수는 있겠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나포에 따른 국가책임은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

이렇듯 일본 관공선에 대한 나포가 이루어졌었다면, 일본은 유엔해양법

협약 제292조에 따라 국제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경우,

당사국 간 합의된 재판소가 있다면 이에 사건이 회부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합의가 억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협약 제

「해양과학조사법」에 따라 외국군함과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경우 면제를 향유할 수 없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일반국제법상 주권면제의 법리, 유엔해양법협약 제30조와 위

「영해 및 접속수역법」제6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해양과학조사법」제13조에서 외국

군함과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종의 입법적 불비라고 보이며,

국가책임의 부담 방지를 위해서라도 실제 외국의 군함과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하여는「해

양과학조사법」제13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집행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측량/조사대상 수역에 독도 영해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므로,

실제 독도 영해에서 한국「해양과학조사법」및「영해 및 접속수역법」간 충돌문제는 발생하

지 않았을 것이다.

307) 여기서 “공해상이라고 할 수 있는 EEZ”라고 한 것은 한․일 간 비록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EEZ라 하더라도 동 수역이 연안국의 특정 여부와 상관없이 EEZ라는 법적 성격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인 EEZ에서 비경제적 활동인 ‘해양과학조사’에

사용된 선박이 공선이라면 이는 협약상 ‘공해’에서의 공선의 지위 및 권리를 향유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이다.



- 123 -

287조에 따라 억류국이 수락한 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이하 “ITLOS”)에 제소가 가능하다(협

약 제292조 제1항). 실제 일본측 측량/조사선의 나포에 따라 동 제소가

이루어졌을 경우, 한국은 판결의 조건에 따라 신속히 동 선박을 풀어줄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관공선 나포라는 행위 자체의 위법성 여부는 유엔해

양법협약상 강제절차에 회부될 수 있었을까.308) 이에 대한 법적 분석을

위하여는 2006년 4월 18일자 한국 정부의 유엔해양법협약 강제적 분쟁해

결절차 배제선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309)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엔해양법협약은 강제적 분쟁해결절차 하에서

그 예외로서 소위 당연배제 규정(제297조)과 선택적배제 규정(제298조)

을 두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제298조상의 선택적 배제선언서를 2006년

4월 유엔 사무총장에 기탁하였다.310) 이를 통하여 해양경계획정, 군사활

308) 당시 한국과 일본은 공히 협약 제287조 제1항상 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 해결을 위

한 재판소(ITLOS, ICJ, 제7부속서상 중재재판소, 제8부속서상 특별중재재판소)의 선택을 한

바 없었으므로, 협약 제287조 제3항에 따라 제7부속서상 중재재판소만이 강제절차와 관련한

유일한 forum이었다.

309) 보도자료(PRESS RELEASE), 배포일시: 2006.4.20., 제목 : 유엔해양법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

차의 선택적 배제 선언서 기탁, “1.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강제분쟁해결절차를 배제하기

위한 선언서를 4.18(화)(뉴욕시간)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하였다. 2. 금번 선언서 기탁은, 유엔

해양법협약이 일반 국제법상의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와는 달리 협약당사국의 일방적 제

소로 국제재판소에 분쟁의 회부가 가능토록 하는 강제적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을 감

안한 것이며,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에 근거한 것이다. 3. 동 선언서에 따라 우리나라는 해

양법과 관련된 분쟁 중 해양경계획정, 군사활동, 해양과학조사 및 어업에 대한 법집행 활동,

유엔 안보리의 권한 수행관련 분쟁 등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강제절차에서 배제되게 된

다. 4. 아울러 동 선언서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제3국간 분쟁이 우리나라의 법적 이해관계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리나라가 소송 참가를 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5. 참고로 우리나라는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였으

며, 동 협약의 당사국수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49개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25개국이 제298조에 의한 배제선언을 하였다. 6. 금번 선언서는 4.18(화) 발효되었다.” <외교

부 홈페이지(www.mofa.go.kr) - ‘뉴스’ - ‘보도자료’ - ‘유엔해양법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

의 선택적 배제 선언서 기탁’(2006. 4. 20.)>(2014. 12. 9. 확인).

310) 당해 선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제298조 제1항에 따

른 선언”(조약 제1776호, 2006년 4월 18일 발효),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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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military activities), 해양과학조사 및 어업에 대한 법집행활동(law

enforcement activities) 등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강제적 분쟁해결절차

관할권의 배제를 선언하였다.

구체적으로 협약 제297조 제2항은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한 협약의 해석

과 적용에 관한 분쟁은 제2절에 따른 강제절차에 따라 해결됨을 규정하

고 있다. 하지만, 동 항 단서는 (ⅰ) 제246조에 따른 연안국의 권리와 재

량권의 행사, (ⅱ) 제253조에 따른 조사계획의 정지나 중지를 명령하는

연안국의 결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그 예외로서 강제절차의 적용이

제한됨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제298조 제2항 제(b)호는 제297조

제2항에 따라 재판소의 관할권으로부터 제외된 주권적 권리나 관할권의

행사311)와 관련된 법집행활동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강제절차의 배제를

선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배제선언을 통하여,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한 연안

국의 권리와 재량권 행사, 조사계획의 정지나 중지를 명령하는 연안국의

결정과 관련한 법집행활동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강제절차의 적용이

배제될 것이다. 이에 따라, 법집행활동의 일환으로 국내법에 따라서 실시

된 나포 등의 행위의 위법성 여부 역시 기본적으로 협약상의 강제절차를

통하여 다투어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추가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우선, 일본이 독도 주변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의 부당한 중지 결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협약 제297조 제2항 제(b)호에 따라 강제조정

(compulsory conciliation)에 회부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조

정은 결정의 구속력이 부재하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강제적’ 분쟁해결절

별 자료실’ - ‘조약과 국제법’ - ‘조약정보’ - ‘다자조약’>에서 검색 가능(2014 12. 9. 확인).

1. 협약 제298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은 협약 제298조 제1항 (a), (b) 및 (c)호에서 언급된 분쟁의

모든 범주와 관련하여 협약 제15부 2절에서 규정된 여하한 절차를 수락하지 아니한다.

2. 현 선언은 즉시 발효한다.

3. 현 선언의 어떠한 것도 협약 제287조에서 언급된 재판소나 법정에 대해 타국간의 여하한 분쟁의

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는 대한민국의 권한을 해치지 않는다.

311) 여기에 해양과학조사가 포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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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고 할 수 없을 뿐이다.

다음으로, 수로측량 해양과학조사 구분론에 입각하여, 일본측의 측량/

조사 활동을 ‘수로측량’이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양상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위 입장에 따를 경우, ‘수로측량’은 협약 제58조에 따라 공해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일종의 잔존 권리(residual rights) 중의 하나로 보게 된

다. 그리고, 협약 제297조 제1항 제(a)호는 제58호에 명시된 그 밖의 국

제적으로 적법한 해양이용권에 관한 규정 위반 행위가 주장되는 경우 강

제절차가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312) 따라서, 일본측이 자국의 측량/조

사를 ‘수로측량’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고, 만약 재판부가 한국측

의 강제절차 배제선언에도 불구하고, 협약 제297조 제1항에 따라 강제절

차가 적용되는 분쟁으로 볼 가능성도 이론적으로 상정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한국은 해당 분쟁이 협약 제297조 제2항 및 제298조 제1항에 의

하여 강제절차가 배제되는 분쟁이며, 동시에 ‘수로측량’, ‘해양과학조사’

여부에 관한 다툼 또한 강제절차의 배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선결적 항

변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관할권 존부의 판단과 무관하게 일

본측의 주장 자체로 우선 forum이 구성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일견 한국측의 강제관할권 배제선언이 국제재판소행의 완

전한 회피를 보장할 수 있을지 여부는 다소 의문이다.313)

아울러 여기서 나아가, 해당 forum 등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가 문제될

여지가 없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314) 이와 관련하여, 독도 영

312) 협약 제297조 (제2절 적용의 제한)

1. 이 협약에 규정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의 행사와 관련된 이 협약의 해석이

나 적용에 관한 분쟁으로서 다음의 각 경우 제2절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다.

(a) 연안국이 항해 상공비행의 자유와 권리, 해저전선 해저관선 부설의 자유와 권리 또는

제58조에 명시된 그 밖의 국제적으로 적법한 해양이용권에 관한 이 협약의 규정에 위

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되는 경우.

313) 신창훈, supra note 276, 177면.

314) Atsuko Kanehara는 한국의 강제절차 배제선언 및 ICJ 선택조항 미수락으로 인하여 원칙적

으로 현 상태에서 ITLOS나 ICJ가 독도 문제와 관련된 이슈를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고 평가한다(Atsuko Kanehara, supra note 284,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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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 문제 자체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이 아니

라 일반국제법상 영유권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협약상 ITLOS 등 제3

자적 분쟁해결 기관에 회부될 수 없다. 하지만, 영유권 분쟁이 있는 도서

주변수역의 해양의 이용을 둘러싸고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이

문제 될 경우, 소위 ‘혼합사건’(mixed dispute)으로 보아 협약상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하고, 해당 쟁점의 선결문제로서 영유권 문제도 다룰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315)

이와 관련하여, 2010년 12월 20일 제기된 차고스(Chagos) 군도를 둘러

싼 모리셔스와 영국 간 중재재판 사건과 최근 남중국해를 둘러싼 필리핀

과 중국 간 중재재판 사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① 인도양에 위치한 차고스 군도는 1965년 이래 영국령으로 편입되었

다. 하지만, 모리셔스는 1968년 독립 후 동 군도에 대한 주권 회복을 주

장하였고, 영국은 2010년 4월 동 군도의 EEZ 전역에 해양보호구역

(Marine Protected Area: MPA)을 설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모리셔스는

2010년 12월 20일 협약상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에 의거하여 동 사건을 협

약 제7부속서상의 중재재판에 회부하였다. 동 사건에서 모리셔스는 영국

이 유엔해양법협약상 동 군도 인근 수역에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

는 연안국(coastal state)이 아니므로 동 해양보호구역의 설정은 협약상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다.316)

315) 과거 ITLOS 재판소장 Rüdiger Wolfrum은 소위 ‘혼합분쟁’에 대한 ITLOS의 관할권 행사 가

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Statement on Agenda item 71 (a) at the plenary of the sixty-first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New York, 8 December 2006 등)<ITLOS

홈페이지(http://www.itlos.org/index.php?id=68)>에서 확인 가능(2015. 1. 15. 확인). 한편, 혼

합분쟁에 관하여는 2000년대 후반 이후에야 그 연구가 활성화되었으며, 국가들 역시 ‘혼합분

쟁’에 해당하는 사안을 국제재판소에 성립시키기 위해, 즉, 관할권 부재로 소가 각하되는 것

을 피하기 위해 여러 소송 기술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Mauritius v. U.K 사건과 The Philippines v. China 중재재판 사건으로 이 두 사건은 현재

중재재판소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이하 본문에서 상술).

316) 동 사건의 배경, 당사국의 주장 등에 관하여는, Irini Papanicolopulu, “Mauritius v. United

Kingdom: Submission of the dispute on the Marine Protected Area around the Chagos

Archipelago to arbitration”, EJIL: Talk (11 February, 2011) <http://www.ejiltalk.org/mauritius

-----v-united-kingdom-submission-of-the-dispute-on-the-marine-protected-area-around-the-c



- 127 -

② 남중국해에서는 그간 조그만 섬과 환초 등으로 구성된 스프라틀리

군도(Spratly Islands, 중국명: 南沙群島) 및 파라셀군도(Paracel Islands,

중국명: 西砂群島) 등을 둘러싸고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

들 간 첨예한 갈등이 존재하여 왔다. 특히, 중국은 1992년 자국의「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동 군도를 자국의 영토로 명시하고(제2조), 소위 남중

국해 전체를 아우르는 9개의 점선을 표시(소위 ‘구단선’(九段線), 9 dash

line 또는 U-shaped line)하여 점선 내 모든 해역에 대하여 자국의 관할

권을 주장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리핀은 위 구단선에 포함되는

수역에서 중국측과의 해양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자 2013년 1월

22일 협약 제7부속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중재재판에 회부하였다. 동

사건에서 필리핀은,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의 유엔해양법협약 위반 및

무효 선언, 남중국해 일부 지형물의 협약 제121조상의 섬(island) 여부

및 EEZ와 대륙붕 보유 여부 결정 등을 요청하고 있다.317)

상기 사건 중 모리셔스-영국 간 중재사건은 영국측의 절차 참여 하에

지난 2013년 1월 11일 공개변론이 진행되었다.318) 한편, 필리핀-중국 간

중재사건은 중국의 관할권 불성립 주장에도 불구하고 재판부 구성을 마

치고 중국의 절차 참여 없이 심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319)

위 두 사건은 직접적으로 차고스 군도 및 스프라틀리/파라셀 군도의

hagos-archipelago-to-arbitration>(2014.12.14. 확인) 등 참조.

317) 구체적으로 필리핀의 청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구단선은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

해 및 접속수역, EEZ, 그리고 대륙붕 규정에 합치하지 않는다. 둘째, Mischief Reef와

McKenna Reef는 필리핀 대륙붕의 일부를 구성하는 수중지형이다. 셋째, Gaven Reef와 Subi

Reef는 중국의 대륙붕에 위치하지 않는 간조노출지이다. 넷째, Scarborough Shoal, Johnson

Reef, Cuarteron Reef, Riery Cross Reef는 협약상 암석에 해당한다. 다섯째, 중국은 필리핀이

EEZ 및 대륙붕에서 생물 및 무생물 자원을 이용하는 권리를 불법적으로 침해하였다. 동 사

건의 배경, 당사국의 주장 등에 관하여는, Stefan Talmon & Bing Bing Jia.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A Chinese Perspective, (Oxford and Portland, Oregon : 2014) 참조.

318) 동 사건의 진행상황은 <PCA 홈페이지(http://www.pca-cpa.org/showpage.asp?pag_id=1429)>

(2014.12.14. 확인) 등 참조.

319) 동 사건의 진행상황은 <PCA 홈페이지(http://www.pca-cpa.org/showpage?pag_id=1529)>

(2014.12.14. 확인)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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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 문제를 직접 문제 삼은 사건은 아니다. 하지만, 영국의 차고스 군

도 주변수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 설정 및 중국의 남중국해에서 구단선

설정의 적법 여부 판단에 있어 상기 군도들의 영유권 소재가 문제될 여

지도 있다. 특히, 중국은 2006년 8월 25일 협약 제298조에 따라 협약상

강제관할권 배제 선언을 하였고, 이에 중국은 위 필리핀-중국 간 중재사

건에서 동 사건의 관할권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필리핀은 중국

의 배제선언의 효과 차단을 위해 우회적으로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의

협약 합치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 있다. 그리고, 동 사건에서 중국의

관할권 불성립 주장과 무관하게 이미 중재재판소 구성을 마쳤다. 이는

일응 협약상 강제절차 배제선언이 강제절차를 원하지 않는 국가들에게

완전한 안전장치가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320)321)

320) 물론 중국측 배제선언의 관할권 성립에의 영향 여부에 관하여는 향후 동 사건의 최종판정에

서의 판단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다. 기타 국내발표된 논문 중 동 사건에 대한 분석 등을

담은 문헌으로는, 김원희, “필리핀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 중재사건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

관할권과 소송요건을 중심으로 - ”, 서울국제법연구 제21권 제2호 (2015), 151-180면; 이기범,

“중국의 ‘구단선’(九段線)에 관한 여러 가지 해석들과 UN해양법협약”, 국제법평론 제38호

(2013), 143-172면; 이창열, “필리핀-중국 중재재판과 남중국해 중국 구단선의 법적 성질”, 독

도연구저널 제21권 (2013), 34-40면; 이창열, “유엔해양법협약에서 혼합분쟁에 의한 강제분쟁

해결 가능성 검토”, 대한국제법학회 주최 2014년도 국제법학자대회 ‘다극화 세계에 있어서 국

제법의 역할’ 세미나 자료집 (2014. 10. 17.-18.), 133-142면; Seokwoo Lee & Nong Hong,

“Chinese Perspectives on the Philippines-China Arbitration Case in the South China Sea”,

서울국제법연구 제20권 제2호 (2013), pp.171-198 등 참조. 참고로, ‘혼합분쟁’에 대하여 국제

재판소가 과연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사안별로 맡겨져 있다는 평가가 있다

(Zhang Xinjun, “Mixed Disputes and the Jurisdictional Puzzle in Two Pending Cases:

Maritiius v. U.K. and The Philippines v. China”,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Vol.7, No.2, (2014), p.530).

321) 2014년 5월 7일과 9일 중국은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 상태에 있는 파라셀 군도 해역(영해 이원

수역)에 석유시추장비를 일방적으로 설치하여 일방적인 시추활동을 감행하였다. 이는 일응 해

양환경에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을 끼치는 중첩수역에서의 일방행위로서 국제법 위반의 문제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 당시 베트남은 각종 경로를 통하여 중국측의 상기 행위

를 비난하였고(예컨대, 2014년 6월 9일부터 13일 간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제24차 유엔해양법협

약 당사국회의에서의 베트남, 필리핀 대표단의 발언 등(SPLOS/277, para. 115) 참조), 2013년 1

월 필리핀이 중국측에 제기한 소송에 소송참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지현, “베트남, 남중국해 분쟁 국제소송 검토”, KMI 독도․해양영토브리핑 제14-236호

(2014)). 동 사례 역시 비록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도서 영유권 문제와 해양의

일방적 이용 문제가 결부될 경우 발생가능한 갈등의 극단적인 일국면을 보여준다. 이는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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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추어 보면, 일본의 측량/조사의 강행과 한국과의 물리적 충돌

등이 발생하여 동해 수역의 해양의 이용 등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

용과 관련된 여하한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도 유사한 사건전개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가정해 볼 수 있다. 즉, 극단적인 경우 한국이 강제절차

배제선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이 국제재판소에서

여타의 해양법 이슈를 매개로 직간접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여지도 완

전히 배제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상

기 두 사건의 진행을 주시하고, 혼합분쟁과 국제재판소의 관할권 성립

문제에 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한 중 간 협력체제

한 중 간에는 전문가집단차원에서 1995년 5월 한 중 공동해양과학연구

센터를 설립하여 몇몇 공동조사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22)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는 2005년경 한국이 중국에 대하여 해양과학조사

협정 체결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제안 내용이나 추후

진전사항 등에 대하여는 알려진 바가 없다.323)

한편, 동해와 같이 영유권 문제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한 중 간 해양과

학조사를 위한 협력체제의 수립 역시 결코 용이하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 중 간 문제가 되고 있는 서해 해양과학조사의 문제를

살펴본다.

년 일본의 독도 주변수역에 대한 일방적 측량/조사 당시의 문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322) 신창훈, supra note 275.

323) 외교부 보도자료(PRESS RELEASE), 배포일시: 2005년 12월 7일(수), 제목: 제10차 한 중 조

약국장간 해양경계획정 및 국제법 관련 회담 결과, “한 중 양국은 또한 해양경계가 확정되지

않아 양국의 권원이 중첩되는 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 및 석유 가스 등 자원탐사 활동을 둘

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측이 제의한 해양과학조사협정 체결문제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앞으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동 협정 체결의 필요성, 협력의 범위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해 그 결과를 양국 정부에 건의토록 합의하였다.”<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 ‘뉴스’ - ‘보도자료’ - ‘제10차 한 중 조약국장간 해양경계획정

및 국제법 관련 회담 결과’(2005. 12. 7.)>(2014. 9. 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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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의 자원 분포 및 보

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서 해양과학조사가 필수적

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

다. 한 중 양국 모두 서해에

석유 및 가스 등의 지하자

원이 있는지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한국 국내의 관

련기관은 단독으로라도 과

학적 탐사를 진행하기를 희

망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관

련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324)

하지만, 자원 탐사를 위한

과학조사의 특성상 한 중

간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동 조사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은 한국의 일방적 조

사에 반대하고 있으며, 공동조사나 해양과학조사협정의 체결에도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실제 한국은 1975년 이래 현재까지 한국지질자원연

구원을 중심으로 한반도 주변수역에 대한 해저지질도 작성 및 이를 위한

해저지질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측 연안 이원 일정

수역에서의 조사활동에 대하여는 관공선을 파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

제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25)

324) 아시아경제, “정부, 울릉분지 등 대륙붕 광구 탐사 추진”, 2014. 9. 5.; 헤럴드경제, “2023년까

지 대륙붕 최대 9곳 시추”, 2014. 9. 19. 등

325)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에 따르면, 실제 과학조사가 어려운 점은 현실적인 측면도 크다고 한다.

