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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의무는 일국의 EEZ와 대륙붕에서

의 그것과는 다른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의 핵심은 권원중

첩관계에 있는 대향․인접국 간 권리행사의 제한으로 요약된다. 특히 경계

미획정 수역에서 권리의무 관계의 특수성은 동 수역의 이용을 둘러싼 연

안국 간 분쟁의 관리와 해결에 있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

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글에서는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권리의 제한성이 

규범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나아가 유엔해양법협약상 강제분쟁해결

절차의 적용국면에서 이러한 특수성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의 제한성은 권리 자체의 내재적 

한계와 별도의 규범을 통한 의무 부과를 통해 구현된다. 경계미획정 수

역에서 연안국의 권리는 권원중첩관계의 대향․인접국 상호 간 배타성이 

결여된 제한적 속성을 갖는다. 이러한 배타성의 결여로 인해 경계획정 

이전의 권리침해 금지는 권원중첩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해 법적의무로 

요구될 수 없다. 이러한 내재적 한계의 존재를 실증하기 위해 이 글에서

는 기존 판례들에 나타난 경계획정 이전의 주권적 권리 침해 문제에 관

한 법리를 살펴보고, 경계미획정 상태의 권리에 내재된 배타성의 한계에 

대해 규범적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

행사에는 별도의 제한규범이 존재한다. 이는 권리 자체의 내재적 한계와 

달리 권원중첩상태에서 연안국에 부과되는 별도의 의무의 형태로 존재한

다. 이에 이러한 제한규범의 대표격인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제

74조 3항·제83조 3항)의 해석론과 동 의무 위반 판단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아울러 적절한 고려 의무(제56조 2항·제58조 3

항)에 대해서는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와의 상호보완적 작용 속에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행위규범으로서 그 규범적 역할을 전망해 보았다.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들은 협약상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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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적용에 있어서도 일정한 작용을 한다. 즉 경계미획정 수역의 이

용을 둘러싼 분쟁의 협약상 강제절차 적용에 있어서는 일국의 EEZ와 대

륙붕에서의 분쟁과는 다른 쟁점들이 제기된다. 이는 현실적으로 경계미

획정 수역에서 일방적 행위로 인한 분쟁이 협약상 강제절차에서 어떻게 

다루어질 수 있는가의 문제와 직결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을 

크게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권리의 제한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협약 제15

부 3절의 적용상 문제와 경계미획정 수역을 규율하는 별도 잠정약정 체

제의 존재로 인한 협약상 강제절차의 적용상 문제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끝으로 앞서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경계미획정 수역의 권리의 제한성

과 그로 인한 협약상 강제절차 적용상 문제들이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를 한반도 주변수역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관할권 과 

본안판단 단계를 거치는 분쟁의 사법적 해결 과정의 적용국면을 전제로 

잠정약정의 존재 영역과 부존재 영역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이 글은 경계미획정 수역의 규범적 특수성에 대한 정치한 인식, 경계

미획정 수역에서 일방적 행위로 인한 분쟁에 대한 인식 제고, 해양법 질

서 내에서 경계미획정 수역에 적용되는 규범적 질서에 대한 명확화의 필

요성을 강조한다. 경계미획정 수역에 적용되는 각종 규범들과 협약 제15

부 규정들의 해석론은 연안국의 해양이용에 있어 조화와 균형의 핵심기

제로 작용한다. 경계미획정 수역에 적용되는 규범적 질서의 명확화와 이

에 대한 연안국의 인식 제고는 경계미획정 수역의 조화롭고 효율적인 이

용․관리, 나아가 분쟁의 완화 및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주요어 :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해양경계획정, 경계미획정 수역, 권원,

권원중첩수역, 주장중첩수역, 일방적 행위, 권리행사, 배타적 경제

수역(EEZ), 대륙붕, 분쟁해결, 신의성실, 교섭의무, 협력의무, 

자제의무, 적절한 고려, 주권적 권리, 관할권, 강제분쟁해결절차, 

잠정약정, 어업, 해양과학조사(MSR)

학  번 : 2015-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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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의 제기

1. 영토적 유혹의 역사

  저명한 해양법학자인 Bernard H. Oxman은 2006년 미국제법학회 창

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동 학회지에 기고한 글에서 웨스트팔리아 체제 

이후 국제법의 역사를 “영토적 유혹”(territorial temptation)의 담론으로 설명

했다.1) 그에 의하면 당초 해양법의 역사는 Mare Liberum, 즉 해양의 

자유가 승리하는 역사였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트루먼 선언을 기점으로 

바다의 영역에서도 영토적 유혹의 파고가 높게 몰려오기 시작했다.2)

  위 분석은 연안국의 관할권 확대, 이른바 “creeping jurisdiction”이 오

늘날 해양법 영역의 지배적 특징임을 잘 지적하고 있다.3) 이러한 경향

은 비단 현대해양법의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해양경계획정 등 연안국

들의 실행 측면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한정된 육지에 대한 자각 속에 

해양의 가치에 눈을 뜬 연안국들은 일제히 해양관할권 확대의 길로 나아

가고 있다. 해양탐사‧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바다를 향한 강력한 

유혹의 촉매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이 글에서는 Oxman이 위 

기고의 부제로 제시한 “유혹의 노래”(A Siren Song at Sea)가 높게 들려오

고 있는 “경계미획정 수역”에 주목하고자 한다.

1) Bernard H. Oxman, “The Territorial Temptation: A Siren Song At Sea”,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00, No. 4 (Oct., 2006), p. 830.

2) Ibid., pp. 830-832.

3) 이한기 교수는 “제3차 해양법회의에서 각국이 날카롭게 대립한 것은 […] 영해 외의 해역에까

지 확대된 연안국의 우월적 권능이 일반 영역주권으로 轉化되는 현상(creeping jurisdiction)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라는 문제였다”고 기술한 바 있다. 이한기,『국제법강의』 (신정판) (박영

사, 1998), 327-328쪽. 이는 제3차 해양법회의 당시 연안국의 관할권 확대 경향이 영역주권

과의 관련성 속에 인식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설명이다. 해양관할권의 확대가 영역성과 기능

성의 교차와 조정을 통해 전개되어 왔다는 분석으로는 西本健太郎,「海洋管轄権の歴史的展開

（１）-（６完)」,『国家学会雑誌』125-126巻 (2012-2013年). 위 문헌의 상세 서지사항은 참

고문헌 목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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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배경

  가. 경계미획정에 따른 상시적 갈등의 존재

  해양에 관한 국제규범 수립을 위한 노력이 유엔해양법협약(이하 “협약

”)4)의 채택으로 결실을 이룬지 40여년이 되어 간다. 하지만 해양활동을 

둘러싼 분쟁은 지금도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해양분쟁의 원인은 비단 

규범의 공백이나 그 해석‧적용상 다툼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아직 상당한 수역이 경계미획정 상태라는 점이다.

  해양관할권 확대 노력의 산물인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제도는 연

안국에 해양이용을 위한 다양한 권리를 부여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경계미획정 상황이 초래하는 잠재적 분쟁상태의 관리와 종국적 해결이라

는 과제도 주어졌다. 해양관할권을 가르는 합의는 쉽사리 이루어지기 힘

들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연안국들은 잠정약정이나 임시 협력체제

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체제의 구축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렵사리 성사되더라도 규범의 공백이나 관련국 간 

협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로 인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할 수 없다.