즉, 과학조사 장비가 조사선에서 약 3-4km 정도의 반경까지 확보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해에서는 중국 어선이 매우 빈번이 왕래하는 관계로 고가의 장비가 유실되거나 고장나는 등

의 문제가 있다고 하며, 이에 따라 조사 실시 시기를 금어기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물론, 언론 등에 노출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한국 조사선에 중국 관공선이 접근하여 항의를 제

[그림 9] 해저지질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해저지질도 작성,

지식경제부 (20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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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조사는 소나를 이

용하여 해저면을 향해

음파 등 충격파를 발생

시켜 해저면의 상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그 법

적 성격은 에게해 대륙

붕 사건의 지진파탐사

(seismic testing) 활동

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

될 수 있다. 한편, 에게

해 대륙붕 사건 및 가이

아나-수리남 중재사건 등에서의 판단에 따르면326), 중첩수역에서 지진파

탐사 활동은 일시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해양환경에 영구적인 물리적

변경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형태의 한국의

일방적 해저지질조사 역시 국제법적으로 일응 문제될 것이 없다.

나아가, 상기 조사는 한국의「배타적 경제수역법」제5조 제2항에 따라

가상중간선 이원 해역에서는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국내법상으로도 허

용된다고 볼 수 있다.

국제법상 중국 관공선이 상기 조사를 실시하는 한국 선박을 퇴선시킬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327) 하지만, 이 문제는 양국 간 분쟁의 불씨로

기하며 퇴선을 요구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역으로 중국 조사선이 잠정조치수역을 넘어 한국측

연안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특히, 중국은 한국측 해양조사선 등이 동경 124도 이

서지역으로 진입할 경우에는 관공선을 파견하는 등의 방법으로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연합뉴스, “동북아 긴장고조…군비경쟁 본격화하나”, 2013. 12. 1. 참조). 참고로,「해저광물자

원개발법」시행령에 따라 서해에 구획된 한국측 1 내지 4광구는 모두 동경 124도 선 이서지역

에까지 이른다.

326) 에게해 대륙붕 사건의 경우, 유엔해양법협약 성안 이전에 잠정조치의 발령요건 판단의 기준

이 문제된 사건이었으나, 앞서 살핀 가이아나-수리남 중재사건의 판시에서 보듯, 에게해 대

륙붕 사건에서 기준은 오늘날 협약 성안 이후 제74조 제3항상 최종합의 저해금지 의무위반

여부의 해석론으로 수용되었다.

327) 물론, 중국은 서해에서 한국의 과학조사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항의를 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림 10] 해양물리탐사 자료취득 모식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해저지질도 작성, 지식경

제부 (20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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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남아 있다. 만약 한국 조사 선박이 중국의 공선에 의하여 ‘힘의 논

리’에 따라 퇴선되는 일이 발생하고, 이것이 한국 국민들에게 알려진다

면, 이는 양국 간 큰 부담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물론, 남중국해에서 중

국이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과 겪고 있는 분쟁의 강도에 비하면, 서해

에서 한 중 간 작금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은 문제이긴 하다.

(3) 중 일 간 협력체제

중·일 양국 간에는 1990년 후반부터 중국 해양조사선의 동중국해 해양

조사가 빈번해지면서 중첩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 문제가 양국 간 외교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양국은 2001년 2월 13일 “해양조사활동의 상

호 사전통보의 틀을 실시하기 위한 구상서”를 교환하여 사전통보제를 확

립하였다.328) 위 사전통보제의 통보대상 수역은 일본의 구상서에는 “중

화인민공화국의 근해(영해를 제외함)”로 되어 있으며, 중국의 구상서에는

“일본측이 관심을 가지는 수역인 일본국의 근해(영해를 제외함)”로 되어

있다. 사전통보 시점은 협약상 6개월 전 사전통보 요건보다는 완화된 조

사개시 예정일 2개월 전으로 되어 있다. 통보 사항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기관 명칭, 사용 선박의 명칭과 종류, 책임자의 이름, 조사의 개요로서

목적과 내용, 방법과 사용기기, 조사기간과 구역 등이다.329)

중 일간 해양과학조사 사전통보제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사전통보 절차가 극히 간략하게 되어 있어 명목적

인 통보만으로도 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둘째, 사전통보제의 적용대

상 수역이 극히 모호하다. 셋째, 조사구역을 어느 정도로 정밀하게 표시

할 것인지에 관하여도 규정이 없다. 넷째, 상대방의 조사활동에 대한 참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법적인 근거에 기초한 항의라기보다는 다분히 ‘묵인의 효과’ 배제 차원

에서 항의의 기록을 축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328)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http://www.mofa.go.jp/mofaj/press/release/13/pdfs/rls_0213d.pdf)>

(2014. 9. 5. 확인).

329) 三好正弘,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調査活動”, 栗林忠男․杉原高嶺編、『日本における海洋法

の主要課題』(有信堂, 2010), 1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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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정이 없다. 다섯째, 사전통보제의 운용이나 문제에 관해서는 쌍방이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일본측 구상서 제5항, 중국측 구상서 제6항) 과

거의 중 일 간의 각종 협의나 협상의 경험에 비추어 협의에 의한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330)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중 일 간 사전통보제의 실제를 보면 위에서 지적

한 문제점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예컨대, 일본의 해상보안청의 측량선

쇼요(昭洋)호는 2010년 5월 3일 일본 가고시마현 오미오시마 북서쪽

320km 지점에서 중국측에 통보 없이 지각구조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동 수역은 일본의 입장에서 중·일 간 사전통보제의 틀 속에서 중국측에

통보 없이 일본이 해양과학조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 중·일 간

지리적 중간선으로부터 일본측 해역에 속하는 수역이었다. 하지만, 당시

중국의 관공선인 하이젠(海監) 51호가 동 조사활동의 중지를 요구하며

쇼요호에 접근하여 3시간 여에 걸친 추적을 벌인 끝에 쇼요호가 해당 수

역에서 퇴거한 사건이 있었다.331) 이는 사전통보제 대상수역에 대한 중

일 간 상이한 이해에 기인하여 발생한 일로 볼 수 있다.332)

또한, 중국은 조어도(釣魚島)·첨각(尖閣)제도 및 오키노도리시마(沖ノ

鳥島) 주변수역에서 이루어지는 해양과학조사에 관하여 일본에게 사전통

보를 하고 있지 않다. (i) 예컨대, 2007년 2월 4일 중국의 해양조사선 둥

팡훙(東方紅) 2호가 일본측 주장 EEZ 내인 조어도(釣魚島)·첨각(尖閣)제

도 주변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일본 외무성은

동 행위가 중 일 간 사전통보제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항의하고 조

330) Ibid., 178-179면.

331) 중국측은 자국의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에까지 이른다는 입장 하에 동 수역에서의 일본측의

해양과학조사는 사전통보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동 사건과

관련하여, 일본 외무상은 주일중국대사를 조치하여 일본측 조사활동 방해에 대하여 항의하였

으나, 주일중국대사는 당시 하이젠 51호의 활동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연합뉴스, “중·일, 동중국해서 해양조사 마찰”, 2010. 5. 6.).

332) 森川幸一, EEZ内での外国船舶による海洋調査活動への対応─国内法整備の現状と課題─、海上

保安協会、海上保安体制調査研究委員会報告書『平成22年度　 海洋権益の確保に係る国際紛争

事例研究（第3号)』(財団法人　海上保安協会, 2011), 9면.



- 134 -

사활동의 즉각 중지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국 외교부는 그러한

조사활동이 중국의 정당한 주권 행사에 해당하며 사전통보제와는 관계없

는 일이라고 응수한 바 있다.333) (ⅱ) 한편, 사전통보제 합의 이후에도

중국은 오키노도리시마 부근 해역에서 사전통보 없이 해양과학조사를 실

시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일본은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334)

하지만, 중국은 ‘오키노도리시마는 유엔해양법협약상 바위(rock)에 불과

하며, 그 주변에 일본의 EEZ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 하에 사전통보

없는 조사를 지속하고 있다.335)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논자들은 중국 선박들이 중첩수역에서 여전히

사전통보 없이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것이 중 일 간 긴장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336)

2. 일방적 해양과학조사의 한계와 한반도 주변수역에의 적용

가. 분쟁 가능성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한·중, 한·일, 중·일 간에는 해양과학조사 실시와

관련한 협력체제가 미비하거나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아니한 현실이

다. 이에 따라,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연안국들 간 해양과학조사를 둘러싼

다툼은 앞으로도 계속 제기 가능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333) 坂本茂樹, “外国船舶による海洋調査の実施と執行措置”, 海上保安体制調査研究委員会報告書

『平成20年度　 海洋権益の確保に係る国際紛争事例研究（第1号）』（2009년 3월, 財団法人　

海上保安協会), 16면; 뉴시스, “중국 해양조사선, 일본 EEZ 진입”, 2007. 2. 4.; 뉴시스, “중국,

조사선 조어도 항행 통보의무 없어”, 2007. 2. 7.

334) 한국일보, “중국·일본, 동중국해 EEZ 긴장 고조”, 2004. 7. 13.

335) 오키노도리시마의 법적 지위에 관한 중국의 입장은, 일본의 오키노도리시마 기점 대륙붕한계

정보에 대한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 심사 문제에 관하여 중국이 유엔에 제출한 각종 구상서

들에 잘 나타나 있다(2009. 2. 6.자, 2011. 8. 3.자 구상서 참조). 한국 역시 동 문제에 관하여

는 중국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2009. 2. 27.자, 2011. 8.11.자 구상서 참조). 구상서의

상세 내용은 <유엔 DOALOS 홈페이지(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_files

/submission_jpn.htm)> 참조(2014. 11. 9. 확인).

336) Atsuko Kanehara, supra note 284, 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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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양과학조사 분야에는 추가로 고려되어야 할 특수한 문제가 있

다. 첫째, 해양과학조사의 개념과 범주 설정 문제. 둘째, ‘순수한 해양과

학조사’와 ‘응용된 해양과학조사’ 구분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우선, 첫째, 해양과학조사의 개념 및 범주 설정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해양과학조사’ 및 ‘수로측량’의 구분에 관하여 국가들 간 입장 차이가 있

음을 앞서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추세는 모든 종류의

해양정보수집활동을 해양과학조사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현재 국제

공동체에서는 해양에서 수행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정보수집활동을 언급

할 때 실제 ‘해양과학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337) 이를

테면, 해양과학조사선, 수로측량선, 지진탐사선, 어업조사선 등에 포함되

는 선박들은 대부분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장비를 갖추

고 있고, 또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38) 또한, ‘수로측량’의

과정 중에도 해저채취, 해류 및 조수정보수집 등을 통해 해양과학정보는

일상적으로 습득되고 있다.339) 이처럼, 실제로는 해양과학조사와 구분된

다고 주장되는 활동들 역시 해양과학조사활동을 수반하며, 외형상 해양

과학조사활동과 구분이 곤란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340) 이에 따라

해양주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연안국의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해양정보수

집활동을 해양과학조사의 범주에 포함시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나아가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국가와 연안국 간 해당

337) Sam Bateman, supra note 263, p.164.

338) Ibid., p.166.

339) 신창훈, supra note 256, 63-64면.

340) 이와 관련, 신창훈 박사는 동 행위들을 구별할 필요성이 존재할 경우 1차적으로는 행위의 목

적에 의한 구분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것으로 구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

라 개별적으로 행위의 성격, 내용, 방법 및 수집된 데이터의 최종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Ibid., 71면). 다만, 해당 행위의 진정한 목적

은 해당 활동을 수행하는 개별 국가 내부에서만 확인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복합적인 목적

이 수반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따라서, (해당 선박에 대한 검색 등을 통해) 해당 행위의

목적, 성격, 내용, 방법 및 수집된 데이터의 최종용도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들을 연안국

이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즉,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연안국 양자 간

다툼에 있어 상기 구분론이 유효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다소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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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대한 연안국의 동의 필요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더

욱 높아지게 된 것이다.341)

다음으로, 협약 자체는 ‘순수한 해양과학조사’와 ‘응용된 해양과학조사’

를 구분하여 연안국의 동의 여부에 대한 재량권의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협약 제246조 제3항은 오로지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또는 모든 인류에 유익한 해양환경에 대한 과학지식 증진을 위하여 수행

되는 해양과학조사에 대하여는 연안국이 동의부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협약 제246조 제5항은 연안국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 해양과학조사의 대상으로 (a) 생물 또는 무생물 천연자원

의 탐사와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b) 대륙붕의 굴착, 폭

발물의 사용 또는 해양환경에 해로운 물질의 반입을 수반하는 경우, (c)

제60조와 제80조에 언급된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건조, 운용 또는 사

용을 수반하는 경우, (d) 제248조에 따라 조사사업의 성질과 목적에 관

하여 전달된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나 조사국이나 권한 있는 국제기구가

이전에 실시된 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연안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하지만, 정보의 비대칭성 하에서 ‘행위의 목적’이

라는 주관적 기준이 갖는 한계, 오늘날 해양정보수집활동의 다양성·광범

성 등을 고려할 때, 상기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해양과학조사’와

‘응용된 해양과학조사’의 구분 역시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342)

341) 해양수산부가 제정 추진 중인「국가 관할해역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

2013-498호, 2013년 12월 30일 입법예고)<법제처 홈페이지 – ‘법령 해석정보’ – ‘입법예고’

- ‘국가 관할해역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2013.12.30.)>(2014. 10. 9.확인)에 따르

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해당하는 수역에 특별관리수역을

지정할 수 있고(제12조 제1항), 해당 수역에서 조사 또는 측량행위를 금지하며(제12조 제3항),

이를 위반하여 조사 또는 측량을 한 자에 대하여는 벌금 및 해당 자료의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제20조)하고 있다. 국내법상 한국 EEZ, 대륙붕에 대한 관할권 강화라는 상기 법안 제정

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i) 협약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의 ‘순수한 해양과학조사’에

대하여는 연안국이 동의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는 점, (ii) 수로측량 활동에 대하여는 연안국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보는 입장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 상기 규정의 운영을 둘

러싸고 관련국 간 협약 위반의 논란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342) 이와 관련하여, 앞서 살핀 한·중·일의 해양과학조사 관련 국내법상의 규정들 역시 동의를 거

부할 수 있는 해양과학조사를 규정함에 있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한국「해양과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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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해양과학조사 분야에 있어서는 연안국의 일방적 해양과학

조사의 한계 문제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 일방적 해양과학조사의 한계

(1) 학설에 대한 소개

학자들은 해양경계 미획정 상태의 중첩수역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

는 해양과학조사는 금지되지 않는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협약

은 해양과학조사를 해양환경이나 그 자원에 대한 어떠한 주장의 법적근

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41조), 해양환경에 대한 인류의

지식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 및 관련 활동으로서 해양과학조사를 대체로

허용하는 입장(제246조 제3항)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경우에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다시금 제기된다.343) 가이아나-수리남 중재사건에서는 에게해 대륙붕사

건을 원용하며 일시적 성질의 활동과 회복 불가능한 손해의 위험을 발생

시키는 활동을 구분하며, 종국적으로 해당 활동의 해양환경에 대한 영구

적인 물리적 영향(permanent physical impact on the marine environment)

여부에 따라 허용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이와 관련하여, 협약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연안국이 동의를 부여하여

야 하는 해양과학조사는 일시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제

법」제7조 제4항, 중국「섭외해양과학연구관리규정」제8조 등).

343) 중첩수역에서 해양이용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주로 중첩수역에서 광물자원의 일방적 탐사·개

발행위의 허용성 문제에 논의가 집중되어 있으며, 중첩수역에서 일방적 해양과학조사의 허용

성 문제를 독자적으로 논의하는 경우는 드물다. 전자의 경우, (ⅰ) 탐사목적의 굴착은 금지되

지만, 예외적 상황에서 분쟁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음향탐사와 같은 일시적 성격의 탐

사활동은 금지되지 않는다는 견해(Rainer Lagoni, supra note 16), (ⅱ) 광물자원의 일방적 개

발행위는 협약 제83조 제3항상 최종합의의 도달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할 의무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견해(Churchill & Ulfstein, supra note 109, pp.85-88), (ⅲ) 협

약 기초과정에서 경계미획정 상태에서의 탐사·개발을 부정하고 경제활동의 모라토리움을 도

입하자는 파푸아뉴기니의 제안이 수용되지 아니한 점을 들어 최종합의 도달을 손상시키지 않

는 한 허용된다는 견해(Nandan & Rosenne, supra note 78, p.81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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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조 제5항에 따라 연안국이 해양과학조사 실시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조사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지 아니한 조사로 볼 수 있다는 견해

가 제기된 바 있다.344)

위 견해에 따를 경우, 제246조 제5항에 열거된 해양과학조사 행위는

최종 해양경계획정 이전의 중첩수역에서는 관련국의 동의가 없는 한 일

절 실시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협약 제74조 제3항은 경계획정 미획정

의 과도 기간 동안 실질적인 잠정약정 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최종합

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

을 뿐이다. 그리고, 최종 경계획정합의 이전의 중첩수역 역시 해당 해양

과학조사행위를 실시하고자 하는 연안국의 EEZ에 포함되며, 실제 향후

최종경계획정의 결과 해당 연안국에 최종적으로 귀속될 수도 있다.

따라서, 협약 제246조 제5항 각 호에 포섭되는 행위라고 하여 곧바로

경계미획정의 중첩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라

고 단언할 수는 없다. 즉, 협약 제246조 제3항과 제5항을 제74조 제3항

위반 여부의 일응의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는 있을지언정, 일방적 해양과

학조사의 허용성 판단을 위한 직접적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곤란하다.

(2) 국제판례에 대한 검토

그렇다면, 중첩수역에서 일방적 해양과학조사의 한계와 관련하여, 제2

장에서 살펴본 국제판례들에 대하여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이아

나-수리남 중재사건에서 중첩수역에서 일방행위의 허용 여부의 기준은

당해 활동이 해양환경에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을 주는가 여부로 정리된

다. 구체화하면, 굴착행위(drilling), 구조물의 설치(installation)와 같이 물

리적인 영향을 주는 활동은 허용될 수 없지만, 그렇지 아니한 지진파 탐

사(seismic survey)는 허용될 수 있다는 식으로 도식화할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중첩수역에서 일국의 일방행위의 협약 위반 판단

344) 김선표, supra note 128, 102-1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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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준은 협약 제74조 제3항이다. 즉, 일방행위로 나아간 국가가 해양경

계 미획정의 과도 기간 동안 잠정약정 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최종합

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할 의무를 준수하였는

지 여부가 그 기준이 될 것이다.

제74조 제3항 위반 여부는 특정 행위로 인한 해양의 물리적 현상 변경

여부나 그 현상의 변경이 일시적·영구적인 것인가 여부의 판단을 넘어서

는 영역이다. 개념적으로도 해양환경에 대한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 여부

와 제74조 제3항 위반 여부는 구분 가능하며, 전자가 성립된다고 하여

후자가 항상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예컨대, 최종 경계획정의 결과 다

른 연안국에 귀속될 가능성이 농후한 수역에서 이루어진 일방행위와 자

국에 귀속될 가능성이 농후한 수역에서 이루어진 일방행위를 동일선상에

두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상대 연안국의 묵인 하에 장기간

지속된 일방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 역시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가이아나-수리남 중재사건에서 중재재판소가 내린 다

음의 판시는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고 사료된다:

“경계획정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며, 분쟁기간 동안

문제된 수역에서 경제적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분쟁당사국의 이익을 과

도하게 제약해서는 아니될 것인바, ‘최종합의 도달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

해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하는 의무’를 해석함에 있어서 (일방

행위의 자제를 통한 현상 유지와 해양의 경제적 이용이라는 두 가지 이익

간의) 섬세한 균형(delicate balance)이 고려되어야 한다.”345)

우선, 중첩수역에서 일방행위의 허용 여부는 협약 제74조 제3항에 따

라, 그것이 객관적으로 최종 경계획정합의의 도달을 위태롭게 하거나 최

종 경계획정 이후 타국에 귀속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

어야 한다. 특히, 협약 제74조 제3항 문언의 해석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

상의 유지 존중, 경제적 과학적 측면에서 해양의 적정이용 촉진이라는

345) 각주 137 판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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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들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가이아

나-수리남 중재사건에서의 판시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구체적으로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수역의 위치, 일국의

일방행위로 인하여 타방 연안국이 입게 된 손해 및 그 성질, 결과의 회

복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74조 제3항 전단의 잠정약정 체결을 위한 노력 여하도 중

첩수역에서 일방행위의 적법성 문제 검토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의 하

나가 될 것이다. 실제 가이아나-수리남 중재사건에서 (ⅰ) 계획된 활동

의 공식적인 통보, (ⅱ) 활동 착수에 있어 협력 모색의 노력, (ⅲ) 그 결

과에 대한 공유제안 및 활동 관찰의 기회 부여, (ⅳ) 관련 활동으로 인한

이익 공유 등이 필요함을 언급346)하였던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이

점을 염두에 둘 때, 연안국은 특정 일방행위의 실시에 앞서 최대한 성실

하게 타방 연안국과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347)

다. 한반도 주변수역에의 적용

(1) 해양과학조사 활동의 실제

앞서 논의를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실제 어떠한

형태로 해양과학조사 활동이 이루어지고, 해당 활동이 중첩수역에서 일

방적 권리행사로서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하여 살펴본다.

현재 한국국립해양조사원은 해양과학조사선에 의한 해저지형 조사 및

수로측량, 연안관측소·부이(buoy)·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등을 통한 해양관

측 등348)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상기 활동 가운데 해양과학조사선의 운

346) 각주 125 판시 참조.

347) 가이아나-수리남 중재사건에서의 중재판정을 근거로 독도 주변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국가에 사전에 통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탐사를 감시할 기회를 제공

할 필요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중첩수역에서 일방적으로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협약

제74조 제3항상의 의무 위반이 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坂本茂樹, supra note 333, 19면).

348)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www.khoa.go.kr)– ‘국립해양조사원소개’ – ‘업무소개’ – ‘해양



- 141 -

용, 부이 및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운용의 경우 영해 범위를 넘어 다

른 연안국들과의 중첩수역의 범위

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다.349)

(ⅰ) [그림 11]은 그 동안 한국

국립해양조사원이 해양과학조사선

을 운용하여 관련 데이터를 수집

하여 작성한 국가해양기본도 중

해저지형도 샘플이다. 해당 그림의

대상 수역은 한국의 영해 외측에

까지 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한편, (ⅱ) [그림 12]는 동 조

사원이 운용 중인 해상관측용 부

이(buoy)의 위치 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역시 영해 외측의 중첩수역

에도 일부 부이가 설치되어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 (ⅲ) 한국 정부는 지난 2003년에 이어도 해

양과학기지, 2009년에는 가거초 해양과학기지를 서해 영해 이원에 설치

하여 운용 중이다.

그 외에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350), 한국석유공사351) 등도 해양과학조

관측’(http://www.khoa.go.kr/kcom/cnt/selectContentsPage.do?cntId=15402000)> 및 <국가해

양관측정보시스템(Korea Ocean Observing and Forecasting System : KOOFS) 홈페이지

(http://sms.khoa.go.kr/koofs/kor/observation/obs_real_map.asp)>(2014. 9. 14. 확인) 참조.

349) 동 조사원은 1996년부터 ‘국가해양기본도’ 작성을 목표로 우리 관할해역에 대한 국가해양기본

조사를 수역별로 연차적으로 수행하여 오고 있는바, 343,000㎢ 면적의 동ㆍ서ㆍ남해역 전체

에 대한 해저지형, 중력, 지자기, 천부지층에 관한 조사(1차 조사)가 2010년에 종료되었으며,

2008년부터 242,000㎢ 면적의 서ㆍ남해역에 대한 정밀 해저지형조사(2차조사)가 실시되고 있

다<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www.khoa.go.kr)– ‘국립해양조사원소개’ – ‘업무소개’ – ‘국

가해양기본조사’(http://www.khoa.go.kr/kcom/cnt/selectContentsPage.do?cntId=15404000)/‘수

로측량’(http://www.khoa.go.kr/kcom/cnt/selectContentsPage.do?cntId=15403000)>(2014. 9. 14.

확인); 국립해양조사원 보도자료, “대한민국 신 해양지도 첫 완성”, 2014. 1. 27.

[그림 11] 해저지형도(Bathymetric chart)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 ‘업무소개’ – ‘국

가해양기본조사’ 부분(http://www.khoa.go.kr/kcom

/cnt/selectContentsPage.do?cntId=15404020#a)>

(2014. 9. 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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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 등을 이용하여 해저자원탐사

의 기초가 되는 해저지질연구 등

의 조사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해저지질조사 등은 전통적

인 해양과학조사와 달리 사실상

해저자원탐사 개발의 전단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이다.352)

상기 각종 해양과학조사활동 가

운데,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운용

의 경우, 이동가능한 선박이나 부

이 등과 같은 부유성 기구에 의한

조사 활동과 달리 시설물

(installation)의 설치를 수반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기에 따라 그

설치·운용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여지도 있

다. 아울러, 중첩수역에서 그 설치·운영이 일방적 해양과학조사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한국의 해양과학기지 설치·운용의 대표적 사례로서

350) 김성필 이치원 이광수 구본영 유동근, “우리나라 해저지질도 작성 현황과 전망”, 한국수로학회

지 제2권 제1호 (2013), 3-12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해저지질도 작성, 지식경제부 (2012), 30면.

351) 그 외 한국석유공사는 국내대륙붕개발을 위한 탐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한국석유

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 ‘사업소개’ - ‘국내대륙붕탐사현황’(http://www.knoc.co.

kr/sub03/sub03_1_2.jsp) 및 ‘국내대륙붕탐사계획’(http://www.knoc.co.kr/sub03/sub03_1_3.jsp)>

(2014. 9. 14. 확인) 참조.

352) 해저자원탐사 개발은 일반적으로 연안국이 대륙붕에 관하여 보유하는 권리로 이해된다(협약

제77조 제1항). 그러나, 협약 제56조 제1항 제(a)호는 해저 및 하층토의 천연자원의 탐사, 개

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를 연안국이 EEZ에 관하여 보유하는 권리로

규정하고, 오늘날 해양과학조사 역시 사실상 해양정보수집활동을 망라하는 개념으로 확대되

고 있어 해저지질조사 기타 자원탐사활동 역시 해저 하층토의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을 위한

조사활동 내지 해양과학조사활동의 일환으로 연안국의 EEZ에 대한 권리로 포섭될 수 있다.

[그림 12] 해양관측부이 위치정보

<국가해양관측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ms

khoa.go.kr/koofs/kor/observation/obs_real_map.

asp>(2014. 9. 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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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설치 운용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

여 해양과학기지를 통한 일방적 해양과학조사의 가능성 및 그 한계에 대

하여 시사점을 모색해 본다.353)

(2)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설치·운용 문제

(가) 동 기지의 법적 지위

이어도는 한국 최남단 마라도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80해리(약 149km)

지점에 떨어진(동경 125도 10분 56.81초, 북위 32도 07분 22.63초),354) 최

정상부의 수심이 4.6m, 수심 40m를 기준으로 남북으로 약 600m, 동서로

750m에 이르는 수중암초 지대이다.355)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하면 동 지

형은 협약 제121조상의 섬(island)나 암석(rock)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56)

353) 해양과학기지는 일차적으로 협약 제56조 제1항 제(b)호 제(i)목의 “시설 및 구조물”과 제60조

제1항 제(b)호의 “제56조에 규정된 목적과 그밖의 경제적 목적을 위한 시설과 구조물”에 포

섭된다. 다만, 협약 제56조 제1항 제(b)호 제(ii)목에서 규정하는 연안국의 EEZ에서 해양과학

조사를 위한 관할권 행사는 선박이나 부이 등과 같은 이동가능한 부유기구뿐만 아니라 해양

과학기지와 같이 정주하는 시설물에 의하여도 가능하며, 실제 한반도 주변수역에 설치된 해

양과학기지들은 한반도 주변수역의 해양과학조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

라 본 논문에서는 해양과학기지를 기능적 측면에서 협약 제56조 제1항 제(b)호 제(ii)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양과학조사를 위한 연안국의 관할권행사의 일양태로서 분류하였다.

354) 이어도는 중국의 동부 장쑤(江蘇) 성 앞바다에 있는 저우산(舟山)군도 중 가장 동쪽에 있는

무인도서 퉁다오(童島)와는 247km(133해리) 떨어져 있고, 일본의 도리시마(鳥島, Torishima)

로부터 서쪽으로 149마일(276km)의 거리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어도 홈페이지

(www.ieodo.or.kr) - ‘이어도 현황’ 중 ‘이어도 위치도’; 심재설 민인기, “전설의 섬 ‘이어도’에

최첨단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한국방재학회 제4권 제2호 (2004), 59면). 위 퉁다오는 다른

이름으로 하이쟈오다오(海礁島: Hǎijiāo dǎo)라고 불리며, 중국의 1996년 5월 15일 발표한 “영

해기선에 관한 선언”에 의하면 중국의 제12번째 영해기점으로 되어 있다. 한편, 한국은 중국

의 직선기점 제9번, 제10번, 제12번, 제13번에 대하여 유엔해양법협약상 직선기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외교적 입장을 중국측에 통보한 바 있다고 알려져 있

다(최낙정, 한일어업협정은 파기되어야 하는가 (세창출판사, 2002), 218면).

355) <국립해양조사원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홈페이지(ieodo.khoa.go.kr) - ‘이어도 소개’ 부분

(http://www.khoa.go.kr/kcom/cnt/selectContentsPage.do?cntId=51301000)>(2014. 9. 14. 확인)

356) 제121조 (섬제도) 1.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한다. … 3.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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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협약 제6조상의 암초도 아니고357), 썰물일 때 물위로 노출되나 밀

물일 때 물에 잠기는 제13조상 간조노출지도 아니다. 따라서, 영해, EEZ,

대륙붕의 보유가 불가하며 영유권 문제도 발생할 수 없는, 어떠한 법적

효과도 가지지 못하는 수중암초에 불과하다.358)359)

한편, 한국 정부는 해양 기상 정보의 실시간 수집을 통한 자연재해 예

방과 어업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1995년부터 동 수역에 해약과학기지 건

설을 추진하여 2003년 6월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높이 77m, 수면 위

36m 크기)를 준공하였다.360) 동 기지는 협약 제56조 제1항 제(b)호 및

제60조 제1항 제(b)호에 따라 한국 EEZ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위하여 설

치된 시설 또는 구조물에 해당한다. 아울러, 협약 제60조 제8항 및 제259

357) 제6조 (암초) 환초상에 위치한 섬 또는 가장자리에 암초를 가진 섬의 경우,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은 연안국이 공인한 해도상에 적절한 기호로 표시된 암초의 바다쪽 저조선으로 한다.

358) 신창훈, “이어도 문제의 본질과 우리의 대응”, 아산정책연구원 Issue Brief No.21 (2012) 2면.

한편, 2013년 11월 27일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발표에

따라 동 구역에 이어도 상공이 포함된 것과 관련하여, “이어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수

중 암초입니다. 이어도는 영토가 아닙니다. 이어도는 이어도 주변수역의 관할권, 사용문제입

니다. 즉 영토문제가 아닌 배타적경제수역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외교부 홈페이지

(www.mofa.go.kr) - ‘뉴스’ - ‘브리핑’ - ‘대변인 정례브리핑’(2013. 11. 27.)>라는 발언 중

‘이어도가 영토가 아니다’는 발언이 여론의 파장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위키트리, “김을동,

외교부, 이어도 영토 아니라는 주장 철회해야”, 2013. 12. 16.). 위 발언은 적어도 국제법적 측

면에서는 타당한 발언이다.

359) 해양수산부는 2013년「국가 관할해역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입안 및 “이어도 유인화

계획 추진”을 통해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 및 실효적 지배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해양수산부, 2013년 해양수산부 업무 추진계획(2013.4), 11면(<해양수산부 홈페

이지(http://www.mof.go.kr) – ‘소개바다’ – ‘기관소개’ – ‘주요업무계획’>에서 검색 가능

(2014. 10. 4. 확인); 연합뉴스, “해양경제특구지정 … 울릉해경서 신설, 독도경비강화”, 2013.

4. 19.; 연합뉴스, “이어도 해양기지 유인화 추진 … 관할권 강화”, 2013. 4. 19. 등). 하지만,

이어도는 물밑에 수중암초로서 동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상주인력 파견 등은 해당 수역에 대

한 관할권 강화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며, 실효적 지배는 영토에 적용되는 개념으로서

이어도 문제와 무관하다.

360) 동 기지의 설치 논의 및 건설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심재설,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20년사: 이어도 기지 구축의 역사로 살펴보는 과학적 정책적 가치”, 과학과 기술 (2014),

59-66면; 정장열, “김시중 전 장관의 이어도 기지 설립 비사: 끈질긴 설득으로 10년만에 이뤄

낸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과학과 기술 (2014), 55-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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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따라 동 기지는 그 자체로는 어떠한 권원을 창출하지도 못한다. 다

만, 협약 제60조 제4항 및 제260조에 따라 선박의 항행의 안전, 시설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시설 주위에 500미터를 넘지 않는 안전수역(safety

zone)을 설치할 수 있다.361)362) 한편, 협약 제258조에 따라 해양과학기지

등과 같은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가 이루어지는 지점이 타국의 영해,

EEZ, 대륙붕에 해당될 경우에는, 협약 제245조, 제246조가 규정하고 있

는 바와 같이 연안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361) 해양과학기지의 법적 지위를 직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국내 문헌들에는, 김부찬, “이어도 및

이어도 주변수역의 해양법적 지위”, 강창일 국회의원 주최 정책토론회 발표문 (2007); 김태영,

“이어도 및 해양과학기지의 법적 지위”, 한남대 과학기술법연구 제18집 제1호 (2013); 이용희,

“독도해양과학기지 건설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Ocean and Polar

Research Vol.32 No.4, (2010); 신창훈, supra note 358 등이 있다.

362)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준공 직후, 해양수산부는 유엔해양법협약 제60조 제5항에 근거하여 해

양과학기지 인근 반경 500m 수역을 안전수역으로 설정 공시(동 기지 주변 안전수역의 표시

가 별도 공시된 해도를 국제해사기구에 등재)하였다(심재설, “해양과학의 보고, 이어도”, 강

창일 국회의원 주최 정책토론회 발표문 (2007), 44면). 이후, 기존「해사교통안전법」을 전면

개정하는「해사안전법」(법률 제10801호, 2011년 6월 15일, 전부개정)이 2011년 12월 16일자

로 시행되었는바, 동 법 제8조에서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등 영해 밖에 설치된 해양시설의

보호를 위한 보호수역 설정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르면, 동 보호수역의 입역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8조 제2항), 동 보호수역의 범위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도록 하며(제8조 제5항, 이에 따라 동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해양수산부장관

이 보호수역의 위치 및 범위를 고시하고 해도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가없이 보호

수역에 입역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제106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주변수역에 대한 국내법상 보호수역의 고시는 이루어지지 아니하

였는바, 이에 따라 정부가 협약이 인정하는 ‘안전수역’, ‘보호수역’을 선포하지 않는다는 비판

이 다수 제기되기도 하였다(백민정, “이어도 안전수역 관련 국제법적 논의”, 국방연구원 동북

아안보정세분석 (2013); 고경민, “이어도 분쟁의 가능성과 대응방안: 중국의 민족주의적 접근

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국제문제연구 제14권 제2호 (2014), 26-27면 등). 국내법

상 ‘보호수역’ 설정의 근거를 마련하고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 것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주변수역이 한 중어업협정상 잠정조치수역으로서 양국 어민들이 자유로이 조업할 수 있는

수역이자(보호수역 설정시 우리측 어민 역시 허가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통항의 자유가 인

정되는 수역으로서 일응 동 수역 입역에 대한 허가제 실시 및 위반시 형사처벌에 대한 대내

대외적 부담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추측된다. 아울러, 동 기지 준공 직후 주변 500m ‘안전

수역’에 대한 해도상 표시 및 공시는 이미 이루어졌는바, 엄밀하게 협약상의 안전수역 제도

자체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아니라,「해사안전법」제8조상 ‘보호수역’ 제도를 실시하

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에 비판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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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 기지 설치․운용에 대한 한 중의 입장

이어도는 수중암초로서 협약상 어떠한 법적 효과도 가질 수 없다. 이

에 실제 한 중 양국은 2006년 12월 제11차 한 중 해양경계획정회담 당

시 “이어도는 수중암초이므로 양국 간 영토분쟁은 없다”는 데에 인식의

합치를 확인한 바 있다.363) 아울러, 한·중은 이어도 문제가 양국 간 해양

경계획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364)

하지만,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운용과 관련하여 양국은 다음과

같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한국은 이어도 주변수역은 한국 쪽에

훨씬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동 수역은 한국의 배타적 관할권 하에

속하며, 동 수역에 설치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역시 정당한 한국측

EEZ에 대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한다.365) 반면, 중국은 이어도 주변수역은

중국측 200해리 EEZ 내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동 수역에서 한국의 일방

적인 관할권 행사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366)

363) 2006년 12월 6일-7일간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1차 한 중 조약국장 회담 및 해양경계획정 회담

결과, 양국은 이어도가 수중암초인만큼 양국 간 영토분쟁이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연합뉴스, “한 중, 해양경계획정 전문가회의 개최 합의(종합)”, 2006. 12. 7.).

364) 한국일보, “EEZ 경계획정 매듭지어야 해결 … 中 수년간 협상 회피가 걸림돌로”, 2012. 3.

13.; MBC, “이어도, 한국-중국 갈등 … 한 일 새 핫라인 구축”, 2012. 3. 12. 등 참조.

365) 각주 8 참조. 그 외 이어도 문제와 관련한 한국 외교당국의 입장에 대한 소개는, 황준식, “중

국에 ‘눈치보기’, ‘조용한 외교’ 한 적 없어”, 2007. 1. 25.; 홍중기, 국제법을 알아야 논쟁할 수

있는 것들 (한울, 2013), 117-119면. 비단 동 기지의 설치 운용 문제뿐만 아니라 해양과학조사

전반에 있어서도, 관련국 간 권리 주장이 경합하는 수역에서 행하여지는 해양과학조사행위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한국의 EEZ 내에서의 이루어지는 정당한 행위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외교부 보도자료(PRESS RELEASE), 배포일시: 2008년 6월 1일(금), 제목 : 우리

해양조사선 이어도호의 해양과학조사 관련, “1. 우리 해양연구원 이어도호가 2007.5.31. 제주

도 남방 약 132해리 지점(한 일 어업협정상 제주도 남부 중간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

함. 2. 이 수역은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서, 우리 정부는 동 수역에서의 해양과학

조사 실시와 관련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임.” <외교부 홈페이지

(www.mofa.go.kr) - ‘뉴스’ - ‘보도자료’ - ‘우리 해양조사선 이어도호의 해양과학조사 관

련’(2008. 6. 1.)>(2014. 10. 4. 확인)).

366) 한국일보, “EEZ 경계획정 매듭지어야 해결 … 中 수년간 협상 회피가 걸림돌로”, 2012. 3.