  본질적으로 경계미획정 상태로 인한 연안국의 해양활동을 둘러싼 갈등

은 해당 수역의 법적지위가 일의적으로 확정되지 못함에 기인한다. 특히 

연안국은 경계미획정 상태라도 자국의 권원이 미치는 수역에 대해서는 

협약 등 국제법이 부여한 주권적 권리 내지 관할권(이하 “권리”로도 통칭)의 

배타성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현실적으로 연안국의 관할권 

확대 경향 내지 해양의 영토적 유혹이 경계미획정 수역에도 강력하게 작

동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한국 정부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설치‧운

용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입장을 취하

고 있다.5)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동 기지 설치수역은 자국 연안으로부

4) 1982년 12월 10일 자메이카 몬테고베이에서 서명, 1994년 11월 16일 발효. 원서명국은 157

개국이며 2019년 6월 27일 기준 168개국 비준·가입. 구체적인 서명·가입현황은 UN 국제해양

법률국(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이하 “DOALOS”) 홈페이지

(http://www.un.org/Depts/los/reference_files/status2019.pdf) 참조(2019. 7. 6. 최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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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도 200해리 내에 포함되므로 한국의 일방적 권리행사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6) 동 기지가 설치된 수역은 한국의 연안에 가깝기는 

하나 엄밀히 양국 간 권원중첩수역에 속한다. 권원중첩수역에서의 일방

적 권리행사가 해당 수역에 자국의 권원이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가. 해당 수역에 타국의 권원도 미친다면 일국의 일방적 행위

는 타국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추후 경계획정 결과 자국 수역

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적 근거는 경계획정이 되지 않은 상태

에서도 타당한 논리인가. 위 질문들을 곱씹어 보면 동 기지 설치․운용의 

적법성 논란도 쉽사리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경계미획정 수역의 법적지위의 불확정성은 연안국의 일방적 해양활동

으로 인한 크고 작은 갈등의 원인이 된다. 한국의 경우도 영해를 벗어난 

수역은 대부분 주변국들과 경계미획정 수역에 해당한다. 동 수역에서 주

권적 권리 내지 관할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활동은 대부분 주변국들과 잠

재적 갈등요소가 될 수 있다. 이처럼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일방적 해양

활동을 둘러싼 갈등관리와 분쟁해결은 오늘날 연안국들에 가장 현실적인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 기존 국제판례에 대한 평가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의무 관계는 동 수역에서 연안국의 

일방적 해양활동의 적법 여부에 관한 분쟁(이하 “일방적 행위로 인한 분쟁”, 

“일방적 권리행사로 인한 분쟁” 등으로도 약칭)7)을 통해 다투어진다. 그간 국제

5) 한국 정부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설치·운용에 대한 공식 입장은 외교통상부, 보도참고자료: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중국의 문제제기 관련 당국자 논평” (2006. 9. 15). 

6) 중국 정부 및 민간단체의 각종 주장들에 대한 소개는 장학봉‧김민수‧박문진‧김자영,『한‧중 해양

경계획정 협상과 이어도 활용방안』(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60-64쪽; 김영구,『이어도 

문제의 해양법적 해결방법』(동북아역사재단, 2008), 37-49쪽.

7)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과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2017)에서는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연안국의 일방적인 주권적 권리 내지 관할권의 행사를 일컫는 표현으로 unilateral act(s), 

unilateral action(s), unilateral activity(-ies), unilateral behaviour(s), activities undertaken

(또는 carried out) unilaterally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그간 경계미획정 수

역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안국의 행위를 지칭하는 표현이 따로 확립되어 있지는 않았

다. 이와 관련하여 정인섭 교수는 최근 개정 교과서에서 “일방적 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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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이러한 분쟁유형은 주로 해양경계획정사건 안의 부수쟁점 중 

하나로 취급되어 왔다. 이러한 사례는 대략 25건 남짓한 해양경계획정사

건 중 총 5건이 있다. ① 1976년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에 제소되었던 에게해 대륙붕 사건, ② 2007년 협약 제

7부속서의 중재재판소에서 판정이 내려진 가이아나-수리남 중재사건, 

③ 2012년 ICJ에서 판결이 내려진 니카라과-콜롬비아 영토․해양분쟁사건, 

④ 2017년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이하 

“ITLOS”) 특별재판부에서 판결이 내려진 가나-코트디부아르 해양경계획

정사건, ⑤ 2014년 ICJ에 제소되어 현재 소송 계속 중인 소말리아-케냐 

해양경계획정사건이 그것이다. 한편 해양경계획정문제와 분리되어 일국

의 일방적 행위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도 확인된다. 협약 제7부속

서의 중재재판소에서 다룬 필리핀-중국 간 남중국해 중재사건(이하 “남중

국해 사건”)에서는 권원중첩 여부에 다툼이 있는 수역에서 일방적인 어업 

및 자원개발 행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러한 선례들의 축적과 함께 최근 판례에서는 경계미획정 수역에 적

용되는 규범의 해석·적용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변화들이 감지된다. 첫째, 

경계획정 이전의 행위로 타국의 주권적 권리 내지 관할권의 침해(제56조·

제77조 위반)가 가능한가. 니카라과-콜롬비아 사건(2012)을 거쳐 지난 가

나-코트디부아르 사건(2017)에서는 그간 모호하게 취급되었던 위 문제

가 정면으로 다루어졌다. 현재 ICJ에 계속 중인 소말리아-케냐 사건에

도 위 쟁점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협약의 초안자들이 경계미획정 상황

에 직접 적용을 예정한 협약 제74조 3항 및 제83조 3항의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는 그간 불분명한 규정과 판례의 희소성으로 인해 그 

해석론이 명확히 확립되지 못했다.8) 그러나 가이아나-수리남 사건

있다.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제9판) (박영사, 2019), 699쪽. 그 외 다른 국내문헌에서도 

“일방적 행위”, “관할권의 일방적 행사” 등의 용례가 확인된다. 김채형, “UN해양법협약상 해

양경계획정시 중첩수역의 국제법적 지위”, �법학논총』, 제30권 3호 (2018. 2), 177, 186쪽. 

김현수, “중첩주장수역에서의 관할권 행사”,『법학연구』, 제21권 4호 (2018. 12), 120, 125, 

126, 129쪽. 이 글에서는 “일방적 행위”, “일방적 권리행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8) 몰타 출신의 現 ITLOS 부소장 David J. Attard는 그의 1987년 저서에서 위 규정이 매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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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이후9) 10여년의 공백을 깨고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2017)에서 

동 의무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졌다. 학계에서도 동 의무에 대한 관심

과 인식이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10) 셋째, “적절한 고려”(due 

regard) 의무의 재발견이다. 2015년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에서 판정이 

내려진 모리셔스-영국 간 중재사건(이하 “차고스 군도 사건”)에서는 협약상 

적절한 고려 의무의 해석․적용 문제가 다루어졌다. 곧이어 남중국해 사건

(2016)에서도 위 의무가 문제되었다. 위 사건들은 엄밀히 경계미획정 수

역에서 연안국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 사건들은 아니었다. 그러나 위 적

절한 고려 의무의 적용국면을 볼 때 동 의무는 제74조 3항 및 제83조 3

항의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와 더불어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연안

국의 행위를 규율하는 법원칙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3. 연구의 목적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의무는 일국의 EEZ와 대륙붕으로 

귀속된 수역에서의 그것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의 핵심은 권원중첩

관계에 있는 대향․인접국 간 대외적 권리행사의 제한으로 요약될 수 있

다. 타국과의 권리주장이 경합하는 수역에서 일국의 권리행사에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일견 당연한 상식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성에 대한 규범적 인식은 현실적으로 그다지 정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현실에서는 경계미획정 상황이라도 연안국의 배타적 권

호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했다. David J. Attard, The Exclusive Economic 
Zone in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p. 228. 