13.; MBC, “‘이어도’ 한국-중국 갈등 … 한 일 새 핫라인 구축”, 2012. 3. 12. 등 참조. 그 외

중국 정부 및 민간단체의 각종 주장들에 대한 소개는, 장학봉 김민수 박문진 김자영, 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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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국은 2000년과 2002년 두 번에 걸쳐 한국의 이어도 해양과학

기지 건설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며,367) 이후에도 계속 관련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68) 한편,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이

어 한국은 2009년 가거초 해양과학기지369)를 건설하였으며, 2014년에는

서해해양과학기지 건설계획이 발표되기도 하였다.370)

(다) 동 기지 설치 운용의 적법성 검토

이처럼 이어도 주변수역은 한 중 해양경계 미획정 상태에서 한국측

200해리 EEZ 뿐만 아니라 중국측 200해리 EEZ에도 포함되어 있다. 따

라서, 동 수역에 대한 한국의 일방적 해양과학기지 설치·운용이 현행 국

제법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중

첩수역에서 한국의 일방적 해양과학조사가 연안국의 권리행사의 한계를

벗어나 협약 제74조 제3항에 위반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371)

해양경계획정 협상과 이어도 활용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60-64면; 김영구, 이어도

문제의 해양법적 해결방법,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제28호 (2008), 37-49면; 김태영, supra

note 361, 60-65면 등 참조)

367) 2000년 11월 28일, 2002년 9월 5일 중국측으로부터 항의서한이 접수되었다고 한다(심재설,

supra note 360, 63면; 장학봉 김민수 박문진 김자영, ibid., 60면). 다만, 당시 중국과 일본 대

사관으로부터 한국의 동 기지 건설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서면 답변을 받았다는 언급도 있다

(디지털티임즈, “[시론] 이어도 과학기지가 주는 교훈”, 2013. 12. 3.).

368) 김영구, supra note 366, 43면.

369) 전남 소흑산도 앞바다 48km(26해리) 지점에 위치한 7.8m 수심(주변해역 수심은 약 70-80m)

에 상시 잠겨있는 수중암초로서 중국으로부터는 약 160해리 이상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정부는 주변해역 상황 및 기상상태 관측 자료의 실시간 제공의 목적으로 2003년

부터 가거초 해양과학기지의 건설을 추진하여 2009년 10월 13일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약

1/4 규모(높이 51m, 수면 위 26m)로 동 과학기지를 준공하였다(심재설 이종호 김영철 민인

기, “가거초 해양과학기지 설치”,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2009), 1098-1101면).

370) 각주 6 참조.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해해양과학가지는 서해 백령도 인근에 설치된 것으로 보

인다(문화일보, “과학기지 방파제 이어 … 독도 3大사업 좌초, 연기”, 2014. 11. 5.; 아시아뉴스

통신, “서해로 간 ‘독도해양과학기지’ 이제는 짓나?”, 2014. 11. 12.).

371)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 당시 동 기지 건설의 국제법적 측면에 대한 검토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에 관하여는 알려진 바가 없다. 언론 등에 의하여, 당시 동 기지 건설을 추진한 김시중

전 과학기술처 장관이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임하던 고려대 박춘호 교수에게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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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타국의 EEZ에서의 해양과학조사를 위한 해양과학기지의 설치는,

협약 제246조 제5항 제c호372)에 따르면, 해당 연안국이 그 동의를 거부

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는 소위 ‘응용된 해양과학조사’에 포섭될 수 있

다. 협약 제246조 제5항 상의 해양과학조사의 경우, 기존 국제판례들에서

언급하는 일시적(transitory) 성격을 가지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에 따르면,373) 해양시설 및 구조물의 일방적 설치는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에게해 대륙붕 사건, 가이아나-수리남 중재사건에서도 일

응 시설물(installation)의 설치의 경우 일시적(transitory) 성격을 가진 것

이 아니라거나 해양환경에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374)

그러나, 시설물의 설치라고 하여 협약 제74조 제3항의 요건 충족 여부

를 구체적으로 따지지 아니하고 중첩수역에서 금지되는 일방행위로 포섭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러한 해석은 앞서 살펴본 가이아나-수리남 중재

사건에서 언급한 연안국의 해양이용의 자유를 도외시한 해석이라 할 것

이다. 따라서, 동 기지 설치로 인하여 실제 최종경계획정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가이아나-수리남 중재사건에서는 ‘해양환경에 영구적으로 물리

적 피해’를 주는지 여부를 최종 경계획정합의 저해 여부 판단의 기초사

실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해저지형 위에

설치된 고정 구조물이기는 하나 해저지형이나 주변해양환경에 미치는 영

도 해양과학기지 건설이 유엔해양법협약에 저촉되는지 문의하였고, 보름 정도 이후에 김 전

장관은 박춘호 교수로부터 유엔측 인사들과 상의한 결과 협약상 그러한 해상 기지 건설은 오

히려 권장된다는 유권해석을 전해들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정장열, supra note 360, 56면).

한편,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현재 한국의 기본 입장은 이미 1994년 무렵부터 정립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준공 시점의 관련 논문(심재설 민인기, supra note

354, 61면)에서는 이어도의 국제법상 지위와 과학기지건설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며 그 출처

로 1994년 12월, 1999년 3월의 외교통상부 유권해석을 명기하고 있다.

372) 제60조와 제80조에 언급된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건조, 운용 또는 사용을 수반하는 경우

373) 김선표, supra note 128, 102-103면.

374) 각주 117, 1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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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이아나-수리남 중재사건에서는 지진파에 의한 탐사(seismic testing)

와 시험굴착(exploratory drilling)을 구별하여 전자는 일국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지만, 후자는 일국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양자 모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차별적으로 본 것

은 후자의 행위는 실제 해당 수역의 대륙붕에 포함된 천연자원에 대한

채취가 수반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시험굴착의 경우 궁극적으로

해양환경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자원채취를 수

반하지 아니하고 인근 해양과 기상을 관측하는 순수과학시설의 경우, 해

양환경에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을 주는 시설로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더욱이 동 시설물은 시설물을 해저바닥에 고정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영향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철거도 가능하다.

둘째, 문제된 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점이 일응 해양경계 미획정의 중첩

수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246조 제5항 제c호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

다는 언급은 찾을 수 없다. 오히려 가이아나-수리남 중재사건에서의 판

시에서 보듯 경계미획정 상태의 중첩수역에서라도 연안국들의 해양이용

의 이익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이

제기하는 소위 거리개념에 입각한 ‘인접성 기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고 보인다.

아직 국제판례에서 한국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설치·운용 문제에 있

어 자국 입장의 논거로 삼고 있는 거리개념에 입각한 관할권 행사의 한

계 논리를 전개한 사례는 없다. 하지만, 연안국의 해양이용의 이익도 동

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가이아나-수리남 중재사건의 판시에서 유추하

여 볼 때, 최종합의 저해행위는 비단 해당 활동이 이루어지는 위치에 대

한 고려가 수반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인다. 예컨대, 중국측 연안에 훨씬

인접한 수역에서 한국이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는 경우와 한국측 연안에

훨씬 인접한 수역에서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는 경우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역으로 중첩수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체 권리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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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하는 것은 경계미획정 상태의 과도 기간에 연안국의 해양이용의 자

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해석이며, 협약의 입안자들이 의도하였던 바도

아니었다.375) 물론 중첩수역에서 일방의 해양과학조사 행위가 자국 연안

에 어느 정도까지 가까우면 적법한 것인가 하는 기준은 쉽사리 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적어도 중국 연안보다 한국 연안에 2배 이

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설치·운용을 제74조 제

3항에 반하여 최종해양경계획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376)

끝으로, 잠정약정을 체결하려는 노력377)에 상응하여 한국측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설치에 있어 중국측과 사전협의 노력의 정황들을 확인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i) 사전에 적절한 시점에 해당 과학기지의

설치 관련 정보를 관련 연안국에 공식적으로 통보한 점, (ii) 상대 연안

국에 대한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 (iii) 상대 연안국이 자국의 연안

수역에서 유사행위를 할 경우 이견이 없다는 점, (ⅳ) 공동조사 및 연구

를 위한 노력 기타 협력을 할 의향이 있다는 점 등을 중국측에 알린 정

황 등이 확인된다면 동 기지 설치의 적법성은 더욱 공고화될 것이다.

(3) 해양과학조사선 부이의 운용 문제

해양과학조사선이나 부이(buoy)에 의한 해양관측의 경우에는 이동가능

한 선박 내지 부유 기구에 의한 해양과학조사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해양

과학기지의 설치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이행될 수 있을 것이다.

375) 예컨대, 협약 기초과정에서 경계미획정 상태에서의 광물자원의 탐사·개발을 부정하고 경제활

동의 모라토리움을 도입하자는 파푸아뉴기니의 제안은 수용되지 아니하였다(Nandan &

Rosenne, supra note 78, p.815).

376) 더불어 이러한 인접성 기준은 향후 중국측의 한국측 인근수역에서의 일방적 해양과학조사 등

관할권 행사 시도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한국측의 주요 반박논리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비록 협약 성안 과정에서 채택되지는 못하였으나, 일응 중간선 원칙을 중첩수역에서

권리행사의 한계로 규정하고자 하였던 움직임이 있었던 점 역시 동 인접성 기준을 뒷받침하

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77) 각주 125 판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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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실제 조사선이나 부이의 운용 목적이 순수과학조사를 위한 것이라

면 설령 해당 조사행위가 타국의 EEZ에서 이루어지더라도 협약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연안국이 동의를 거부할 수 없는 해양과학조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중첩수역에서 일방적 조사행위 역시 제74조 제3

항상 최종경계획정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 역시 농

후하다. 에게해 대륙붕 사건에서는 중첩수역에서 터키의 일방적인 지진

파 탐사행위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하여 그

리스의 잠정조치 신청을 배척한 바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다만, 법논리적 측면에서는 위와 같은 정당화가 가능하더라도, 실제 운

용에 있어서 상대국 연안에 인접한 수역에까지 해당 조사행위를 강행하

는 것은 상호주의적 측면에서 상대국이 자국 연안에 해양과학조사선을

파견하거나 부이 등을 설치하는 것을 용인해야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

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378)

2014년 3월 국립해양조사원은 국가해양 기본조사379)의 일환으로 EEZ

등 관할해역조사 실시를 공표한 바 있다.380) 국가해양 기본조사는 국립

378) 예컨대, 한국의 해양과학조사선이 중국측 인접해역까지 해양과학조사를 감행할 경우, 중국 역

시 한국의 인접수역까지 해양과학조사선을 파견하여도 이를 저지할 논리가 없게 된다. 한국

의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5조 제2항은 경계미획정 상태에서 한국 EEZ에 대한 권리행사의 범

위를 가상중간선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 다른

예로, 한국이 자국의 부이를 일본측 인접 수역에 대대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순수한 해양과학

조사’로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일본 역시 독도 주변수역에 자국의 부이를 대대적

으로 설치하고 동일한 주장을 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독도 인근수역에 일본 부이가

설치되는 현상에 대하여 한국의 국민감정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379) 각주 349 참조.

380)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등록일: 2014. 3. 31., 제목: EEZ 등 관할해역조사 4월부터 시작, 우리나

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해양경계를 획정하고 해양자원을 개발하는 데 활용될 기초자료

를 얻기 위해 4월부터 시작되는 국가해양 기본조사에 국내 최대 종합해양조사선 해양2000호

와 바다로1호, 바다로2호 등 조사선 6척이 투입된다. … 이번 조사에서 해양2000호는 10월까

지 동해 EEZ에서의 해류조사와 관할해역 최남단인 EEZ 경계 근접해역에서의 조사 임무를

수행한다. 근해까지 조사가 가능한 바다로1호와 바다로2호는 이어도 남동부 인근과 안면도

서부해역 먼 바다의 국가해양 기본조사(4월∼10월)에 투입된다. 또 150톤 미만의 소형 해양조

사선 동해로호와 황해로호, 남해로호는 동·남해 연안해류 조사 및 울릉도·독도와 안마도 남서

부, 제주도 북서부 등 육지에서 가까운 연안해역의 정밀조사 등을 맡는다. 올해 해양조사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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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원에 의하여 1996년부

터 실시되어온 한국 주변해역

에 대한 통상적 해양과학조사

이다. 그럼에도 위 소식은 ‘독

도 이어도 관할권 강화’라는 표

제로 일부 국내언론을 통해 보

도되었다.381) 이에 대하여 중

일은 정부 차원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의 일부

언론은 동 조사수역에 이어도

가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도발적인 내용의 보도를 내보

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382)

한국측 상기 조사의 대상수

역으로 포함된 이어도 남동부 수역은 한 중 EEZ의 중첩수역으로 중국측

은 한국측에 동 조사활동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아울러,

독도 연안해역에 대한 조사 역시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본측의 입장에

따르면 일본측의 문제제기를 유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비록 상기 수역들이 한 중, 한 일 간 중첩수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동 수역에서의 한국측의 상기 조사는 협약 제246조 제3항에 따

른 순수과학조사이며, 에게해 대륙붕 사건, 가이아나-수리남 중재사건

등에서의 판시에 비추어 볼 때에도 허용되는 일방적 조사활동이라고 볼

척이 해역을 조사하며 항해할 거리는 지구둘레의 1.8배가 넘는 7만k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

다.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소식바다’ - ‘새소식’ - ‘보도자료’ -

‘EEZ 등 관할해역조사 4월부터 시작’(2014. 3. 31.)>(2014. 12. 1. 확인).

381) 뉴시스, “독도 이어도 관할권 강화 … EEZ 해역조사 4월 시작”, 2014.3.30.; 부산일보, “국립해

양조사원, EEZ 등 관할해역조사 4월부터 시작”, 2014. 4. 1. 등.

382) 연합뉴스, “중국, 한국의 이어도 포함 해양조사에 경계심”, 2014. 4. 1.

[그림 13] 해양조사구역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소식바다’ - ‘새소식’ - ‘보도자료’, ‘EEZ 등 관할

해역조사 4월부터 시작’(201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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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다.

한편, 당시 중 일 당국의 공식적 항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 일이 동 조사활동을 인지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이

러한 중국, 일본의 태도에 대하여 한국측은 향후 동 수역을 한국측 EEZ

로 묵인한 사례로서 원용 가능할 것이다.

3. 잠정약정 체결 등 협력체제의 실현가능성

가. 도입 필요성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한반도 주변수역에는 실효적인 협력체제가 수립

되어 있지 않다. 또한, 해양과학조사의 개념과 범주, ‘순수한 해양과학조

사’와 ‘응용된 해양과학조사’의 구분 등에 대하여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

실제 2006년 일본의 해양과학조사 사례에서와 같이 해양과학조사는,

비록 순수 해양과학조사를 표방하더라도 도서 영유권이나 EEZ 경계획정

문제와 연관된 것으로 오해되어 연안국의 과민 반응을 야기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과학조사의 법적 성격에 관한 충분한

이해가 확립되면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이루어지는 해양과학조사에 대하

여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일이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

만, 국민들의 인식에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앞서 2006년 일본의 해양과학조사 계획은 견해에 따라 국제법상 적법

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당시 위

조사계획의 국제법상 적법 여부를 떠나 일본측량선에 대한 나포 및 물리

적 충돌도 불사하였다. 후일담으로 알려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당파’

지시는 어찌 보면 당시 일본의 독도 주변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한국의

국민적 감정을 잘 대변하고 있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383)

더구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사례에서와 같이, 비록 영유권 문제 등과

무관하더라도, 중첩수역에서 시설물의 설치가 수반되거나 해양환경에 여

383) 각주 3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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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는 해양과학조사의 경우에는 그 허용 여부

를 두고 연안국 간 미묘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은 물론이다.

이에 이하에서는 해양과학조사를 위한 공동체제 사례들을 살펴보고,

위와 같은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한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실효성 있는 잠

정약정 기타 협력체제의 구축가능성 및 최종해양경계획정 이전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효율적 해양과학조사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관련 사례

(1) 자메이카-콜롬비아 간 공동체제수역

1993년 11월 12일에 자메이카와 콜롬비아는 해양경계획정조약384)을 체

결하였다. 그러나, 콜롬비아와 온두라스가 바호 누에보(Bajo Nuevo)와

세란디야 암초(Serrandilla Bank)의 귀속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수역에 관해서는 경계를 획정할 수 없었다. 대신 이 수역에는 공동체제

수역(Joint Regime Area, “JRA”)을 설정하였다.385)

위 공동체제수역은 일정한 좌표에 의하여 둘러싸인 곳으로서(제3조 1

항 a) 면적은 약 4,500평방마일이며, 생물자원과 비생물자원을 공동관리,

통제, 탐사, 개발하는 수역(제3조 1항)으로 설정되었다. 그 중 해양과학조

사와 관련된 조약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동 조약은 제3조 제2항에서 공동체제수역에서 당사국이 할 수

있는 활동의 종류로서, (a) 해저 상부수역과 해저와 하층토의 생물자원

또는 비생물자원의 천연자원에 대한 탐사와 개발 및 공동개발수역의 경

384) Maritime delimitation treaty between Jamaica and the Republic of Colombia. 원문은

<http://www.un.org/Depts/los/LEGISLATIONANDTREATIES/PDFFILES/TREATIES/JA

M-COL1993MD.PDF> 참조(2014. 9. 14. 확인).

385) 콜롬비아로서는 분쟁대상 주변수역에 자메이카와 공동수역을 설정하는 것이 영유권 주장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며, 자메이카는 콜롬비아-온두라스 간 분쟁 대상 주

변수역에서의 계속적인 어업권 확보를 위하여 공동수역 설정에 동의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

다(Jonathan I. Charney & Lewis M. Alexander (eds.), International Maritime Boundaries,

Vol.III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8), pp.2179-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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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

한 그 밖의 활동, (b)

인공섬, 시설 및 구조

물의 설치와 사용, (c)

해양과학조사, (d) 해양

환경의 보호와 보전,

(e) 이 조약에 의하여

창설된 체제의 준수와

시행을 확보하기 위하

여 이 조약에 의하여

수권되거나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는 조치들

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동 조 제3항

에서는 공동체제수역에

서의 활동의 방식으로,

비생물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관련된 활동 및 제2항 (c)와 (d)에 규정된

활동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공동의 기초 위에서 수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5항에서는 동 수역 내에서는 각 당사국이 자국민과 자국

선박에 따라 관할권을 가진다고 하여 기국주의를 규정하고 있다.386)

한편, 제4항에서는 당사국은 제3국과 국제기구 또는 제3국과 국제기구

386) 제3조 제5항 당사국은 공동체제수역 내에서 자국민과 자국 선적의 선박 또는 국제법에 따라

관리와 통제를 행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각 당사국이 관할권을 가진다는 데 동의한다. 타방당

사국의 국민 또는 선박이 이 조약, 이 조약의 조항들, 그리고 당사국이 이 조약의 조항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채택한 조치들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고 있다고 일방당사국이 주장하는 경

우, 위반을 주장하는 당사국은 타방당사국에 대하여 그에 관한 주의를 환기하여야 하며, 그

이후 양 당사국은 14일 내에 우호적인 해결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즉시 협의를 시작하여

야 한다. 주장에 의하여 주의가 환기된 당사국은 주장을 접수하면 위에서 말한 협의를 방해

함이 없이, (a) 위반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주장과 관련하여 주장의 대상이 된 활동이 재발하

지 않도록 보장한다. (b) 위반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 주장과 관련하여, 그러한 활동이 계속되

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그림 14] 자메이카-콜롬비아 공동체제 수역도 (Maritime

Delimitation Treaty between Jamaica and the Republic of

Colombia,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Vol.9 (1994), p.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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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박이 제2항에 규정된 어떠한 활동도 수행하는 것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제6항에서는 당사국이 제3국의 국민과 선

박이 제2항에 규정된 활동을 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채택한 모든 규칙과

조치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국의 입장에서 볼 때, 동 공동체제수역은 자메이카와 콜롬비아의

공동의 EEZ에 해당한다. 다만, 자메이카와 콜롬비아가 공동체제수역을

설정 운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협약상 EEZ에 관

하여 연안국에 주어진 권리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순수한 해양과학

조사’의 경우 연안국은 자국의 EEZ에서 제3국의 해양과학조사에 동의를

부여할 의무(협약 제246조 제3항)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동 조약 제3

조 제4항은 협약 제246조 제3항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협약 제311조 제3

항에 따라 협약상 규정된 타국의 권리 의무를 양자조약으로 변경하는 것

으로 그 효력이 의문시될 수 있다.