9) 이근관 교수는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 이후 2012년 발표한 논문에서 위 사건에서 다루

어진 신의성실한 교섭 의무는 당초 규범력이 부족한(“toothless”) 의무로 간주되었으나 그간 

국제판례들을 통해 규범력을 갖추어 가고 있는 중(“teething”)이라 평가했다. Keun-Gwan 

Lee, “Recent Developments of Maritime Delimitation in Northeast Asa from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in Myron H. Nordquist & John N. Moore (eds.), 

Maritime Border Diplomacy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2), p. 149.

10) 대표적으로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는 2016년 “Report on 
the Obligation of States under Article 74(3) and 83(3) of UNCLOS in respect of 
Undelimited Maritime Areas”(이하 “BIICL Report”)를 발간했다. 위 보고서에서는 협약 제

74조 3항 및 제83조 3항의 해석론, 지역별 공동개발협정문과 국가실행들을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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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경향도 강하게 나타난다. 물론 연안국의 입장에

서 자국의 해양권원에 대한 강력한 주장과 실행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도 

수긍될 수 있다. 그러나 경계미획정 수역에 관한 권리행사의 제한은 외

교적 예양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현행 국제법 체제 내에서 엄연

히 규범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경계미획정 상황으로 인한 권리의무 관계

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 미약은 관련국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경계미획정 

수역의 조화로운 이용과 최종경계획정의 도달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경계미획정 수역에 관한 권리행사의 제한에 대

한 연구는 동 수역의 이용을 둘러싼 분쟁의 관리와 그 해결에서 현실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경계미획정 수역을 둘러싼 권원중첩 국가 간 

권리의무 관계의 특수성은 관련 분쟁의 협약상 분쟁해결절차 적용에 있

어 일국의 EEZ와 대륙붕으로 귀속된 수역에서와는 다른 다양한 쟁점들

을 제기한다. 이는 곧 경계미획정 수역의 이용에 관한 분쟁이 협약상 분

쟁해결절차에서 어떻게 다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도 직결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글에서는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권리행사의 

제한성이 규범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협약상 분쟁해결절차의 

적용국면에서 이러한 특수성이 어떻게 발현되는가를 살펴본다. 즉 경계

미획정 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행사에는 일국의 EEZ와 대륙붕으로 확정

된 수역과 다른 어떠한 제한이 존재하는가, 이로 인해 동 수역에서 일방

적 권리행사로 인한 분쟁에 대한 협약상 분쟁해결절차 회부에 있어 어떠

한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위 문제에 대한 연구는 궁

극적으로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연안국이 향유하는 권리의무의 실체와 협

약상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양상에 대한 규범적 인식을 보다 분명하게 해 

줄 것이다.  

제2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는 대외적 배타성의 측면에서 한계

를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2017)에서는 경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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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이전의 일방적 행위로 인한 타국의 주권적 권리 침해 성립을 부정했

다. 위 쟁점은 국제판례상 문제된 사례가 희소했고 쟁점 자체가 방론적 

성격이 강하여 관련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었다.11) 그러나 위 사

건의 판시는 일응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연안국이 향유하는 권리의 성격 

내지 본질에 대한 재검토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경계미획정 수역에 적용되는 연안국의 대표적인 행위제한 규범인 제

74조 3항 및 제83조 3항의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에 관하여는 정

돈된 연구물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지난 5-6년에 걸쳐 

BIICL Report(2016) 등 관련 저작들이 꾸준히 축적된 것으로 확인된

다.12)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 이후 오랜 공백을 깨고 가나-코트디

부아르 사건(2017)에서 유사 쟁점이 다시 다루어지면서 위 규정들에 대

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국내에서도 동 규정에 관한 문제의식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13) 반면 적절한 고려 의무에 관한 연구성과는 

11) Enrico Milano & Irini Papanicolopulu, “State Responsibility in Disputed Areas on Land 

and at Sea”,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 öffentliches Recht und Völkerrecht, Vol. 71

(2011), pp. 587-640에서 문제의식의 단초를 확인할 수 있으나 위 연구 이후 후속 판례들을 

반영한 종합적인 추가 연구물은 확인할 수 없었다. 

12) 이 분야의 고전적 저작으로는 Rainer Lagoni, “Interim Measures Pending Maritime 

Delimitation Agreement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78, No. 2 

(Apr., 1984). pp. 345-368. 기타 참고할 만한 외국문헌으로는 Sun Pyo Kim, Maritime 
Delimitation and Interim Arrangements in North East Asia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4), Enrico Milano & Irini Papanicolopulu, supra note 11; Youri van 

Logchem, “The Scope for Unilateralism in Disputed Maritime Areas” in C. Schofield, 

S, Lee, and M. S. Kwon (eds.), The Limits of Maritime Jurisdicti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3), pp. 175-197 (이하 Youri van Logchem (2013)으로 표기함); David 

Anderson & Youri van Logchem, “Rights and obligations in areas of overlapping 

maritime claims”, in S. Jayakumar, T. Koh & R. Beckman (eds.), The South China 
Sea Disputes and Law of the Sea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2014), pp. 

192-228; BIICL Report, supra note 10; Natalie Klein, “Provisional Measures and 

Provisional Arrangements”, in Alex G. Oude Elferink, Tore Henriksen and Signe 

Veierud Busch (eds.),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The Case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pp. 117-144.

13) 국내에서 동 규정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진 저작으로는 김선표․홍성걸,『잠정협정의 법적성격

과 중간수역 운용문제 연구』(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9) 등이 있다. 그 외 이용희, “이어도 

주변수역 자원관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경희법학』, 제44권 3호 (2009. 12), 19-58쪽; 

이영주,「해양경계획정 이전 권원중첩수역에서의 자원개발과 환경보호」, 법학석사학위논문, 연

세대학교, 2014. 8; 김민철,「중첩수역에서의 연안국의 권리행사: 한반도 주변수역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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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동 의무의 해석·적용 문제는 차고스 군도 

사건(2015) 등 비교적 최근 판례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향후 판례의 축

적을 통해 관련 연구성과들도 보다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14)

  그간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은 제74조 

3항과 제83조 3항의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에 초점이 맞추어져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판례의 축적 속에 다소 시각의 전환

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는 경계미획정 수역

에 적용되는 하나의 규범에 불과하다. 따라서 보다 광범위하게 경계미획

정 수역에 적용될 수 있는 개별 규범들의 상호작용의 국면, 연안국의 권

리의무 관계의 특수성을 전반적으로 탐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협약 제15부상 분쟁해결절차의 적용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그간 

다양한 연구물들이 꾸준히 제시되어 왔다. 특히 지난 차고스 군도 사건

(2015), 남중국해 사건(2016)은 제15부 2절의 강제분쟁해결절차(이하 “강제

절차”로도 약칭)15)의 적용에 관한 수많은 논의들이 쏟아지게 된 계기가 되

었다. 그러나 정작 경계미획정 수역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강제절차 적

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글은 찾기 힘들다. 이 글에서는 제15부 2절

의 적용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 가운데 경계미획정 수역과 관련된 분쟁

의 협약상 강제절차 적용에 있어 유의미한 쟁점들을 추출·검토한다. 