(2) 콜롬비아-도미니카공화국 간 공동과학조사수역

1970년대 후반, 카리브 해 지역에서는 일련의 해양경계획정 조약이 체

결되었다. 이들 조약은 해양자원의 경제적 이용의 발달에 대비하여 해양

경계를 확정하고자 하는 카리브 해 지역의 움직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1978년 1월 13일에 체결된 “콜롬비아와 도미니카공화국 간 해양과 해저

수역의 경계획정과 해양협력에 관한 협약”387)도 이러한 맥락에서 체결된

조약이다.388)

동 조약은 전문에서 특정 회유성어종이 자주 출몰하는 수역의 생물자

원에 관한 과학조사의 협력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협

387) Agreement on Delimitation of Marine and Submarine Areas and Maritime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Colombia and the Dominican Republic. 원문은

<http://www.un.org/Depts/los/LEGISLATIONANDTREATIES/PDFFILES/TREATIES/COL

-DOM1978MC.PDF> 참조(2014. 9. 14. 확인).

388) Jonathan I. Charney and Lewis M. Alexander (eds.), International Maritime Boundaries,

Vol. I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3), p.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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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위하여 양국의 해양경계선으로부터 각각 20해리 떨어진 곳에 네 개

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공동과학조사 및 어업개발 수역(Zone of Joint

Scientific Research and Fishing Exploitation)을 설정하고 있다.

한편, 동 수역 가운

데, 자국 주권과 관할

권 하에 있는 수역에

서 각 당사국이 취하

여야 하는 조치로서

(a) 타방 당사국 국민

의 어업활동 허용할

것, (b) 특히 고등어와

다른 회유성어종에 관

한 것을 포함하여, 당

해 수역에서 수행된

생물자원에 대한 조사

(research) 결과를 타

방 당사국에 제공할

것, (c) 타방당사국과

함께 공동으로 합의한

과학조사활동을 조직

(co-ordinate) 하고 수행할 것, (d) 그 수역에서 획득된 어획물의 종류와

크기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타방당사국에 제공할 것, (e) 동 수역에

서 제3국 국민이 무허가어업활동을 하지 않도록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수

역을 감시(surveillance)할 목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확립할 것을 규정하

고 있다(제3조).

위 콜롬비아-도미니카공화국 간 협약은 공동과학수역 내 자국 관할권

이 미치는 수역에 관하여 각 당사국이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동 협약상의 공동수역은 진정한 의미의 “공동수역”(common

[그림 15] 콜롬비아-도미니카공화국 공동과학조사 수역도

(Jonathan I. Charney and Lewis M. Alexander (eds.),

International Maritime Boundaries, Vol.I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3), p.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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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이라고 볼 수 없으며,389) 중첩수역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포괄적 협력체제의 희소성

EEZ 최종경계획정 합의의 곤란성을 예상하여 협약 제74조 제3항은 연

안국에 잠정약정 체결을 위한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

제 국가들은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잠정약정을 체결하기도

하고 해양경계에 관한 분쟁이 중재나 사법재판에 회부되어 있는 동안에

잠정약정을 체결하기도 한다.390) 이런 종류의 잠정약정의 사례는 적지

않으며 아시아에서도 다수의 잠정약정이 체결되고 있다.391)

그러나, 이들 잠정약정은 EEZ 또는 대륙붕에서 자원개발과 분배를 목

적으로 체결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해양과학조사의 협력을 목적으로 잠

정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는 살펴보기 힘들다. 물론 어업협정, 광물개

발협정 등에서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협력을 규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해당 대상과 목적에 한정된 해양과학조사만을 규율할 뿐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유이지만, 유엔해양법협약에서 EEZ 제도가 도입되면

서 경계획정의 문제도 발생하였다. 즉, ‘경계획정’이 모든 국가들이 종국

적으로 달성하여야 할 목적지이지, ‘잠정약정’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든지

임시적 제한적인 성격의 체제 수립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협약의 정신과 목적의 관점으로 보자면, 국가들이 제한적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어업,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보호 등 모든 분야의 잠정약정을 체

결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비정상적인 것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의

EEZ선을 획정하는 것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하고 영구적이며,

가장 확실한 법적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잠정약정의 사례는

389) Ibid., p.479.

390) Natilie Klein, Provisional Measures and Provisional Arrangements in Maritime Boundary

Disputes,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vol.21 (2006), pp.432-438.

391) 아시아에서 체결된 잠정협정을 정리한 것으로, Robert Beckman, Ian Townsend-Ault, Clive

Schofield, Tara Davenport & Leonardo Bernard (eds.), supra not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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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많이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경제적인 해양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어업협정’은 다수 확인되는 것이 사실이나, 여타 해양과학조사, 해

양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약정’은 극히 드문 것이 현실이다.392)

앞서 살펴본 두 건의 공동해양과학조사 체제 역시 외견상 해양과학조

사에 있어 포괄적 협력체제를 시현하고 있으나, 이를 진정한 의미의 해

양과학조사를 위한 포괄적 협력체제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전자는 그

대상이 해양과학조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타의 분야까지 포괄하는

공동체제를 수립한 것이었고, 후자는 사실상 중첩수역을 대상으로 한 것

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곧 해양과학조사에 있어 포괄적 협력체제의

희소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협력체제의 구상

(1) 잠정약정의 체결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잠정약정의 체결을 통하여 해양과학조사로부터

발생하는 불필요한 마찰과 긴장을 방지하고 해소하여야 한다는 구상이

국내외 학자들로부터 제안된 바 있다.

혹자는 도서 영유권 문제로 인하여 한 일, 중 일 간에 EEZ 경계획정

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전제로, 잠정약

정을 체결하여 관련 문제에 대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해양과학

조사와 관련하여 연안국 간 사전통보제를 더욱 엄격히 시행함으로써 중

첩수역에서 불필요한 충돌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아울러,

국제판례의 경향에 비추어 EEZ나 대륙붕에 관하여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한 잠정약정의 체결을 제안하기도 한다.393)

하지만, 사전통보제의 강화는 “분쟁수역이나 중첩수역에서 사전통보제

392) 이처럼 해양과학조사를 위한 포괄적 협력체제가 부재한 현실은 정책입안자들이 특정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추구하기 보다는 특정한 해결책을 추

구하는 경향이라고 설명하는 견해가 존재한다(Sun Pyo Kim, supra note 15, p.132).

393) Atsuko Kanehara, supra note 284, 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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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용하는 것 자체가 그 수역에서의 관할권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 하에, 해양과학조사의 협력문제에서 “더 큰 분쟁을 야기

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제도”라는 반론이 있다. 이에 따르면, 사전통

보제는 조사결과물인 자료의 제공·교환이라는 협약상 해양과학조사 관련

협력의무의 최소한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엄격한 의미에서 협력제체와

는 무관”한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394)

나아가, 중간선을 잠정경계선으로 한 잠정약정을 체결하여 EEZ나 대

륙붕의 경계미획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처하자는 제안 역시

현실성이 없다. 기선의 적법성 등에 관한 논란으로 잠정약정상의 임시적

인 중간선 획정 자체가 어려운 경계미획정 수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중간

선을 임시적인 경계로 한 잠정약정”의 체결이 최종적인 경계획정협정의

체결만큼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한편, 다음과 같은 제안395)도 있다. 첫째, 양자 간 어업협정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도서 영유권에 관한 논쟁을 회피하면서 “어업협정의 방식

과 마찬가지로 특정 수역을 지정”한 해양과학조사 협력체제 모델을 활용

하자는 제안이다. 이 모델은 해양과학조사를 위하여 지정된 특정 수역에

서는 해양과학조사의 자유를 인정하거나 공동으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

하고 결과물을 제공하거나 교환하는 체제를 수립하자는 것이다. 둘째, 동

해와 서해가 협약 제122조상의 폐쇄해와 반폐쇄해의 정의를 충족하고 있

으므로 협약 제123조 제3항의 규정396)에 따른 해양과학조사 협력체제 모

델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해양관할권에 기초하지

않은 잠정약정을 체결하여 특정수역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동해와 서

해 전 수역에 걸쳐 해양과학조사를 위한 협력체제를 만들게 된다. 그리

394) 신창훈, supra note 275, 199면.

395) Ibid., 195-196면.

396) 제123조 (폐쇄해 또는 반폐쇄해 연안국 간 협력) 폐쇄해 또는 반폐쇄해 연안국은 이 협약에

따른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있어서 서로 협력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들 국가는 직접

적으로 또는 적절한 지역기구를 통하여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c) 과학조사정책의 조정 및 적절한 경우 해역에서의 공동과학조사계획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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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동해와 서해에서 필요에 따라 조사수역을 설정하여 공동과학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도 공유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양과학조사가 동북아 삼국 사이에 긴장을 일으키는 것은 해

양과학조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도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

정을 둘러싼 문제의 구체적 표출 형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이

는 독도 주변수역을 둘러싼 2006년 4월의 한․일 간 갈등이나 조어도(釣

魚島)·첨각(尖閣)제도 주변수역을 둘러싼 중 일 간 외교 공방이 보여주

는 바이다.

그러므로, 도서 영유권 문제를 보류해 둔 채 해양과학조사만을 대상으

로 하는 협력체제를 수립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특

히, 기존 한 일 어업협정이 어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약임에도 불구하

고 한국에서 격심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사실은 해양과학조사를 위한

협력체제 구상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전세계에 걸쳐 중첩수역을 대상으로 한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협력체제 사례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 역시 한반도 주변수역

에 있어 협력체제 구상의 어려움을 대변해 주는 대목이라 사료된다.

(2) 정치적 문서 등을 통한 느슨한 협력체제의 구축

다음으로, 국가 간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문서 내지 합의를 통

한 해양과학조사를 위한 협력체제 구상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록 해양과학조사와 대상과 목적은 다르지만, 2008년

6월 18일 “중 일 동중국해 자원공동개발합의”397)의 예를 생각해 볼 수

397) 2008 China-Japan Principled Consensus on the East China Sea Issue, 동 합의의 중국어본은

<중국외교부 홈페이지(http://fmprc.gov.cn/eng/xwfw/s2510/2535/t466632.htm)>; 동 합의의 영

문번역본은 <국립싱가폴대학 국제법센터 홈페이지(http://cil.nus.edu.sg/rp/il/pdf/2008%20 China-

Japan%20Principled%20Consensus%20on%20the%20East%20China%20Sea%20Issue-pdf.pdf)>(20014.

9. 21. 확인). 국문번역본은, 양희철, “중 일 동중국해 자원 개발 합의의 법적 해석과 우리나라의 대

응방안”, 국제법학회논총 제57권 제1호 (2012), 31-32면(이하는 동 논문에서 그 내용을 옮김).

1. 중 일 동중국해 합작에 관하여

중 일간 경계획정이 해결되지 않은 동중국해를 평화, 합작, 우호의 바다로 하기 위하여, 중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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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해양경계획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는 중국과 ‘중간선 원

칙’을 고수하는 일본과의 사이에 동중국해에서의 자원탐사 개발을 둘러

싼 갈등은 동 합의 체결 이전부터 고조되어 왔다. 특히, 중 일 중간선으

로부터 중국측 수역에서 중국의 자원탐사 개발행위에 대하여 일본은 소

위 ‘빨대효과’(straw effect)에 따른 일본측 자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398) 이러한 배경 속

에서 2005년 9월 중국이 동중국해 중 일간 가상 중간선 부근의 가스전에

서 상업생산을 개시하자, 일본은 동 지역에서 중국이 독자적으로 탐사

개발해 오고 있던 4개 유전 및 가스전에 대한 공동개발을 제의하였다.

일본은 2007년 4월 중 일 양국 지도자간 합의 및 2007년 12월 중 일 양국 지도자간 달성한 합의

및 협상을 통해 경계획정 문제 해결 전의 과도기간 동안 쌍방의 법적 입장을 침해하지 않은 조

건에서 합작을 진행하는 데 합의하였다. 쌍방은 이를 위하여 첫 번째 진전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지속적 협상이 추진될 것이다.

2. 동중국해 공동개발에 관한 중 일의 양해

동중국해에서의 중 일 공동개발을 위한 첫 번째 조치로 양국은 다음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1) 다음 좌표점을 순서대로 이어 형성된 해역을 쌍방의 공동개발 수역으로 한다.

(2) 쌍방은 공동탐사를 통해 호혜의 원칙에 따라 상술한 지역 중 쌍방이 일치 동의한 지점에 대

한 공동개발을 진행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쌍방이 협상을 통해 확정한다.

1. 북위 29도 31분, 동경 125도 53분 30초, 2. 북위 29도 49분, 동경 125도 53분 30초, 3. 북위

30도 04분, 동경 126도 3분 45초, 4.북위 30도 00분, 동경 126도 10분 23초, 5. 북위 30도 00

분, 동경 126도 20분 00초, 6. 북위 29도 55분, 동경 126도 26분 00초, 7. 29도 31분, 동경 126

도 26분 00초.

(3) 쌍방은 상술한 개발을 위해 자국의 국내조치를 이행하고, 가능한 필요한 쌍방 합의를 도출한다.

(4) 쌍방은 동중국해 기타 해역에서의 공동개발 수속을 조기 실현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는 데

에 동의한다.

3. 일본법인의 중국법에 의거한 츈사오 유기전 개발 참여에 관한 양해

중국기업은 일본법인이 중국의 해양석유자원 대외합작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츈사오 유기전

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 중 일 양국 정부는 이를 확인하며, 또한 필요한 문건교환을 통해 합

의의 조기 체결을 위해 노력한다. 쌍방은 이를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이행한다.

398) 동중국해 자원개발에 대한 중 일 양국의 입장에 관하여는, 양희철 박성욱 박세헌, “동중국해

중 일 유전 개발분쟁을 통해 본 양국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입장 연구”, 한국해양과학기술

원 Ocean and Polar Research Vol.28 No.2 (2006), 181-182면 참조. 한편, 중국측 역시 상기

와 같은 빨대효과 이론을 한국측의 자원탐사 개발행위에 대한 항의논리로 채택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이는바, 실제 한국이 군산에서 250km 떨어진 한국측 EEZ 내의 서해 2광구에서 한국

석유공사가 석유탐사작업을 할 당시, 중국측은 “서해 2광구에서 원유를 생산하면 400km 떨어

진 중국 산둥반도 앞 펑라이 유전의 원유가 한국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며 여섯 차례 항의

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중앙일보, “중 일 동중국해 다툼 왜 문제인가요”, 200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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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양국 간 동중국해 자원 탐사 개발에 관한 본격적인 협상이 진

행된 결과,399) 2008년 6월 18일 중 일 양국은 동중국해에서의 양국 간

자원 탐사 개발을 위한 공동합의를 발표하게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동 합의가 이루어진 동중국해 해역에서 양국은 조어도

(釣魚島)·첨각(尖閣)제도 영유권 문제라는 풀리지 않는 숙제를 가지고 있

다. 하지만, 양국은 중간선 상의 자원탐사 개발이라는 첨예한 문제에 있

어 비교적 용이하게 이와 같은 합의를 도출해 내었다.

다만, 상기 합의의 성격에 관하여는, (ⅰ) 모든 규정이 양국 간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는 구속력 있는 합의라는 견해400), (ⅱ) 양국 간 공식적

인 서명이나 날짜를 누락한 채 양국 당국의 보도자료(press release)의

형태로 발표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구속력을 부인하는 견해401)402),

(ⅲ) 합의문 제2조의 경우 협약 잠정약정의 일환이나 제3조의 경우 양국

의 정치적 결정에 따른 접근이 우선시되었다는 견해가 있다.403)

실제 합의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동 합의에서 중 일 양측은 아주

협소한 지역에서 공동개발의 합의를 이루어 내었다.404) 그리고, 이 역시

399) 한국경제, “日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하자’ ‥ 중국에 첫 제의”, 2005. 10. 2.; BBC

chinese.com, “日本再提共同開發東海油氣田”, 2005. 10. 4.<http://news.bbc.co.uk/chinese/trad/hi

/newsid_4300000/newsid_4307000/4307052.htm>(2014. 9. 21. 확인), 양국간 협상 진행 과정에

관하여는, 양희철 박성욱 박세헌, ibid., 181면; 양희철, supra note 397, 29-31면.

400) Gao Jianjun, “A Note on the 2008 Cooperation Consensus Between China and Japan in the

East China Sea”,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42 No.3, (2009), p.297.

401) Zhang Xinjun, “Why the 2008 Sino-Japanese Consensus on the East China Sea has Stalled:

Good Faith and Reciprocity Considerations in Interim Measures Pending a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42 No.1, (2011), p.57.

402) 일본 외교부측은 동 합의의 법적구속력을 부정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Moritaka Hayashi,

“The 2008 Japan-China Agreement on Coope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East China

Sea Resources”, The 35th Annual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and Ocean Policy,

22-24 June 2011(Bali), p.13; Keun-Gwan Lee, “Joint Development of Hydrocarbon

Resources in Northeast Asia : Recent Developments, The 35th Annual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and Ocean Policy, 22-24 June 2011(Bali), p.6).

403) 양희철, supra note 397, 32면.

404) 동 합의상의 총 7개 좌표점을 연결한 공동수역의 면적은 약 2,600㎢(김경신, “중 일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의 의미와 시사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동향 제1275호 (20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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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의 공간적 범위만을 설정해 놓았을 뿐, 구체적인 개발지점 등에 대

하여는 추후 새로운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제2조 제2항, 제3항). 아울러,

‘기타 해역에서의 공동개발 수속을 조기실현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한다’

(제2조 제4항)는 문구를 추가하여 조어도(釣魚島)·첨각(尖閣)제도 포함

여부에 대한 명시적 언급을 회피하고 추가 협상을 예정하고 있다. 이러

한 점에 비추어, 양국은 본격적인 법적구속력 있는 합의를 하였다기보다

우선적으로 정치적인 결단을 통해 양국 간 동중국해 자원 탐사 개발을

위한 합의에 다다른 측면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개발지점이나 기타 해역에서의 개발계획 등에 대하여는 양국

간 추가 협상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동 합의는 양국 간 실제적인 공동개

발의 이행을 위한 실효적인 합의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실제로도 동 합

의 이후 양국은 합의 대상수역을 포함한 동중국해 수역에서 공동개발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예컨대, 츈사오(春晓) 유전에 대한

구체적 개발참여방식을 둘러싼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일

본은 동 유전에 대한 중국의 단독개발행위 지속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다.405)

위 중·일 공동개발합의 사례를 보면, 일응 도서 영유권 분쟁이 있는

수역에서도 정치적 합의에 기초하여 잠정적인 협력체제를 도출할 가능성

은 열려 있다. 하지만, 그러한 합의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 협력체제의 구

축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미지수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2002년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 사이에 체결된 남중국해에서

의 분쟁 방지를 위한 남중국해 행동선언(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역시 잠정약정이 아닌 일종의 정치적

문서에 의하여 성립된 협력체제의 일종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동 선언 제

6조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분쟁해결에 이를 때까지 당사국들은 해양환

경보호, 해양과학조사, 해양에서의 항행과 교통의 안전, 수색구조, 국제범

로서 1974년 한 일 공동개발협정상 대상수역의 면적의 약 30분의 1 규모이다.