로」, 법학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5. 2; 김자영,「해양공동개발에 관한 국제법 체제 연

구」, 법학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15. 2; 김채형, 전게논문(각주 7), 153-194쪽; 김현

수, 전게논문(각주 7), 105-140쪽 등에서도 일부 관련 내용이 다루어졌다.

14) Julia Gaunce, The General Duty of “Due Regard”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 Thesi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Laws, 

University of Calgary, 2017); Julia Gaunce,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General Duty 

of “Due Regard”, Ocean Yearbook, Vol. 32, No. 1 (Mar., 2018), pp. 27-59에서는 비교

적 상세히 관련 판례들을 소개하고 그 해석론을 정리하고 있다. 그 외 판례들을 포함한 요약 

형태의 주석서로는 Alexander Proelss (e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 Commentary (C.H.Beck․Hart․Nomos, 2015), pp. 430-434, 455-457. 

15) 이 글에서 “강제절차”라고 하면 협약 제15부 2절의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

를 의미하는 것이며 위 절차는 곧 제287조상 재판소에 대한 관할권 적용대상이라는 점에서 

“강제관할권”이라는 표현 역시 위 제15부 2절의 절차를 상정한 의미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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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논문의 구성과 범위 

  이 글은 구성 측면에서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의 제한성

에 대한 규범적 고찰(제3·4장)과 협약상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상 문제에 

관한 연구(제5장)를 큰 축으로 다룬다. 

  제2장에서는 논의의 기초로 우선 경계미획정 수역의 등장 배경을 살

펴본다(1절). 이어서 주장중첩수역, 권원중첩수역 등 경계미획정 수역과 

관련된 유사 개념들을 정리하고 이 글에서 다루는 경계미획정 수역의 개

념을 설정한다(2절). 아울러 국가들의 권리의무가 유동적인 상태에 적용

되는 국제법상 규율들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본다(3절).

  제3장에서는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가 갖는 내재적 한계

에 대해 고찰한다. 우선 일반론으로 일국의 EEZ와 대륙붕에서와 달리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는 권원중첩국가 상호 간 배타성이 

결여된 제한적 권리임을 살펴본다(1절). 이러한 배타성의 결여로 인해 경

계획정 이전의 권리침해 금지는 권원중첩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해 법적

의무로 요구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그 논증을 위해 경계획정 이전의 

행위로 인한 주권적 권리 침해 가능성에 관한 판례법리를 살펴보고, 경

계미획정 상태의 권리에 내재된 배타성의 한계에 대해 규범적으로 접근

해 본다.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경계미획정 상태에서 권리의 성격과 구

체적인 규범의 적용양상에 대한 재검토를 시도할 것이다(2절).

  제4장에서는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규

범들을 살펴본다. 이 장에서 다루는 규범들은 앞서 제3장에서 살펴본 권

리 자체의 내재적 한계와 달리 권원중첩상태에서 연안국에 부과되는 별

도의 의무들이다. 우선 이러한 제한규범의 대표격인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제74조 3항·제83조 3항)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들을 중심으로 동 

의무의 해석론을 검토하고 현재 판례상 의무 위반 판단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 분석을 시도한다(1절). 다음으로 살필 적절한 고려 의무는 

본래 경계미획정 수역에 적용이 예정된 규범은 아니다. 그러나 동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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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와의 상호보완적 작용 속에 경계미획

정 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규범으로 작용하게 된다. 규

범의 명확화‧구체화를 위해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에 대한 해석론 

측면에서의 보완 가능성도 전망해 본다(2절).

  제3장과 제4장을 통해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이 

규범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한 후 제5장에서는 이러한 규범적 

특수성에 따른 협약상 분쟁해결절차 적용상 문제들을 살펴본다. 이는 곧 

경계미획정 수역의 이용을 둘러싼 분쟁, 즉 일방적 행위로 인한 분쟁의 

협약상 강제절차 회부에 있어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이기도 하다. 구체

적으로 ①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나 어업에 관한 분쟁에 

대한 강제절차 배제 규정(제297조 2항(a) 및 3항(a) 각 단서)의 적용 문제, 

② 해양경계획정분쟁에 대한 배제선언(제298조 1항(a))이 존재하는 경우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의 협약상 강제절

차 적용 문제(이상 2절), ③ 잠정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의 적용 가능성과 강제절차 회부 문제, ④ 잠정약정상 분쟁해

결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협약상 강제절차 회부에 있어 합의에 따라 그 

밖의 절차를 배제하는 제281조 1항의 적용 문제(이상 3절)를 살펴본다.

  제6장에서는 앞서 살핀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규범적 특수성과 그로 

인한 협약상 강제절차 적용상 문제들이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반

도 주변수역의 사례를 통해 분석해 본다. 이 장에서는 관할권의 성부, 

적법성 판단의 단계를 거치는 분쟁의 사법적 해결과정을 전제로 잠정약

정이 존재하는 영역(2절)과 그렇지 않은 영역(3절)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전자의 경우 대륙붕공동개발협정, 어업협정의 운용상 문제, 후자의 경우 

일방적인 대륙붕 탐사·개발 및 해양과학조사의 문제를 다룬다.

  이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 방법에 의한 해석론 중심의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국제재판소의 판결·판정, 유엔해양법협약의 성안과정상 문서들, 주

석서, 국내외 논문, 여타 국제기구와 정부기관의 자료, 언론보도, 홈페이

지 게시물 등을 접근 가능한 범위에서 폭넓게 검토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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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해양경계획정사건에 포함된 일방적 권리행사의 위법성 쟁점>

사건명 성격 법정
제소

근거

제소시기16) 일방적
권리행사의 
위법성 쟁점 판결·판정시기

북해대륙붕사건

(독일-네덜란드·덴마크)
대륙붕 ICJ

특별

협정

1967. 2. 2.

1969. 2. 20.

영불대륙붕사건

(영국-프랑스)
대륙붕 중재

중재

합의

1975. 7. 10.

1978. 3. 14. 
최종판정17)

에게해대륙붕사건

(그리스-터키)
대륙붕  ICJ

1928년 
일반협정 

및
1975년 
공동성명

1976. 8. 10. 
일방의 지진파

탐사행위의 위

법성 문제

잠정조치사건:
: 1976. 9. 11.
선결적항변사건
: 1978. 12. 19.

대륙붕사건

(튀니지 - 리비아)
대륙붕 ICJ

특별

협정

1978. 12. 1.

1982. 2. 24.

메인만사건

(캐나다-미국 )

어업수역·
대륙붕 

ICJ
특별

협정

1979. 3. 29.  

1984. 10. 12.

해양경계획정사건

(기니-기니비소 )

영해·EEZ·
대륙붕 

중재
중재

합의

1983. 2. 18.

1985. 2. 14.

대륙붕사건

(리비아-몰타)
대륙붕 ICJ

특별

협정

1976. 5. 23.

1985. 6. 3.

해양경계획정사건

(기니비소-세네갈)

영해·EEZ·
대륙붕 

중재
중재

합의

1985. 3. 12.

1989. 7. 31.

생피에르·미크롱사건

(캐나다-프랑스)
EEZ·대륙붕 중재

중재

합의

1989. 3. 30.

1992. 6. 10.

그린란드-얀마얀 사건

(덴마크-노르웨이)

어업수역 ·

대륙붕 
ICJ ICJ 36(2) 

1988. 8. 16.

1993. 6. 14.

도서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 사건

(에리트리아-예멘)

영유권 ·

해양경계
중재

중재

합의

1996. 10. 3.
중재합의

영유권사건
: 1998. 10. 9.
해양경계:사건
: 1999. 12. 17.

해양경계획정 및 

영토문제 사건

(카타르-바레인)

영유권 및

EEZ·대륙붕
ICJ

1987년

서신교환 

및 1990년 

도하각서

1991. 7. 8.

선결적항변사건
: 1995. 2. 15.
본안사건:

: 2001. 3. 16.

육상 및 해양경계획정사건

(카메룬-나이지리아)

영유권 및

EEZ·대륙붕
ICJ ICJ 36(2) 

1994. 3. 29.

선결적항변사건
: 1998. 6. 11.
본안:사건

: 2002.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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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특별협정․중재합의 체결시점과 재판소에 대한 통지시점이 다른 경우는 전자를 기준으로 함.

17) 1977년 6월 30일 최초 중재판정이 내려져 같은 해 7월 25일 공표되었으나, 판결주문과 이유의 

불일치를 이유로 한 영국의 이의신청에 따라 1978년 3월 14일 최종판정이 내려졌다.

18) 당초 양국 간 해양경계획정 사건이 2014년 2월 제기된 후 2017년 1월 Isla Portillos의 북부 

지역의 육상경계사건이 추가 제기되었다. ICJ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하나의 판결로 선고했다.

바베이도스-

트리니다드 토바고 사건
EEZ·대륙붕 중재

UNCLOS

287(3)

2004. 2. 16.

2006. 4. 11.

가이아나-수리남 사건
영해·EEZ·

대륙붕
중재

UNCLOS
287(3)

2004. 2. 24. 일방적인 시험
굴착과 대응조
치의 위법성 2007. 9. 17.

카리브해 영토 및 
해양분쟁 사건

(니카라과-온두라스)

영유권 및
영해·EEZ·
대륙붕

ICJ
Pact of 
Bogotá
ICJ 36(2) 

1999. 12. 8.

2007. 10. 8.

흑해사해양경계획정사건
(루마니아-우크라이나)

EEZ·대륙붕 ICJ

1997년
선린협력 
조약 

부속협정

2004. 9. 16.

2009. 2. 3.

벵갈만 해양경계획정 사건

(방글라데시-미얀마)

영유권 및
영해·EEZ·
대륙붕

ITLOS
UNCLOS
287(4)

2009. 10. 8.
일방의 석유탐
사·개발 활동의 
위법성 문제
(주장 철회)

2012. 3. 14.

영토 및 해양분쟁 사건

(니카라과-콜롬비아)

영유권 및

EEZ·대륙붕
ICJ

Pact of 
Bogotá
ICJ 36(2) 

2001. 12. 6.
분쟁수역에서 
조업방해행위 
위법성 문제

선결적항변사건
: 2007. 12. 13.

본안사건
: 2012. 11. 19.

해양분쟁 사건

(페루-칠레)

영해, 

EEZ·대륙붕
ICJ

Pact of 
Bogotá

2008. 1. 16.

2014. 1. 27.

벵갈만 해양경계획정사건

(방글라데시-인도)

영해, 

EEZ·대륙붕
중재

UNCLOS
287(3)

2009. 10. 8.

2014. 7. 7.

육상경계 및 

해양경계획정 사건18)

(코스타리카-니카라과)

영해, 

EEZ·대륙붕
ICJ

Pact of 
Bogotá
ICJ 36(2) 

2014. 2. 25.

2018. 2. 2.

해양경계획정 사건

(가나-코트디부아르)

영해, 

EEZ·대륙붕
ITLOS

특별

협정

2014. 12. 3.
일방의 석유탐

사·개발 활동의 

위법성 문제

잠정조치사건
: 2015. 4. 25.
본안사건 

: 2017. 9. 23.

200해리 이원 

대륙붕경계획정 사건

(니카라과-콜롬비아)

200해리 

이원 

대륙붕

ICJ
Pact of 

Bogotá

2013. 9. 16. 중첩수역에서 
행위규범 판단 
(각하)

선결적항변사건
: 2016. 3. 17.

인도양 해양경계획정 사건

(소말리아-케냐)

영해, 

EEZ·대륙붕
ICJ ICJ 36(2)

2014. 8. 28. 일방의 석유탐
사·개발 활동의 
위법성 문제

선결적항변사건
: 2017.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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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경계미획정 수역의 개념

제1절 등장 배경

1. 해양관할권의 확대

  경계미획정 수역의 등장은 전체 해양법의 역사에 있어 비교적 최근의 

사건이다. Oxman의 지적과 같이 Grotius의 Mare Liberum19)이 지배하

던 바다는 20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전통적으로 

영해와 공해로 구분되던 해양에서 연안국의 관할권 확대 움직임이 강하

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15세기 Grotius와 Seldon의 해양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 이후 Bynkershoek의 착탄거리설(cannon shot theory)에 영향

을 받아 수립된 3해리 영해제도20)는 20세기 들어 어업기술의 발전 등 

시대적 변화에 직면했다. 그 결과 제3차 해양법회의에서는 12해리 영해

제도를 확립하기에 이르렀다.21) 또한 1945년 트루먼 선언22)을 전후하

19) Grotius의 자유해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김석현,「Mare Liberum 연구」,  법학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1983; 그로티우스(김석현 역),『자유해론』(신양출판사, 1983), 19-42쪽의 解題 

참조. 자유해론은 라틴어로 출간되었으며 영역본으로는 Hugo Grotius (Translated by Ralph 

van Deman Mogoffin), The Freedom of the Sea or the Right Which Belongs to the 
Dutch to Take Part in the East Indian Trade (Oxford University Press, 1925)가 있다. 

Grotius와 Seldon의 논쟁 당시까지 해양법의 발전과정에 대한 설명은 박종성,『해양국제법』,  

(법문사, 1962), 16-29쪽. 