405) 그 외 동 합의의 해석과 한계에 관하여는, 양희철, supra note 397, 35-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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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퇴치를 위하여 협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작금의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분쟁 양상

을 보면, 상기 선언이 실질적인 협력의 달성에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법적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문서에 의한 합의, 관련기관 간

MOU 체결, 기타 당국자 간 구두합의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공동해

양과학조사, 공동순찰 및 수색구조 협력 등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이

들은 잠정약정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지만 갈등관리를 위한 협력기제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협력체제들이 지속적으로 성공적으

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찾기는 힘들다.406)

라. 실현가능성에 관한 제언

중첩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하여 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사전

통보제의 실시를 요청하였으나 한국은 이러한 잠정적인 해결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중 일 간에는 사전통보제라는 틀이 있으나 그 실질이 유명무실하여 해

양과학조사와 관련한 중 일 간 긴장이나 갈등을 줄이는 데는 거의 그 기

406) 한․중 간 1995년 5월 한․중 공동해양과학연구센터를 통한 공동조사사업 실시, 1994년 필리

핀-베트남 간 공동해양과학조사 체제(The Joint Oceanographic Marine Scientific Research

Expedition in the South China Sea: “JOMSRE-SCS”) 등이 그 사례에 해당될 수 있다. 전자

의 경우, 일시적인 공동조사에 그친 것으로 보이며, 후자의 경우 중국을 포함한 삼자간 협력

체제로의 승격과 함께 사실상 유명무실한 협력체제로 된 것으로 보인다(이에 관한 소개는,

Alberto A. Encomienda, “The practice of joint cooperation/development in disputed

waters”, Recent Developments in the South China Sea Dispute: The Prospect of a Joint

Development Regime (Routledge: 2014), pp.146-147). 한편, 관련국 간 조약의 형태로 체결

되는 잠정약정의 체결현황조차 일일이 유엔사무총장에 보고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에서 잠

정약정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각종 합의들의 실체를 망라적으로 조사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더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러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외 언론 및

국민여론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를 비밀로 분류, 관리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첩수역에서의 갈등 관리의 성공적 사례 발

굴을 위하여 각국의 전문가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등을 동원하여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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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중 일 간의 그러한 합의 때문에 일본은

중국에 대한 불신만 쌓여가고 있다. 이는 동 합의가 오히려 양국 간 최

종 해양경계획정의 체결을 더욱 요원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

마저 불러일으킨다.

물론 중 일 간 사전통보제와 같이 느슨하고 유명무실한 협력체제가 아

닌 보다 실효적인 협력체제를 구상해 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간 한 일의 학자들을 통하여 많은 가능성들이 제

시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독도 영유권 문제와 국민감정 등을 고려해 볼

때 그러한 구상의 실현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1998년 한 일어업협정의 체결 이후 이미 15년 이상이 흘러간 시점이

다. 당시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됨에 따라 국내적으로 일었던 파장은

비록 동 협정이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

정407)이 나왔음에도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408) 나름대로 정치하게

구상된 어업협정조차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이러한 점은

해양과학조사 분야에서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해양법

협약상의 ‘순수한 해양과학조사’, ‘응용된 해양과학조사’ 등의 용어는 해

양법 전문가가 아니라면 평소 쉽사리 접하기 힘든 생소한 용어이다. 이

러한 상황에서 일본 측량/조사선이 ‘순수한 해양과학조사’를 빙자하여 독

도 주변을 버젓이 항행하는 것은 쉽사리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2006년 일본의 독도 주변수역에서의 일방적 해양과학조사계획을 둘러

싼 갈등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이 일방적인 측량/조사를 감행하

려고 하였을 때, 한국 정부는 이를 저지하려는 입장이었다. 법적 측면에

있어서 동 측량/조사는 ‘수로측량’ 내지 ‘순수한 해양과학조사’라는 관점

에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조사 의

407) 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99헌마139 결정.

408) 김영구, “잘못된 헌법재판소 판결 – 헌재는 독도영유권 문제를 판단할 수 없다”. 제2회 독도

본부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발제문 (2005. 12. 20.); 국회사무처, “2014년 국정감사, 외교통일위

원회회의록(임시회의록)”, 2014. 10. 7. 14-16면 중 이재오 의원의 한 일어업협정 폐기 관련

발언 부분; 국제뉴스, “이병석 의원, 독도문제 헌법소원심판 청구”, 2014. 11. 1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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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결코 순수한 것이 아니었다. 이 문제를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단순

한 해양과학조사 문제로 접근한다면 당연히 협약 제74조 제3항에 따른

잠정체제를 구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잠정체제의 근거가 되는 중

첩수역의 발생원인이 일본이 독도를 기점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그 법적 명분에도 수긍할 수 없다. 아울러, 과거 실행

에서 보듯 일본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 훼손의 의도 하에 해양과학조사에

서의 잠정체제 수립을 제안하여 왔다.

중첩수역에서의 잠정약정 등의 협력체제는 연안국의 일방적 활동으로

인한 갈등을 관리하고, 관련국 상호 간 안정적인 해양이용을 위하여 필

요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해양과학조사에 관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잠정약정이나 협력체제는 큰 의미가 없다

고 보인다. 실제 과거 한국은 주변국과 별다른 협력체제를 구축하지 아

니한 상태에서도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여 오기도 하였다. 오히려, 한반

도 주변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한 잠정약정의 무리한 구축은 현재

상황에서 영유권 문제 및 해양경계획정 문제 등과 결부되어 더욱 복잡한

문제만을 양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관련국 간 정치적 합의를 통

한 협력체제의 구상 역시 중 일 동중국해 공동개발합의 사례에서와 같이

일정한 한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상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극히 제한적인,

또는 고도로 정치화된 협력체제가 아니라면,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해양

과학조사를 위한 잠정약정의 체결이나 협력체제의 구축을 무리하게 진행

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된다.

도서 영유권 문제 등이 복잡하게 개입되어 있는 중첩수역에서 일방적

해양과학조사에 따른 갈등관리 문제는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해양경계획

정을 통하여 해결될 사안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잠정체제 구축

을 위하여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보다 최종 해양경계 도출을 위한 협상

채널 활성화의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다만, 일반적 포괄적인 잠정체제를 성립시키는 것이 곤란하더라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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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과학조사를 위한 실무적 차원의 협력은 초보적이나마 그 가능성의 단

초를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선, ‘EEZ 경계획정 회담’이라는 틀 속

에서 경계획정을 주 논의 대상으로 하면서 1년 혹은 2-3년 등 일정 기

간을 단위로 하여 해양과학조사 협력 문제를 의제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다. 즉, 정기적으로 해양경계획정회담 개최 계기에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기본틀과 방침에 대하여 논의하는 연안국 간 대화의 창구를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소통의 노력은 비록 단기간에 지속적인 협력체

제의 구축을 보장하지는 않을지라도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협의와 병행하

여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협력 기조를 유지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시금석

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실질적으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각종 연구기관 사이의

협력 등을 추진해 보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민간 간 순수

해양과학조사를 양국 정부가 인정(blessing)해주는 것이 그것이다. 해양

과학조사에 관한 상호 간 계획을 민간이 공유함으로써 영유권 훼손 문제

로 인식될 수 있는 일방적 해양과학조사를 최소화시키고 그 결과를 공유

하여 해양과학조사에 있어 국민적 감정이나 정치적인 색채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소 결

한반도 주변수역의 해양과학조사 분야에서는 관련 잠정약정 체제의 수

립이 미흡한 상황이다. 그나마 존재하는 느슨한 형태의 중·일 사전통보

제 역시 그다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해양

과학조사의 일방적 실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크고 작은 갈등은 문제는 한

반도 주변수역에서도 항시 존재하고 있다.

한편, 현재 한국은 해양과학기지와 같은 시설물, 해양과학조사선과 부

이 등을 통한 이동성 내지 정주성 부유물 등을 통하여 관련 조사를 실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 등은 일견 가이아나-수리남 중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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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설시된 연안국의 일방적 해양이용 활동의 적법성 범위 내에서 이

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인다.

다만, 그 적법 여부를 떠나 상기 활동들 역시 현실적으로는 연안국들

상호 간 외교적 항의를 불러일으키거나 국민적 관심과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사안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잠정약정의

체결 및 협력체제의 구축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볼 수도 있다. 하지

만, 해양과학조사를 위한 잠정약정의 체결 및 협력체제 구축 문제는 해

양과학조사의 범주를 둘러싼 논란, 도서 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 문제와

의 결부 등으로 인하여 그 해결이 결코 용이하지 아니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종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우선 연안국들은 협약 제74조 제3항에서 도출되는 연안국의 권리행사의

방법과 한계를 지침으로 삼아 개별적으로 해양과학조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이와 함께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각종 회담 계

기를 활용한 해양과학조사 관련 포럼의 정례화, 연구기관 상호 간 협력

등을 통해 일방적 해양과학조사에 따른 갈등을 관리하고 해양과학조사를

위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4절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해양환경보호

1. 규범 체계

가. 협약 및 관련 법제

(1) 협약상 관련 규정

해양환경보호와 관련하여, 협약은 제12부에서 제192조부터 제237조까

지 총 46개의 상세 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협약은 각국에게 모든 오염

원으로부터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

치를 취할 의무를 일반적으로 부과하고 있다(제194조).409) 아울러, (i)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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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의한 오염 및 (ii) 선박에 의한 오염의 경우에는 연안국에게 자국의

EEZ에서의 입법·집행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하에서는 투기에 의한 오염과 선박에 의한 오염에 관한

규율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우선, 투기에 의한 오염과 관련하여, 협약 제210조 제5항은, 영해와

EEZ에서의 투기 또는 대륙붕상의 투기는 연안국의 명시적 사전승인 없

이 행하여질 수 없으며, 연안국은 이러한 투기를 허용, 규제 및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협약 제216조 제1항은 투기에 의한 해양환경의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법령 등은 (a) 영해, EEZ 내 또는 대륙붕상의 투

기에 관하여는 연안국, (b) 자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이나 자국에 등

록된 선박, 항공기에 관하여는 기국, (c) 자국의 영토나 연안정박시설에

서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을 싣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 국가에 의하여

집행됨을 명시하여, EEZ에서 연안국의 투기에 대한 입법·집행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선박에 의한 오염과 관련하여, 협약 제211조 제5항은 자국의

EEZ에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국제기구나 일반 외교회의를 통하여 확립된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

제규칙과 기준에 합치하고 또한 이에 대하여 효력을 부여하는 법령을 제

정할 수 있다고 하여 EEZ에서의 선박기인 오염통제를 위한 연안국의 입

법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ⅰ) 협약 제220조 제1항에 따라, 연안국은 자국의 영해 또는

EEZ에서 협약이나 적용가능한 국제규칙 등에 따라 제정된 연안국 법령

409) 협약은 (i)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제207조, 제213조, pollution from land-based sources),

(ii) 해저활동으로 인한 오염(제208조, 제214조, pollution from seabed activities), (iii) 심해저

활동에 의한 오염(제209조, 제215조, pollution from activities in the Area), (ⅳ) 투기에 의한

오염(제210조, 제216조, pollution by dumping), (ⅴ) 선박에 의한 오염(제211조, 제217조,

pollution from vessels), (ⅵ)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제212조, 제222조, pollution

from or through the atmosphere) 등으로 그 유형을 나누어 해양환경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개별국가들에게 입법·집행의무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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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반한 배출을 한 외국선박이 자국의 항구나 연안정박시설에 자발적

으로 들어온 경우, 해당 위반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소위 ‘연

안국에 의한 집행’). 이와 관련하여, 제220조 제3항부터 제6항에 따르면,

어느 국가의 EEZ에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

하여 제정된 국내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믿을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

우, 동 국가는 그 선박에 대하여 선박식별, 등록항, 직전 및 다음 기항지

에 관한 정보와 위반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그 밖의 관련 정

보를 요구할 수 있다(제3항). 만약 어느 국가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

하여 EEZ에서 해양환경의 중대한 오염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험이 있

는 실질적인 배출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리고 그 국가가 그 선박이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또는 제공한 정보가

명백히 실제상황과 어긋나는 경우에는, 연안국은 해당 선박에 대한 물리

적 조사(physical inspection)도 행할 수 있다(제5항). 아울러, 자국의

EEZ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험이 있는 배출이 행하여졌

다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the evidence so warrants)가 있는 경우

연안국은 자국 법률에 따라 선박의 억류를 포함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

다(제6항).

한편, (ⅱ) 제218조에 따르면, 연안국의 내수, 영해 또는 EEZ 밖에서

행하여진 외국선박의 배출에 관하여도 해당 배출행위가 연안국의 내수,

영해 및 EEZ에 있어 오염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을 한 외국선박이 연안국의 항구에 임의로 정박할 경

우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소위 ‘항만국에 의한 집행’).

이에 따라, EEZ 내에서의 외국의 투기행위 또는 외국선박에 의한 오

염행위는 해당 연안국에 의하여도 규제가 가능하다.

(2) 한 중 일의 관련 법제

위 제12부에 비견될 수 있는 국내법률로 한국은 2007년 1월 1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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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8260호)을 제정하였다.410) 동 법은 그 적용범

위를 한국의 영해와 EEZ,「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해저광

구 등으로 하고 있으며(제3조 제1항), 상기 수역 내에서 항해 또는 정박

하고 있는 외국 선박에도 동 법은 적용된다(제3조 제3항). 원칙적으로

대상 수역에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되고(제22조 제1·2

항), 선박이 동 법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

역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정선 검색 나포 입출항금지 그 밖에 필요

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제117조).411)

한편, 중국의 경우,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기본법으로 1982년 8월 23일

「해양환경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1999년 12월 25일 개

정)을 마련하였다.412) 우선, 동 법은 그 적용범위를 중국의 내수 영해

EEZ 대륙붕과 중국이 관할하는 기타 해역으로 하고 있다(제2조). 그리

고, 육상기인오염물에 의한 해양환경 오염방지(제29조-제41조), 해안건설

사업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방지(제42조-제52조), 폐기물 투기에 의한

410) 한국은 해양환경오염에 관한 기본법으로 종래 “해양오염방지법”(법률 제3079호, 1977년 12월

31일 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새로운 해양환경보호 조약들의 채택 및 발효와 해

양환경관리제도의 변화로 인하여 “해양환경관리법”을 제정(목진용 박수진, 해양환경관리법 주

요 신설제도의 평가와 입법과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1-2면)하였으며, “해양오염방지

법”은 동 “해양환경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었다. 이하의 법률 내용의 구체적인 소

개는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12549호, 2014년 3월 24

일 일부개정)을 기준으로 한다.

411) 그 외, 동 법은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해양배출금지(제23조), 선박에서의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제25조 내지 제32조의 2), 해양시설에서의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제

33조 내지 제36조의 2),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각종 규제(제41조 내지 제48조) 등

에 관한 규정들을 담고 있다. 유류오염으로 인한 민사책임에 관하여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

장법”이 199년 12월 8일 제정(법률 제4532호)되어 시행되고 있다. 동법의 개선사항에 관하여

는, 정진석, “해양환경보호제도의 최근 동향과 대응방안”,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쟁점과 대응

방안, 국제해양법학회 (세창출판사, 2012), 111-113면 참조.

412) 동 법은 1982년 8월 23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제정 통과었

으며, 1999년 12월 25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개정 통과되었

다(개정 법률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 구체적인 법령 내용은, 외교부 국제법률국, supra

note 1, 829-860면; 권문상 박성욱 양희철, 중국 해양관련 법령 이해(제1권), 도서출판 삼신,

2008, 352면-371면; <법제처-세계법제정보센터(http://world.moleg.go.kr/World/EastAsia/CN/

law/2756?astSeq=373&pageIndex=36)>(2014. 9. 14. 확인)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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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오염방지(제55조-제61조), 선박 및 관련 작업활동에 의한 해양

환경 오염방지(제62조-제72조)에 관한 상세 규정을 두고 있다. 동 법에

따라, 주관부서의 비준을 얻지 아니한 폐기물 투기 및 선박에 의한 오염

물질의 배출을 금지되고(제55조·제62조), 이러한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책임자에 대한 민사책임 및 형사처벌 역시 가능하다(제73조-제94조). 아

울러, 중국 관할해역에서 항행․정박하는 외국 국적의 선박이 야기한 오

염사고에 대하여 중국 관원이 승선․검사할 수 있다(제2조).

일본의 경우,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기본법으로 1970년 12월 25일부터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海洋汚染等及び海上災害の

防止に関する法律)413)을 제정 시행하여 오고 있다. 2010년 5월 19일 최

종 개정된 동 법은, 선박으로부터의 유류 유해액체물질 폐기물에 대한

배출규제(제4조-제16조), 해양시설 및 항공기로부터의 유류 유해액체물

질 및 폐기물의 배출규제(제18조-제18조의 6), 유류 유해액체물질 및 폐

기물의 해저 밑 폐기 규제(제18조의 7-제19조의 2)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아울러, 동 법상 각종 금지규정들을 위반한 경우를 위

한 형사처벌 규정(제54조 내지 제69조) 역시 마련하고 있다.414)

나. 한·중·일의 협력체제

먼저, 한반도 주변수역에 적용가능한 양자 간 환경협력체제를 살펴본

다. 현재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해양환경보호 혹은 해양오염규제 분야를

특정하여 다루고 있는 직접적인 양자 간 협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포괄적인 양자 간 환경협정으로 1993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

국 정부 간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한 중 환경협력협정”)415), 1993

413) 원문은 <일본 총무성 일본법령데이터시스템(http://law.e-gov.go.jp)>에서 검색 가능(2014. 9.

14. 확인). 그 외 <법제처-세계법제정보센터(http://world.moleg.go.kr/World/EastAsia/JP/law/

14346?astSeq=448&pageIndex=20)>(2014. 9. 28. 확인) 참조.

414) 동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유진식, 주요국가의 해양오염사고 대응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II) - 일본-, 한국법제연구원 (2008), 27-47면 참조.

415) 1993년 10월 28일 북경에서 서명, 1993년 11월 27일 발효(조약 제1199호). 영문 조약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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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 환경보호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한 일 환경협력협정”)416)이 체결되어 있다.417)

위 한 중 환경협력협정에 따라 한국과 중국은 1994년 제1차 한 중 환

경협력위원회를 개최한 이래 2013년까지 총 18회에 걸쳐 동 위원회를 개

최해 오며, 황사공동 대응 및 환경보호를 위한 협력방안을 협의 중이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한 일 환경협력협정에 따라 1994년 제1차 한 일환

경협력위원회를 개최한 이래 2013년까지 총 16회에 걸쳐 동 위원회를 개

최해 오며, 해양쓰레기 등 환경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418)

위와 같은 방식으로 상기 협정들은 일응 해양환경보호 분야에서도 양자

간 협력의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반도 주변수역의 환경문제에 있어 상기 포괄적 양자협력

협정들 이외에 다자간 포럼 내지 협력체제들 역시 가동 중에 있다.

우선, (ⅰ)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의 결의에 따

라 197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의 지역해 프로그램(Regional Sea Programme,

“RSP”)의 일환419)으로 1994년부터 해양환경문제에 관한 북서태평양 지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이며, 조약 국 영문본은 <외

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 ‘조약과 국제법’ - ‘조약정보’ 란>에서 검색 가능(2014.

9. 28. 확인). 동 협정은 협정 발효 후 5년간 유효하며 이후 일방이 6개월 전 서면으로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간 자동 연장된다(제8조).

416) 1993년 6월 29일 서울에서 서명, 1993년 6월 29일 발효(조약 제1180호). 영문 조약명은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Environment Protection이며, 조약 국 영문본은 <외교

부 홈페이지(www.mofa.go.kr) – ‘조약과 국제법’ - ‘조약정보’ 란>에서 검색 가능(2014. 9.

28. 확인). 동 협정은 발효 후 2년간 유효하며 이후 일방이 6개월 전 서면으로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2년간 자동연장 된다(제10조).

417) 한․러(1994년), 중 일(1994년) 및 일 러(1991년) 간에도 유사한 환경협력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418) 환경협의체 I, “한-중/일/러 환경협력공동위 개요”, 2013. 12. 27. <외교부 홈페이지

(www.mofa.go.kr) – ‘이슈별 자료실’ - ‘녹색성장 기후변화’ - ‘녹색자료실’ 게시판(www.