20) 3해리 영해제도의 기원 및 관련 실행에 대하여는 정인섭,『국제법의 이해』(홍문사, 1996), 

4-6쪽; 박종성, “삼해리설 및 찬탄거리설의 재검토: 학설, 판례 및 조약에서 본 삼해리설의 

성립과정과 이에 대한 비판”,『국제법학회논총』, 제7권 2호 (1962. 9), 243-269쪽; Daniel 

P. O’Connell (Edited by I. A. Shearer),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Vol I. 

(Clarendon Press, 1983), pp. 124-169; 이창위, “해양관할권의 확대에 대한 해양강대국과 

연안국의 대립: 영해제도의 역사와 현대적 의의를 중심으로”,『동북아역사논총』, 제34호 

(2011. 12), 331-359쪽 참조.

21) 20세기 들어 3해리 영해가 그 지위를 위협받는 가운데 국제법의 법전화를 위해 소집된 각종 

회의에서는 영해의 폭에 대한 합의를 쉽사리 이루지 못했다. 국제연맹이 주도한 1930년 헤이

그 법전화 회의(Hague Codification Conference)에서는 3해리가 근소하게 다수의 지지를 받

았으나 합의도출에는 실패했다. Daniel P. O’Connell, supra note 20, p. 159, footnote 234. 

22) 1945년 9월 28일 트루먼 대통령의 “대륙붕 하층토 및 해저의 천연자원에 관한 미합중국의 

정책선언”(대통령선언 제2667호)과 “공해 수역에서의 연안어업에 관한 미합중국의 정책선

언”(대통령선언 제2668호). 원문은 Harry S. Truman Presidential Library&Museum 홈페

이지(https://www.trumanlibrary.gov/proclamations)에서 검색 가능(2019. 7. 7. 최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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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연안국들은 영해 이원의 인접 수역의 이용과 천연자원의 개발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제3차 해양법회의를 거쳐 

오늘날 협약 체제는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이하 “EEZ”로

도 약칭)23)과 대륙붕(Continental Shelf)24) 제도를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해양법협약의 채택은 Grotius 이래 300여년을 지속해 온 Mare 

Liberum의 수정이라 할 정도로 혁신적인 변화였다. 전통적인 영해와 공

해의 이원적 구조는 접속수역, EEZ, 대륙붕, 심해저 등 훨씬 다층적이고 

복잡한 형태로 변모했다. 특히 EEZ 제도의 공식화와 대륙붕 제도의 정

비를 통해 과거 3해리 안팎의 좁은 범위로 제한되어 있던 연안국의 해

양관할권은 대폭 확장되었다. 이로 인해 연안국에게는 종전의 대륙붕 경계

획정문제와 더불어 EEZ 경계획정문제까지 포함된 해양경계획정이라는 새로

운 과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새로운 협약 체제 하에서 연안국들은 

영해기선 외측으로 200해리에 이르는 EEZ를 선포할 수 있고, 최소 200해리 

또는 육지영토의 자연연장에 따라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권원을 인정받게 

되었다. 연안국들은 협약 발효와 함께 새로운 제도에 맞추어 국내법을 정

비하고 관할권의 중복 문제 해소를 위해 관련 국가들과 협상을 개시하는 

등 경계획정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연안국

의 해양관할권의 광역화와 중복 현상으로 인해 연안국의 해양활동을 둘

러싼 갈등 역시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25)

23) 트루먼 선언 이후 해양관할권 확대를 위한 각국의 선언 및 법령들은 United Nations (ed.), 

Law and Regulations on the Regime of the High Seas, Vol. Ι (United Nations 

Publications, 1951), pp. 4-47; 법무부,『공해에 관한 법령집(상)』(법무부, 1961), 1-56쪽. 

24) 대륙붕 제도의 경우 EEZ 제도와는 다소 상이한 과정을 거쳐 협약상 도입되었다. 대륙붕 제도

의 태동과 제도화 과정에 대한 설명은 김영구,『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신판) (21세기북스, 

2004), 475-476쪽; 정인섭,『생활속의 국제법 읽기』(일조각, 2012), 195쪽. 1970년대 이후 

법전화 논의가 본격화된 EEZ와 달리 대륙붕 제도는 영해 이원 해저에 대해 연안국의 일정 

권리를 인정해온 전통으로 인해 1945년 트루먼 선언 이후 성문화 작업이 비교적 빠르게 이

루어질 수 있었다. 국제법상 대륙붕 개념을 최초로 성문화한 결과물은 1958년 “대륙붕에 관

한 협약”(Convention on the Continental Shelf)이었다.

25) Natalie Klein, “Provisional Measures and Provisional Arrangements in Maritime 

Boundary Disput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Vol. 21, No. 4 

(Jan., 2006), p. 426. 다만 연안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양관할권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

은 해양법협약 체제 이전에도 발생 가능한 문제였다. Mortensen v. Peters 사건(1906)에서 

스코틀랜드 법원은 당시 국제법상 공해에 해당하는 Moray Firth에 트롤어업 금지구역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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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종 해양경계획정의 어려움

  협약 제74조와 제83조는 해양경계획정의 기본원칙과 협약 제15부에 

따른 해결원칙을 규정하고 있다(제74조·제83조 각 1·2항). 이에 따르면 EEZ

와 대륙붕의 경계획정은 기본적으로 당사국 간 합의에 의하되, 상당한 

기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제15부의 절차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

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 규정들을 통한 경계획정 문제의 종국적 해결

은 요원하다. 해양경계획정을 어렵게 만드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할 

때26) 경계미획정 상황의 반영구적 고착화도 상정해 볼 수 있다. 

  가. 명확한 규범의 부존재

  해양경계획정협상에서는 해안선의 모양, 도서의 분포, 해저지형과 같

은 지리·지질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자원의 이용‧분포, 인근 주민들의 해

양에 대한 의존과 같은 경제‧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다루어진다. 누구

나 인정할 수 있는 공식에 변수들만 대입하면 경계선을 도출해 낼 수 있

는 것이 아니다. 경계획정의 원칙에 관한 제74조 및 제83조 각 1항은 

등거리선·중간선27) 원칙과 형평의 원칙 간 대립 속에 그 어느 손도 들

어주지 않은 타협적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28) 또한 협약은 해양경계

획정에 관한 강제분쟁해결절차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 제298조 1항

(a)에 따라 경계획정분쟁에 대해서는 강제절차의 적용배제가 가능하고 

정한 스코틀랜드의 국내법을 적용하여 이를 위반한 노르웨이 선적 어선의 덴마크인 선장에

게 유죄를 선고했다. Mortensen v. Peters (1906) 8 F. (J.) 93, High Court of Justiciary, 

Scotland. 위 사건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Mortensen v. Peter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 No. 2 (Apr., 1907), pp. 526-543.

26) 김선표 박사는 해양경계획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① 해양경계획정의 명확한 규범의 부존

재, ② 정치적 성격, ③ 도서 영유권 분쟁, ④ 분쟁해결절차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Sun Pyo 

Kim, supra note 12, pp. 9-17. Clive Schofield 교수는 ① 불분명하거나 모호한 권원주장, 

② 과도한 직선기선 주장, ③ 도서 분쟁을 언급한 바 있다. Clive Schofield, “Parting the 

Waves: Claims to Maritime Jurisdiction and the Division of Ocean Space”, Penn State 
Journal of Law & International Affairs, Vol. 1, Iss. 1 (Apr., 2012), pp. 54-56.

27) 엄밀히 등거리선(equidistance line)은 인접국 간, 중간선(median line)은 대향국 간 관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28) Sun Pyo Kim, supra note 12, pp.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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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정 단서에 따른 강제조정 절차 역시 임의적 수단에 불과하다.29)

결국 경계획정 문제는 상당 부분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 개별 

국가는 자국에 유리한 경계획정의 방법론을 고수하는 가운데, 관련 사정

의 평가나 기점 설정 등에 있어서도 첨예한 이견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경계획정협상은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띤다. 협상자들은 조금

이라도 더 넓은 해역을 확보하기 위해 협상테이블에서 밀고 당기기를 거

듭하게 된다. 아무리 자국에 유리한 경계획정을 이루어내더라도 대중으

로부터의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협상실무자들은 때로는 전략적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정책(do-nothing 

policy)을 취하기도 한다.30)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유일한 해양경계

획정사례인 중국-베트남 간 통킹만 해양경계획정의 경우 1974년에 협

상이 개시되어 2000년 협정서명까지 26년이 소요되었다. 통킹만 경계획

정의 타결은 1990년대 들어 양국관계 정상화 및 정치관계의 호전이 중

요한 여건을 조성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31) 이처럼 국가 간의 정치관계

와 정상의 정치적 결단을 통해 협상이 촉진되거나 조기 타결에 이르는 

현상 또한 경계획정협상이 단순히 기술적인 경계선 도출 과정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가진 협상임을 시사한다. 

  나. 도서의 영유권 및 법적지위 문제

  대상수역 내 존재하는 도서의 영유권 귀속에 대한 다툼은 해양경계획

정의 선결문제가 된다. 도서의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종국적인 

경계획정에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영유권 문제는 주권의 처분

29) Ibid., pp. 15-17.

30) 김선표 박사는 해양경계획정의 정치적 성격을 보여주는 실례로 1977년 미국-쿠바 간 해양경

계협정이 상원에서 아직까지 비준되지 않고 있는 사례, 1974년 한일남부대륙붕공동개발협정

이 일본 의회의 비준을 얻기까지 4년여의 기간이 소요되었던 사례, 1977년 아르헨티나-칠레 

간 비글해협 중재판정이 아르헨티나에 의해 거부되어 무력충돌 상황에까지 이르렀던 사례, 그

리스-터키 간 대륙붕 분쟁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까지 개입했던 사례

(S/RES/395(1976)) 등을 제시하고 있다. ibid., p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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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안에 관한 연구”,『Ocean and Polar Research』, Vol. 29, No.3 (2007. 9), 245, 248쪽.



- 17 -

과 직결되기 때문에 고도의 국민적 합의와 정치적 결단이 수반되어야 한

다. 특히 협약 제121조상 일정 요건을 갖춘 도서에 대해서는 EEZ와 대

륙붕 권원이 인정됨에 따라 도서의 영유권 문제는 단지 그 주권의 향방

뿐만 아니라 인근 수역에 대한 권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설령 도서의 영유권 귀속에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서의 법적지위

에 대한 견해차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된 도서의 EEZ와 대륙붕 

보유 여부에 따라 인근 수역에서 타국의 해양권원과의 중첩 여부, 즉 경

계획정의 필요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도서의 법적지위 문제는 경계획

정의 기점에 대한 견해차로도 연결될 수 있다. 거리 기준에 입각한 국가 

간 협상에서 기점은 통상 경계획정의 출발점으로 여겨진다. 기점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경계획정협상은 교착에 빠질 수밖에 없다. 

  다. 규범의 해석·적용상 이견 및 일방적 주장

  개별 국가들은 어느 정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약 등 해양에 관

한 국제규범을 해석·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일국에 유리한 규범

의 해석·적용은 타국에게는 과도한 주장(excessive claims)으로 간주되기도 

한다.32) 특히 역사적 수역이나 기점·기선의 설정은 일국의 해양권원의 

출발점이 된다. 따라서 해양경계획정과정에서 협약 등 국제규범에 부합

되지 않는 역사적 수역 또는 기점·기선에 대한 주장은 곧 해양권원의 최

대 범위나 경계선에 대한 다툼으로 연결된다. 협약에서는 역사적 수역의 

일종으로 “역사적 만”(historic bays)의 주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제10

32) J. A. Roach & R. W. Smith, Excessive Maritime Claim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2), p. 17. 위 글에서는 과도한 해양 주장(excessive maritime claims)의 유형으로 ① 협

약과 관습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해양에 대한 주장, ② 협약상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

유 등 해양활동과 관련된 주장을 든다. 첫 번째 유형의 예로는 승인되지 않은 역사적 수역,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영해기선, 12해리를 넘는 영해,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접속수역·EEZ·

대륙붕·군도수역 등이 제시된다. 한편 두 번째 유형의 예로는 무해통항권에 대한 제한, 영해

나 EEZ 등을 통과하는 군함 등에 대한 사전통고 또는 사전허가의 요구, 협약과 관습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제해협‧군도항로대에서의 통항 제한, 유엔헌장 제51조와 양립 가능한 군사활

동에 대한 제한 등이 지적된다. ibid., pp. 17-18. 미 국무부는 1970년부터 각국의 해양에 관

한 주장을 분석한 보고서인 “Limits in the Sea”를 발간․공개하고 있다. 미 국무부 홈페이지

(https://www.state.gov/limits-in-the-seas) 참조(2019. 7. 7. 최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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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6항·제298조 1항(a)). 아울러 직선기선의 요건(제7조), 암초·하구·만·항구·

간조노출지의 영해기선 설정 문제(제6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3조)에 대해

서도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과도한 역사적 수역 또는 기점·기

선의 설정 문제는 결국 위 협약 규정 등 국제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

제로 귀결될 수 있다. 하지만 협상을 통한 경계획정과정에 위 문제를 객

관적으로 판단해 줄 제3자적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12해리를 넘는 영해나 협약 등에 부합하지 않는 접속수역·EEZ·대륙

붕·군도수역의 설정이 문제될 수도 있다. 이 역시 관련국 간 해양권원의 

범위와 적절한 경계선의 도출을 둘러싸고 마찰의 단초로 작용한다. 다만 

이 경우는 규범의 해석‧적용에 관한 견해차라기보다 협약 규정에 반하거

나 국제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일방적 주장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

다. 남중국해 사건(2016)의 판정에 따르면 중국의 구단선 주장도 이 범주

에 포함될 수 있다. 해양관할권 확대 움직임에 따라 연안국은 그 근거가 

불분명한 일방적인 권원주장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33)

  라. 권원주장의 불명확성

  해양경계획정은 관련국 간 권원중첩을 그 전제로 한다. 제3자적 기관

의 판단 이전에 객관적인 권원중첩 여부는 확인되기 어렵지만, 관련국 

간 권원의 최대범위에 대한 주장이 충돌할 경우에는 일응 경계획정협상

이 필요한 상황이 도출된다. 그러나 오늘날 연안국들 가운데 자국의 해

양권원의 범위를 상세하게 밝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은 200해리 

EEZ와 같이 권원주장의 최대한의 범위를 제시할 뿐이다.34) 이에 따라 

일국이 주장하는 해양권원의 범위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 해양경계획정

이나 잠정약정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 법집행의 실행, 타국의 해양활동

에 대한 항의 등을 고려한 대강의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물론 양

안 간 400해리 미만 수역과 같이 비교적 권원중첩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일단 협상의 테이블이라도 마련될 수 있다. 또한 해당 국가가 

33) Clive Schofield, supra note 26, p. 57.