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6& boardid=11642&

seqno=349006&c=&t=&pagenum=1&tableName=TYPE_DATABOARD&pc=&dc=&wc=&lu=&

vu=&iu=&du=)>(2014. 9. 28. 확인); 환경부, 환경백서, 2012, 697-6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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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협력체인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이하 “NOWPAP”)420)이 출범해 있다. 한․중․일․러 4개국 대표가 참석

하는 정부간회의를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두고,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각 국가별 지역활동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421)

다음으로, (ⅱ)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이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의 지원

하에 추진 중인 광역생태계 보전사업의 일환으로서 한국과 중국이 참가

하는 ‘황해광역해양생태계’(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YSLME”) 보전사업이 있다.422) 한편, (ⅲ) 1994년 지구환경기금(GEF)의

지역해 관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동아시아해역 환경관리협력기

419) 유엔환경계획의 지원을 받는 지역해 프로그램은 Black Sea, Wider Caribbean, East Asian

Seas, Eastern Africa, South Asian Seas, ROPME Sea Area, Mediterranean, North-East

Pacific, Northwest Pacific, Red Sea and Gulf of Aden, South-East Pacific, Pacific, and

Western Africa 등 13개 지역에 확립되어 있다. Antarctic, Artic, Baltic, Caspian,

North-East Atlantic의 5개 지역에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적용된다<http://www.unep.org/regio

nalseas/about/default.asp>(2014. 9. 28. 확인).

420) 동 계획에 대한 소개 및 상세활동은 <NOWPAP 홈페이지(http://www.nowpap.org)> 참조

(2014. 9. 28. 확인). 참고로, 정부간회의는 1994년 서울 회의 이후 2013년 도야마 회의까지 총

18차례 개최되었다. 현재 회원국은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4개국(북한은 옵저버 자격 보

유)이며, 동 계획은 북위 33도에서 52도, 동경 121도에서 143도 해역을 대상해역으로 한다.

421) 중국 베이징에 해양환경종합데이터베이스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담당하는 Data and

Information Network Regional Activity Center(DINRAC),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통합 오염

모니터링프로그램 구축사업을 담당하는 Pollution Monitoring Regional Activity

Center(POMRAC), 일본 토야마에 특별모니터링 및 연안환경평가를 위한 Special Monitoring

and Coastal Environmental Assessment Regional Activity Center(CEARAC), 한국 대전에

해양오염대비 및 대응협력을 위한 Marine Environmental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Regional Activity Center(MERRAC)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422) 환경협의체 II, “NEASPEC, NOWPAP, YSLME 개요”, 2013. 12. 27. <외교부 홈페이지

(www.mofa.go.kr) – ‘이슈별 자료실’ - ‘녹색성장 기후변화’ - ‘녹색자료실’ 게시판

(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6&

boardid=11642&seqno=349010&c=&t=&pagenum=1&tableName=TYPE_DATABOARD&pc=&

dc=&wc=&lu=&vu=&iu=&du=)>(2014. 9. 28. 확인). 동 사업은 제1기 사업으로 황해광역해양

생태계의 환경위해 감소 사업을 2005년부터 2010년간 실시하였으며, 2014년 하반기부터는 총

사업기간 4년을 예정으로 황해광역해양생태계 전략행동계획 이행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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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Partnership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The Seas of East

Asia, “PEMSEA”)에서도 한․중․일이 모두 가입하여 역내 해양환경 관

련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423)

이외, (ⅳ) 유엔 아시아 태평양경제이사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ESCAP”)의 지원 하

에 1993년 출범한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로 구성된 역내

포괄적 정부 간 환경협의체인 ‘동북아환경협력계획’(North-East Asian

Sub-regional Programme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NEASPEC”)

틀 안에서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고위급회의’(Meeting of Senior

Officials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SOM”)가

개최되고 있다.424) 그리고, (ⅴ) 1998년 제6차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CSD”)에서 제안되

어 1999년부터 개최 중인 ‘한 중 일 3국 환경장관회의’(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among Korea, China and Japan,

“TEMM”)425)도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포럼으로 기능하고 있다.

2.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해양환경보호의 실제

가. 분쟁 가능성

우선, 해양환경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협약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i) 투기에 의한 오염 및 (ii) 선박에 의한 오염 문제에 관하여 연안국에

게 자국 EEZ에서의 입법·집행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다.

423) <PEMSEA 홈페이지(http://www.pemsea.org/)> 참조(2014. 9. 28. 확인). 동 PEMSEA는 앞

서 YSLME와 달리 동북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기타 아시아 지역해 간의 유기적인 협력 역

시 모색하고 있다.

424) <NEASPEC 홈페이지(http://www.neaspec.org/)> 참조(2014. 9. 28. 확인). 1993년 2월 제1차

서울회의 이후 2014년 9월 제19차 회의가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다.

425) 1999년 1월 제1차 서울회의 후 2014년 4월 대구회의까지 총 16차례 개최되고 있다. 최근 제

16차 대구회의에서는 미세먼지 관련 공동대응에 합의하기도 하였다(조선일보, “한․중․일,

‘미세먼지’ 공동대응 첫 합의”, 201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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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투기에 의한 오염과 관련하여, 협약 제210조 제5항은, 영해,

EEZ, 대륙붕상의 투기는 연안국의 명시적 사전승인 없이 행하여질 수

없도록 규정한다. 한편, 협약 제216조 제1항은 자국의 EEZ 내 투기에 관

하여 연안국의 집행관할권을 인정하므로, 중첩수역에서의 제3국 또는 연

안국의 일방적인 투기행위로 인한 관할권의 행사의 경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구체적인 문제 상황으로 (ⅰ) 제3국 선박 X가 연안국 A로부터

중첩수역에 투기 허가를 받았으나 다른 연안국인 B는 선박 X의 투기를

불허하기로 한 상황, (ⅱ) 선박 X가 중첩수역의 연안국인 A, B 두 국가

중 어느 한 국가로부터도 투기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선박에 의한 오염의 경우, 협약 제220조 제1항에 따라 연안

국은 외국의 선박이 중첩수역에서 오염행위를 하였더라도 해당 선박이

자발적으로 연안국의 항구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한, 집행관할권을 행사

할 수 없다. 그리고, 설령 중첩수역에서 오염행위를 한 외국의 선박이 연

안국의 항구에 들어오더라도 협약 제228조 제1항에 따라 기국이 해당 선

박에 대한 사법절차를 개시할 경우 연안국은 관할권 행사를 계속할 수

없다. 하지만, 중첩수역을 항해하던 선박이 협약 제220조 제3항에 따른

연안국의 정보제공 요구를 거부하고 해양환경의 중대한 오염을 야기하거

나 야기할 위험이 있는 실질적인 배출(a substantial discharge causing

or threatening significant pollu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이 발생

하였다고 믿을 만한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 연안국은 항해 중인 선박

에 대한 물리적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협약 제220조 제5항), 나아가 연

안국의 해안이나 관련 이익 또는 영해나 EEZ의 자원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험이 있는 배출(a discharge causing major

damage, or threat of major damage to the coastline or related

interests of the coastal State, or to any resources of its territorial sea

or exclusive economic zone)을 행하였다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 선박의 억류를 포함한 소송의 제기도 가능하다(협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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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조 제6항). 따라서, 해당 선박의 오염행위가 중대한 훼손 또는 중대한

훼손의 위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중첩수역의 연안국들 쌍방 또는 일

방이 자국의 집행관할권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 해당 수역의 법적 지위

및 해당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의 당부를 두고 중첩수역의 연안국 간 다

툼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기 두 유형의 경우 주로 중첩수역에서의 연안국들 간 전

형적인 관할권 조정·배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한 가지 추가로 고려할 사항은 해양오염의 발생지역이 중첩수역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자국의 관할권 하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에 대하여

연안국은 초국경 피해방지의무426)를 부담한다는 점이다. 피해연안국은

오염유발연안국에 대하여 소위 초국경 피해방지의무를 근거로 오염확산

에 대한 방지노력을 요구할 수 있고, 초국경 환경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고자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양환경보호 분야의 특

수성427)이 있다고 하겠다.

426) 초국경 피해방지의무(논자에 따라 ‘월경피해방지의무’, ‘no harm rule’ 등으로 일컫기도 한다.)

는 1972년 스톡홀름 UN인간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인간환경선언”(Declaration on the Human

Environment)과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규정된 바 있다. 2001년

제32차 ILC 총회에서 채택된 위험한 활동에서 야기되는 초국경 피해의 예방에 대한 규정 초

안(Draft Article on Prevention of Transboundary Harm from Hazardous Activities : 소위

‘2001년 초국경 피해예방 초안’) 제3조에서도 ”원인국은 중대한 국경 간 손해를 방지하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하여 동 의무를

규정하였다. 그 외, Trail Smelter Case(1941년, 중재재판소, 캐나다 대 미국), Corfu Channel

Case(1949년, ICJ, 영국 대 알바니아), 핵무기의 위협과 사용의 적법성에 관한 권고적 의견

사건(1996년, ICJ) 등에서도 재판소는 동 의무를 원용한 바 있다. 최근 Pulp Mills Case(2010

년, ICJ, 캐나다 대 미국)에서도 ICJ는 동 의무를 근거로 타국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산업활동에 관하여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 일반 국제법상 요구되며

(ICJ Reports 225, para. 204), 필요할 경우 사업시행 내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실시되어야

한다(ICJ Reports 225, para. 205)고 판시하였다.

427) 앞서 살핀 어업분야 및 해양과학조사 분야의 경우, 중첩수역에서는 연안국들 사이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의 조정 또는 배분이 주로 문제가 되나, 해양환경의 경우에는 관할권별

(jurisdictional) 또는 구역별(zonal)로 구분되는 해양자원들과는 달리 전체로서 보호의 대상이

되며, 전체 해양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자연적 성질로 인하여 일국의 관할권 하에서 이루

어진 오염행위에 대한 피해확산 방지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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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아래에서는,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해양환경보

호가 문제되었던 실제 사례들을 살펴본다.

나. 관련 사례

(1) 관할권의 조정 배분 사례

먼저 살펴볼 사건은 서니로즈(Sunny Rose)호 사건이다.428) 1997년 12

월 4일 일본해상 보안청의 순시선 야나카호는 일본 하마다항으로부터 약

50해리 떨어진 곳에 있던 한국 선적 서니로즈호를 나포하여 일본 하마다

항으로 갔다. 나포 당시 서니로즈호는 한․일 간 경계미획정 수역을 지

나면서 311리터의 폐유(bilge)를 배출하고 한국쪽으로 항해하는 중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한국측에 알려지자 한국 외교부는 일본측에 311리터의

폐유배출이 해양에 대한 “중대한 훼손”(Major Damage)으로 볼 수 없으

므로 항행 중인 서니로즈호를 나포한 것은 유엔해양법협약 위반임을 지

적하였다. 아울러, 서니로즈호의 기국인 한국은 곧바로 서니로즈호측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고, 이러한 사실을 일본 정부에 알렸으며, 동시에 일

본 내 서니로즈호에 대한 공소를 중지하고 담보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서니로즈호에 대한 공소를 중지하고 추후 담보금 100

만엔을 반환하였다.429)

428) 동 사건의 개요에 관하여는, 김선표, supra note 128, 99면.

429) 하마다 항구에서 일본의 해상보안청 보안관은 서니로즈호에 승선하여 선박을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압수하여 갔으며, 다음 날 서니로즈호 선박과 승무원은 100만엔을 담보금으로 지불하

고 나서 석방되었다. 한편, 부산지방검찰청은 1998년 3월 26일 서니로즈호측 관련자들에 대

한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곧이어 부산지방법원은 서니로즈호측에 대하여 1998년 4월 8일 일

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니로즈호측은 상기 판결에 항소하지 아니하고,

1998년 5월 22일 동 벌금을 납부함으로써 동 선박의 기국인 한국에서의 소송은 종료되었다.

사건 직후 일본은 서니로즈호측 관련자들을 담보금예치조건부로 석방한 이후 자국 내 수사

절차 진행을 위하여 1998년 6월 16일까지 서니로즈호측 관련자들을 일본 해상보안청 하마다

지부로 출두할 것을 명령한 상태였으나, 한국 내 소송절차의 종결에 따라 일본측에서도 서니

로즈호에 대한 불기소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담보금을 반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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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건에서 일본은 서니로즈호의 기국이 아니다. 하지만, 해당 폐유

배출 수역이 일본의 EEZ임을 전제로 협약 제220조 제6항에 따라 동 선

박을 나포하고 사법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동 선

박의 기국인 한국이 동 사건에 관한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일본은 협약

제228조 제1항에 따라 일본에서의 사법절차를 종결하였고, 이에 사건은

양국 간 큰 마찰 없이 종료될 수 있었다. 다만, 여기서 기국에 관할권 집

행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협약 제228조 제1항에 따른 한국의 사법절

차 개시가 없었다면430) 사정이 달라졌을 수 있다. 이 경우 서니로즈호의

폐유배출 수역에 대한 법적 지위, 일본의 나포 및 사법절차 개시의 협약

제220조 제6항 충족 여부를 둘러싸고 양국 간 마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사건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은 2010년 4월 12일 한국선적의 석탄벌크선인 오리엔탈호프

(Oriental Hope)호가 인도네시아 분탕항에서 석탄 8만여톤을 적재하고

태안항으로 향하던 중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북서 700미터 해역에서 좌초

된 사건이다.431) 한국 정부는 좌초 후 선수 부분에 선적된 석탄의 무게

및 태풍의 영향 등으로 인양잡업을 진행하지 못하다가, 1년여가 지난

2011년 4월부터 네덜란드 인양전문업체를 통해 동 선박에 대한 인양작업

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양작업이 본격화되자 2011년 6월 13일부

터 수차례 중국측 관공선이 인근 해상에 출현하여 중국 정부로부터의 작

업 허가 유무 문의 및 작업 중단을 요청한 후 이탈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430) 일본측에서 서니로즈호 관련자에 대한 담보예치조건부로 석방조치를 함으로써 동 선박 및 관

련자들은 한국으로 귀항할 수 있었고, 이에 한국측에서도 관련자 처벌을 위한 조사 및 사법

절차가 개시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만약 일본측의 동 선박에 대한 억류가 장기화되었다고 가

정하면 사건의 처리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31) 당시 동 선박의 항해사 등 관련자들은 이어도 수중암초와 해양과학기지의 정확한 위치를 파

악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해당 수중암초의 최첨단부 위에 설치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항해하다가 실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700여미터 떨

어진 수중암초의 최첨단부에 선미가 걸려 좌초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사건내용 및 원인에 대

한 분석은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2010.12.16. 재결 부해심 제2010-81호 사건 재결서<해양안

전심판원 홈페이지(http://www.kmst.go.kr) - ‘통계바다’ – ‘재결서’에서 검색 가능>(2014. 9.

28. 확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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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432)

상기 사건에서 중국의 입장은 인양작업 수역이 중국측 EEZ임을 전제

로 동 인양작업에 있어서 중국측 국내법령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중국측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433) 그러나, 한국측은

인양작업 수역이 한국측 EEZ로서 동 인양작업은 한국 정부로부터 허가

를 받고 적법하게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였으며, 이후 위 사건은

중국측의 직접적인 관할권 행사 자제로 종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해양환경보호법”은 중국 관할해역에서 외국 국적의 선박이 야기한 오염

사고에 대하여 중국 관원이 승선․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

조). 따라서, 만약 중국측이 인양작업에 대하여 직접적인 관할권 행사를

시도하였다면 위 사건 역시 양국 간의 외교적 마찰로 심화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434)

이와 같이 중첩수역에서의 관할권의 행사를 둘러싼 다툼은 항행의 자

유가 인정되는 공해상에서 선박들 간 해상충돌 사건에서도 종종 발생한

다. 공해상 선박들 간 해상충돌 사건의 경우 협약 제97조에서 관할권 행

432) 동아일보, “中, 이어도에 관공선 보내 영유권 도발”, 2011. 7. 27. 특히 당시 중국측은 그 과정

에서 중국의 관련법에 따라 “해상에서의 선박해체, 선박구조, 수리, 기타 수면 및 수중작업”

은 사전에 허가 및 승인을 위하여 보고해야 한다고 통지하였다고 한다.

433) 실제 중국의 “해양환경보호법”에서는 ‘선박을 수상에서 해체․인양․수리하거나 물 위 아래

에서 선박에 대한 시공 작업을 행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 혹은 심사

비준을 얻어야 하고(제70조 제6호), 수상에서 선박해체․구 선박의 개보수․인양, 기타 수

상․수하 시공작업에 종사하면서 해양환경 오염손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8조 제3호). 상세 규정에 대한 국문번역은 권문상․박성욱․양희철,

supra note 412, 365-369면.

434) 역으로 중국 선박이 이어도 주변수역에서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침몰선박에 대한 인양을

시도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도 있다. 한국의 관련 국내법령에 따르면, 조난된 선박을 구난

하려는 자는 동 작업 시작 전에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동 사실을 신고할 의

무를 부담하며(수난구호법 제19조), 한국측 공유수면(한국측 EEZ 외측한계까지 포함)을 점

용․사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점용․사용의 허가를 득할 필요가 있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아울러,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

하거나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동 선박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침몰선의

제거를 명령할 수도 있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이 경우 한국측은 동

수역이 자국의 EEZ임을 전제로 상기 국내법에 따른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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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하여 기국에 의한 형사관할권을 인정하고 있

다.435) 그러나, 사고 수역이 공해인지 연안국의 영해인지 여부에 따라 관

할권의 귀속이 달라지며436), 선박충돌 사고에 있어 부수적으로 해양오염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기국과 연안국 간 사고 처리에 있어 관할권 다툼

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최근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일어난

해상충돌 사고의 경우 대체로 협약 제97조에 따라 기국에서 관할권을 행

사하는 것으로 처리되는 추세로 보인다.437)

(2) 초국경 피해방지 관련 사례

끝으로, 최근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환경오염사건으로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고에 따른

오염수 방출 사건438), 2011년 6월 및 7월에 발생한 중국 보하이만 원유

435)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충돌 또는 그밖의 항행사고에 관한 형사관할권) ①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의 충돌 또는 선박에 관련된 그밖의 항행사고로 인하여 선장 또는 그 선박에서 근무하

는 그밖의 사람의 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한 형사 또는 징계절

차는 그 선박의 기국이나 그 관련자의 국적국의 사법 또는 행정당국 외에서는 제기될 수 없

다. … ③ 선박의 나포나 억류는 비록 조사를 위한 조치이더라도 기국이 아닌 국가의 당국은

이를 명령할 수 없다.

436) 사고수역이 연안국의 영해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형사관할권은 연안국에게 부여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국은 연안국의 영해기점의 적법성(예컨대, 과도한 직선기선의 설

정 등)을 문제삼아 사고수역이 연안국의 영해가 아니므로 기국에게 관할권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437) 선박충돌 사건에서의 관할권 행사에 관한 최근 사례로는, 2007년 골든로즈호 사건, 2010년 금

양호 사건, 2013년 케이와이 비너스호 사건 등이 있다. 2007년, 2010년의 두 사건은 가해 선박

의 기국인 중국, 캄보디아측에서, 2013년 사건 역시 가해 선박의 기국인 한국이 해당 사고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골든로즈호 사건 및 금양호 사건에 대한 소개 및

국제법적 쟁점 등에 관하여는, 김용환, “골든로즈호 사건 – 진셩호 해상충돌사건의 국제법상

쟁점”, 해양정책연구 제22권 제2호 (2007), 159-189면; 정인섭,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 (일조각,

2013), 30-31면 등 참조. 케이와이 비너스호의 사건내용 및 처리결과 등은, 조선비즈, “발해만

서 한중 선박충돌 … 중국인 7명 실종”, 2013. 10. 30.;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2014. 2. 25 재

결 인해심 제2014-012호 사건 재결서<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http://www.kmst.go.kr) - ‘자

료실’ – ‘재결서’ 란에서 검색 가능>(2014.12.27. 확인) 등 참조.

438)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관한 일본의 국가책임 문제에 관하여는, 김기순,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해양배출에 대한 국제책임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56권 제4호 (2011), 47-85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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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사고439) 등이 있었다. 또한, 한국에서도 2007년 12월 태안군 원북면

5마일 해상에서의 해상선박 충돌사고로 당시 홍콩 선적의 허베이 스피리

트(Hebei Spirit)호에서 다량의 원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440)

상기 사례들의 경우, 비록 한 중 일의 자국 관할권 하에서 발생한 해

양오염행위사건이지만, 해양환경보호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초국경 피해

방지 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서의 관할권 조정 사례들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위 사건들에서 그 피해확산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

을 수 있는 다른 연안국들은 오염기인국과의 사이에 적용가능한 각종 협

약상 의무 및 국제관습법상 초국경 피해방지를 위한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위반에 대한 문제제기도 가능할 것이다.

3. 잠정약정의 체결 등 협력체제의 실현가능성

한반도 주변수역에서는 해양환경보호 분야에 적용가능한 양자 다자적

차원에서 다수의 협력체제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해양

환경보호를 위한 협력의 원칙을 선언하는 프로그램적 성격의 문서들에

불과하다. 투기나 선박기인 오염행위에 관한 관할권 행사를 직접 다루고

있는 문서들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관할권의 조정·배분에 관한 규범은 공백상태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연안국 간 첨예한 갈등 상황으로 치닫지는 아니하였으나, 그간

서니로즈호 사건 등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 해양환경보호 분야에서 관할

권 조정․배분과 관련한 연안국 간 마찰들이 발생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러한 규범의 공백은 추후 연안국들 사이의 외교적 마찰로 비화될 가능성

도 상존한다.

그렇다면, 어업, 해양과학조사에 살펴본 것과 같이 해양환경보호에 있

439) 연합뉴스, “中 보하이만 유전서 석유누출 사고”, 2011. 7. 1.

440) 구체적인 사건내용 및 원인 등에 대한 분석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08. 12. 4. 재결 중해심 제

2008-26호 사건 재결서 및 대법원 2011.2.24. 선고 2009추15 사건 판결문<해양안전심판원 홈페

이지(http://www.kmst.go.kr) - ‘자료실’ – ‘재결서’ 란에서 검색 가능>(2014. 9. 28. 확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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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도, 관할권의 조정·배분을 위한 잠정약정의 체결 등 협력체제의 구

축이 가능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국제적으로 해양환경보호나 해양오염사건에 관한 관할권 조정·

배분에 적용 가능한 잠정약정의 사례 역시 매우 드물다.441) 이와 관련하

여서는 아래의 두 가지 정도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이미 앞서 해양과학조사 부분에서 살펴본 콜롬비아-자메이카

간 공동체제수역이다. 동 공동체제수역에서 양국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제3조 제2항). 동 활동은 양 당사국이 합

의하는 공동의 기초 위에서 수행되며(제3조 제3항), 각 당사국이 자국민

과 자국 선박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게 된다(제3조 제5항). 이와 같이, 콜

롬비아-자메이카 간 협정은 공동체제수역에서 기국주의를 규정하고 있

다. 하지만, 정작 제3국 선적 선박의 수역 내 중대한 오염 행위에 대하여

연안국 중 어느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것인지 등의 문제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어 관련 분쟁의 소지는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1999년 5월 18일 영국과 덴마크 사이에 체결된 영국과

Faroe 섬 지역에 대한 해양경계획정협정442)을 들 수 있다. 동 협정에서

양국은 상호 관할권 주장이 경합하는 수역에 소위 특별수역(Special

Area)을 설정하고 있다(전문 및 제4조). 그리고, 동 수역에서 해양환경보

441) 전세계에 걸쳐 산재한 해양경계획정협정 기타 해양의 이용을 위한 각종 잠정약정의 현황 파

악을 위하여 유엔 Maritime Space 데이터베이스<http://www.un.org/Depts/los/LEGISLATI

ONANDTREATIES/index.htm>와 해양경계획정 분야의 대표적 문헌인 International Maritime

Boundaries를 주로 검토하였다. 해양환경보호 문제에 있어 관할권 배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잠정약정 체제는 상기 문헌들을 살펴보아도 아래 사항들 이외에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이 역

시 정책입안자들이 특정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추구

하기 보다는 특정한 해결책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442) 정식명칭은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Denmark together with

the Home Government of the Faroe Islands, on the one hand,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on the other hand, relating to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Area between the Faroe Islands and the United Kingdom. 상

세 조약문은 <유엔 Maritime Space 데이터베이스(http://www.un.org/Depts/los/LEGISTATIONA

NDTREATIES/PDFFILES/TREATIES/DNK-GBR1999MD.PDF)>(2014. 10. 3. 확인). 동 협정

의 체결경위 및 주요내용에 관하여는 Sun Pyo Kim, supra note 15, pp.119-1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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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관련하여 “양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관할권의 행사를 자제하

고 서로 협력”(제7조)443)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동 협정상 해양

환경보호에 관한 관할권 행사의 상호자제 및 협력 규정은 당사국 간 관

할권 행사를 위한 극단적인 다툼의 소지를 완화하는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 협정 역시 제3국에 대한 관계에서 관할권 행사에 관

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아울러 상기 상호자제 및 협력

규정이 실제 특별수역에서 발생하는 해양환경오염사고에 대하여 얼마나

실효적인 대처를 가능케 할지도 의문이다.

상기 사례들에서 살핀 바와 같이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연안국의 관할

권 조정·배분에 관한 협력 메커니즘의 구축 역시 용이하지는 아니한 것

으로 사료된다. 그렇다면,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협

력의 가능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가능할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한반도 주변수역이 양안 간 400해리 미만의 수역인 점을 감

안할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연안국이 자국의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

할 구역을 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ⅰ) 이는

앞서 해양과학조사 분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서의 영유권 문제 및

해양경계획정 문제와 맞물려 쉽사리 결론에 도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

다. 예를 들면, 이어도나 독도 주변수역에서의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관할

권을 어느 연안국이 행사할 것인가, 공동으로 행사할 것인가 또는 상호

자제토록 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여전히 제기될 수 있다. 아울러, (ⅱ)

선박기인 오염에 대한 연안국들의 중대한 오염 여부 판단, 명백한 증거

유무 판단 등(협약 제220조 제6항)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가정컨대, 동해상 한국과 일본이 적절하게 구역을 정하여 해양오염

행위에 대한 관할권의 범위를 구획하였다고 하더라도, 서니로즈호 사건

443) Art. 9. With regard to the exercise in the Special Area of jurisdiction and rights which are

conferred on coastal States by international law, other than such jurisdiction or rights that

follow directly from continental shelf or fisheries jurisdiction, each Party shall refrain from

exercising such jurisdiction or rights without the agreement of the other Party and shall

cooperate with the other Party, notably on measures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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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와 같이 한국 선박이 일본측 관할권 수역을 통항하는 도중 일본이

중대한 오염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선박을 나포한 경우, 해당

나포의 적법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연안국들 간 중대오염 여부나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 유무를 둘러싼 다툼이 선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준의 통일이 쉽사리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반면, 이러한 어려움들에 비하여, 해양환경보호의 경우, 연안국들 간

관할권의 조정·배분을 필요로 하는 문제 상황 역시 그 빈도가 낮고, 해

양환경보호에 대한 인식도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이다. 이는 무질서한 자

원남획 방지 및 어업자원의 보존, 해저자원에 대한 경제적 이용의 욕구

등으로 인하여 연안국들이 어업이나 광물자원 탐사·개발 분야에 있어 잠

정약정 체결의 유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과 대비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해양환경보호에 있어 구역설정 등을 통해

관할권의 조정·배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화되고 구속력 있는 잠

정약정의 체결은 당장 그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제관습법상 확립된 초국경 피해방지의무 이행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적인 해

양오염사고의 방지, 오염사고에 대한 관리 및 초국경적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연안국들 간 협력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협력은 기존의

환경협력협정들이나 NOWPAP과 같은 다자포럼을 토대로 상호통보제의

확립 등 초국경 피해방지를 위한 협력사항들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에

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훨씬 용이할 것이다. 예컨대, 후쿠시마 원전 관련

오염수 배출 사건과 관련하여, 일본이 해당 오염수 배출행위를 연안국에

직접 통보하지 않은 것은 국제환경법상 위해의 사전통보 및 협의의무 위

반이 문제될 수 있다.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측에 동 사실을 통보하였다

고 하면서 자국의 관련 의무 준수를 주장하고 있으나, 사전통보 및 협의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양자 간 또는 역내 다자 간 협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다면 이러한 논란 역시 불필요할 것이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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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토대로 기존의 협력 체제를 공고화시켜 나가며 단계적으로 관

할권의 조정·배분 문제에도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4. 소 결

해양환경분야의 경우,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관할권의 조정·배분 문제

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초국경 피해방지를 위한 국가들

간 협력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첨예하게 대립

될 수 있는 관할권의 조정·배분 문제보다 초국경 피해방지를 위한 역내

국가들 간 협력 가능성은 훨씬 높아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연안국들

간 협력은 기존 협력체제를 활용하여 초국경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에서 시작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관할권의

조정·배분 문제도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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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 론

본 논문은 한반도 주변수역을 중심으로 EEZ 제도의 도입에 따른 중첩

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행사 문제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중

첩수역에서의 연안국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토대로,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분야별 권리행사의 규율상황 및 현안을 살펴보았다. 그리

고, 잠정약정 기타 협력체제의 실현가능성 검토를 통해 각 분야별로 제

기되는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및 최종 해양경계획정 이전의 효율적인 해

양이용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하여 모색해 보았다.

연안국은 대향국․인접국과의 연안 간 거리가 400해리에 미치지 아니

하는 수역에서도 자국의 200해리 EEZ 범위 내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이 인

정하는 EEZ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향유한다. 여기에는, 생물

비생물자원의 탐사·개발·보존·관리에 관한 주권적 권리, 해수 해류 및 해

풍을 이용한 에너지생산과 같은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그밖의 활동

에 관한 주권적 권리,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 해양과학조

사,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관한 관할권 등이 있다.

하지만, EEZ 제도의 도입과 함께 연안 간 거리가 400해리가 미치지

못하고 해양경계획정이 되지 아니한 소위 ‘중첩수역’에서는 연안국 간 권

리 주장 행사의 경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해양법

협약 제74조 제3항(대륙붕에 관하여는 제84조 제3항)은 최종 해양경계획

정합의에 이를 때까지 잠정약정의 체결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와 최종 경

계획정합의 도달을 저해 방해하지 아니할 의무를 연안국에 부여하고 있

다. 그리고, 상기 규정은 일응 중첩수역에서 연안국의 EEZ에 관한 권리

행사의 한계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제74조 제3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국제판례들은 일응 중첩수역에서 연

안국의 일방적 권리행사가 해양환경에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제74조 제3항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일차적 기준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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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가이아나-수리남 중재사건에서는 연안국의 해양이용에 있어 경

제적 과학적 이익까지 충분히 고려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협약 제74조 제

3항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 해양환경에 대한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 이외

에 보다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오늘날 EEZ 제도의 도입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연안국의 다양한 해양

이용활동이 가능해졌다. 경제적․과학적 측면에서 해양이용의 수요는 앞

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며, 이에 관한 규범의 해석론 역시 더욱 정치화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중첩수역에서 해양을 이용하고자 하는 연안국

들은 이러한 국제판례의 태도와 향후 추이를 주시하며 자국의 중첩수역

에 대한 권리행사에 있어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중첩수역에서의 연안국의 권리행사에 관한 논의는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도 실천적 의미를 가진다. 한 중 일 삼국이 유엔해양법협약에

가입하고 200해리 EEZ 제도를 도입한 이래, 한반도 주변수역의 대부분

은 상기 연안국들 간 권리주장․행사가 경합하는 중첩수역이 되었다. 이

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은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어업,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보호 분야에서의 권리행사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우선, 어업에 관한 권리행사의 경우, 비록 권리 주장 경합의 조정을 위

하여 일부 특수수역들을 만들어 두고는 있지만, 이미 한 중, 한 일, 중

일 어업협정이라는 잠정약정 체제가 구축되어 연안국들 간 어업에 관한

권리 주장 경합의 조정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현행어업활동 유지수역’ 등과 같이 규범의 공백 영역도 존재하

며, 그 외 상기 양자협정들의 당사국이 아닌 제3국의 불법어업에 대한

규율 역시 실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불

법조업 문제 등을 통하여 한국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협약상 생물자원의 보존 관리에 관한 제

반 규정들과 협약 제74조 제3항, 그 외 개별 양자 간 어업협정상 협력에

관한 규정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한 연안국들은 상기 규정

들을 원용하여 추가적인 잠정약정의 체결이나 보다 효율적이고 다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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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체제의 구축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한반

도 주변수역에서의 불법조업 문제와 같은 현안들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도 참고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다음으로,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권리행사의 경우,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현재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잠정약정 기타 협력체제는 존재하지 아

니한다. 그나마 존재하는 느슨한 형태의 중·일 사전통보제 역시 그다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그로 인하여, 해양과학조사의

일방적 실시로 인한 갈등 관리가 상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해양과학기지와 같은 시설물, 해양과학조사선과 부이 등

을 통한 이동성 내지 정주성 부유물 등을 통하여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 등은 일견 가이아나-수리남 중재사건 등에서

설시된 연안국의 일방적 해양이용 활동의 적법성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다만, 그 적법 여부를 떠나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일방적 해양과학조

사는 연안국들 상호 간 큰 휘발성을 가지는 이슈로 되어 있다. 이에 일

방적 해양과학조사 실시로 인한 갈등 관리를 위하여 잠정약정의 체결 및

협력체제의 구축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연안국 EEZ 내에서 타국의 해양과학조사는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개

념 논란, 도서 영유권 문제 및 해양경계획정 문제와의 결부, 국민감정과

정치적 의도까지 맞물려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실제 한국은 이러한 현상을 2006년 일본의 독도 주변수역 해양과학조

사계획에서 직접 경험하였다. 이에 더하여,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중·일

사전통보제와 중·일 공동개발합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아니하는 현

실, 국제적으로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포괄협력체제가 희소한 현실 등을

감안하면,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위한 실효적인 협력체제

의 구축은 그다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안국으로서 잠정약정 체제의 무리한 구축

을 시도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이 경우, 협약 제74조 제3항에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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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연안국의 권리행사 방법과 한계를 지침으로 삼아 개별적인 해양과

학조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아울러, 실효성이 의심스

러운 잠정약정의 체결을 고집하기 보다는 최종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협

상의 지속적 개최와 병행하여 연안국 간 정기 포럼의 구축, 민간 연구기

관 간 협력 등의 노력을 통하여 민감한 일방적 해양과학조사행위를 사전

에 차단하고 개별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연안국들 간 협

의해 나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해양환경보호의 경우, 한반도 주변수역에 적용될 수 있는 양

자, 다자 간 각종 환경협력체제들은 대부분 협력의 원칙을 선언하는 프

로그램적 성격을 띠고 있어 현실적인 문제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는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해양투기나 선박기인오염사건에

있어 연안국 간 관할권의 조정·배분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특수문제

로서 초국경 피해방지를 위한 국가들 간 협력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과학조사 분야와 마찬가지로 연안국 간 관할권의

조정·배분 문제를 직접 규율하는 협력체제의 구축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관할권의 조정·배분 문제 역시 영

유권 문제 및 해양경계획정 문제 등과 결부될 수 있으며, 선박기인 오염

에 대한 연안국들이 중대한 오염 여부 판단, 명백한 증거 유무 판단 등

(협약 제220조 제6항) 기술적인 문제도 제기된다.

다만, 일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양오염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국

가들 간 협력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 즉, 국제관습법상 확

립된 초국경 피해방지의무 이행 차원에서 국가들 간 협력의 공감대 형성

은 비교적 용이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연안국들 간 협

력은 기존 포괄적 협력체제를 활용하여 초국경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들

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

로부터 단계적으로 관할권의 조정·배분 문제에 접근해 나가는 노력을 병

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협력의 발전방향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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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하고 복잡한 이슈들이 산적한 중첩수역 문제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해양경계획정의 합의를 통하여 달성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최종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결코 용이하지 아니한 문제이다. 결국 최종

경계획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각 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한 연안국들 간 협력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최종 해

양경계획정 이전에 연안국들 간 해양의 이용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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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stal states can exercise sovereign rights and jurisdiction to

their Economic Exclusive Zone (EEZ) recognized by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ithin 200 nautical miles even if

the shore-to-shore distance with their opposite or neighboring states

falls short of 400 nautical mile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EEZ, however, conflicts may arise

between coastal states in asserting or exercising their rights if the

share-to-share distance is less than 400 nautical miles and maritime

delimitation has yet to be established between them. Typically, such

waters are referred to as ‘overlapping waters’. In regard to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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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graph 3 of Article 74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mposes obligations on coastal states to make every effort to

conclude provisional arrangements until a final agreement is reached

on maritime delimitation and not to jeopardize or hamper the reaching

of the final agreement. The obligations of coastal states stipulated in

the said provision pose limitation to the coastal states’ exercising

their rights with regard to utilizing the so-called overlapping waters.

The waters by which the Korean Peninsula is surrounded

constitute ‘overlapping waters’ where a maritime delimitation has not

been established between the coastal states; therefore, similar issues

arise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when it comes to exercising

their rights to the adjacent waters of the Korean Peninsula. Among

the rights of coastal states which were recogniz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EEZ regime, this thesis highlights fishing, marine scientific

research (MSR), and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then, touches upon the status, problems, and solutions

regarding the exercise of such rights of coastal states.

As to fishing, a number of bilateral fisheries agreements have

already been signed in the adjacent water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such fisheries regulations cover the most part of the exercise of

rights on the part of Korea, China, and Japan. Despite the existing

fisheries agreements, however, a vacuum of order still exists, and it

is in such a vacuum where there is a pronounced need for

cooperation between coastal states to preserve and manage maritime

resources. Possible ways to fill the vacuum will include the



- 215 -

establishment of additional provisional arrangements or a

comprehensive cooperative regime, based on the set of regulations

stipulated under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the

cooperation provisions of the existing fisheries agreements.

As for MSR, there are no provisional arrangements or other

cooperative systems that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the water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Even the Prior Notice System

between China and Japan, the only system with a semblance to the

desired arrangements, is in a loose form and is not working very

successfully. This suggests that managing disputes resulting from a

unilateral implementation of MSR could emerge as recurring problems

for coastal states. Building a cooperation system for MSR, however,

is by no means easy, because of the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scope of MSR coupled with the issue over dominium of islands and

maritime delimitation. Furthermore, there seems to be no incentivizing

reason for any state to take the all trouble to build a comprehensive

cooperation regime. Against this backdrop, coastal states need to take

heed of Paragraph 3 of Article 74 of the said convention, which

connotes the limitations to the exercise of rights of coastal states, in

carrying out individual MSR activities. In addition, it can be more

practical to focus on managing conflicts arising out of unilateral

implementations of MSR and advancing cooperation through holding

relevant forums on a regular basis and promoting mutual cooperation

between private researchers rather than trying to conclude special

arrangements with dubious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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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rning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the existing regimes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remain only declamatory, which makes the coordination and allocation

of jurisdiction of coastal states to police sea dumping and

vessel-induced contamination an ongoing issue. In particular, this may

give rise to another issue over the cooperation between coastal states

to prevent transnational dissemination of such damage. To solve the

problem, the system for comprehensive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a set of forums in Northeast Asia could be utilized. Here, cooperation

will have to start from the effort to prevent transnational damage,

where it appears relatively easy to enlist cooperation, before

approaching the issue over the coordination and allocation of

jurisdiction.

keywords : UNCLOS, EEZ, overlapping waters, fisheries, MSR,

marine environment, provisional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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