34) Ibid.,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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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으로 밝힌 기점의 좌표를 토대로 그 국가의 해양권원의 최대한을 

예측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다. 

특히 해당 국가가 협약에 근거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권원주장을 펼치는 

경우에는 이러한 예측은 무의미하다. 중국의 발해만 수역 등 산둥반도 

이북수역과 같이 공식적인 기점이 발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권원을 주장하는 국가의 그 외측한계정보가 완전히 제출

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렇게 권원주장의 상세 범위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일정한 국가행위를 통해 외부적으로 권원주장의 충돌이 확인

되지 않는 한 경계획정협상 자체가 개시되지 못할 수도 있다.

제2절 개념적 고찰

1. 중첩수역

  경계미획정 수역은 타국과의 관계에서 EEZ와 대륙붕에 대한 권원의 

범위 획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렇다면 위 경계미획정 수

역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국가들 간 해양이용을 둘러싼 분쟁

이 늘어남에 따라 경계획정이 되지 않은 분쟁상태에 있는 수역들을 지칭

하는 용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분쟁수역”, “갈등수역”, “다툼이 있는 

수역”(disputed water, troubled water, contested water)과 같은 용어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해당 수역의 이용관계를 둘러싼 여하한 분쟁 또

는 갈등 상황에 있는 현상 그 자체를 잘 나타낸다. 한편 경계미획정 수

역을 지칭하는 다른 용어로 “중첩수역”(overlapping water)이라는 표현이 있

다. 이 역시 앞서 용어들과 마찬가지로 협약상 사용되는 표현은 아니며 

강학상으로도 명확하게 개념이 확립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 용어는 

일정한 권리관계가 “중첩”, “경합”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앞서 “분

쟁수역” 등의 용어와는 다소 다른 규범적 함의를 갖는다. 여기서 중첩수

역의 의미는 중첩의 대상에 따라 크게 “권원중첩수역”(area of overlapping 

entitlement)과 “주장중첩수역”(area of overlapping claims)으로 구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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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원중첩과 주장중첩 

  가. 양자의 구분

  ICJ는 덴마크-노르웨이 간 얀마옌 해양경계획정사건(1993)에서 대향관

계에 있던 덴마크 측의 그린란드 동부 연안과 노르웨이 측의 얀마옌 섬 

사이의 해양에 대한 어업수역 및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를 다루게 되었

다. 당시 덴마크는 그린란드 동부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선을, 노르웨이

는 그린란드 동부 연안과 얀마옌 섬 사이의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주장했

다. 재판소는 양국이 주장한 경계선 사이의 수역을 “주장중첩수역”(area 

of overlapping claims)으로 명명했다. 한편 당시 노르웨이의 중간선 주장은 

얀마옌 섬이 200해리 권원을 

갖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었

다. 이에 따라 실제 노르웨이

는 그린란드 동부 연안으로부

터 200해리 선과 얀마옌 섬으

로부터 200해리 선 사이의 수

역을 “잠재적 주장중첩수

역”(potential area of overlap of 

claims)으로 불렀다. 재판소 역

시 동 수역을 앞서 “주장중첩

수역”과 구분하여 “잠재적 권

원중첩수역”(area of overlapping 

potential entitlement)으로 명명했

다(그림 1).35)

  이처럼 위 사건에서 재판소

는 “주장중첩”과 “권원중첩”을 개념적으로 구분했다. 결과적으로 재판소

는 관련 해안의 길이, 열빙어의 어획 등의 요소를 관련 사정으로 고려하

35)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Area between Greenland and Jan Mayen, Judgment, I.C.J. 

Reports 1993, paras. 18-19.

[그림 1] 얀마옌 사건 수역도

(얀마옌 사건 판결문, p. 11, SKETCH-MAP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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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36) 중간선을 얀마옌 섬 쪽

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단

일경계선을 도출했다.37) 특히 

관련 사정의 고려로서 중간선 

以東의 양국 간 “주장중첩수

역”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 중

간선의 조정 비율을 상이하게 

설정했다(그림 2).38) 결과적으

로 위와 같은 수역에 대한 개

념 구분이 경계획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재판소는 경계선의 주

장은 권원중첩수역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

면서 이 사건에서는 상반되는 

“주장”(claims, 註: 경계선에 대한 주장)과 상반되는 “권원”(entitlements) 간 관

계에 대한 시각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39)

  나. 주장중첩

   (1) 경계선에 대한 주장

  앞서 얀마옌 사건(1993)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해양경계획정사건에서 “주

장중첩수역”이라 함은 통상 “경계선에 대한 주장”이 중첩되는 수역을 의

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수역은 보다 엄밀하게 “경계선주장 중첩수역”이

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신의성실한 협

36) Ibid., paras. 61, 73. 어업수역의 경계획정에는 관습국제법을, 대륙붕의 경계획정에는 양국이 

당사국이었던 1958년 대륙붕협약 제6조를 적용했다. ibid., paras. 44-47.

37) Ibid., para. 87.

38) Ibid., paras. 91-92.

39) Ibid., para. 59.

[그림 2] 최종경계 수역도

(얀마옌 사건 판결문, p. 46, SKETCH-MAP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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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자제 의무의 위반 문제가 

다루어졌던 가이아나-수리남 사

건(2007)과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2017)에서도 위 “주장중첩”

의 개념을 살펴볼 수 있다. 가이

아나-수리남 사건(2007)에서 수

리남은 N10°E 선을, 가이아나는 

N34°E 선을 양국 간 해양경계선

으로 주장했다. 중재재판소는 위 

선들을 각각 수리남의 주장선

(Suriname Claim Line)과 가이아나

의 주장선(Guyana Claim Line)으로 

명명하고, 양 당사국이 주장하는 

경계선(Claim Line) 사이의 수역을 

“분쟁 중인 수역”(the area in dispute)으로 표현했다.40) 이러한 개념은 판결 

전체에 걸쳐 “분쟁수역”(disputed area),41) “주장중첩수역”(the area of 

overlapping claims)42)과 같은 용어로 변용되어 등장한다. 한편 가나-코트

디부아르 사건(2017)도 이와 유사하다. 재판부는 위 사건의 잠정조치 신

청에 대한 판단에서 양국이 주장하는 경계선 사이의 수역을 “분쟁수

역”(disputed area)으로 규정했고,43) 본안판결도 이를 따랐다.44)

  해양경계획정사건에서 당사국들의 충돌하는 경계선에 대한 주장은 곧 재

판소에 대한 청구(claims)로 표현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역자에 

40) In the Matter of an Arbitration between Guyana and Suriname, Award of the Arbitral 
Tribunal (The Hague, 17 September 2007), paras. 162-163.

41) Ibid., paras. 150, 152, 182, 183, 236, 237, 277, 406, 423, 424, 441, 448, 453, 460, 

465, 470-473, 475, 480-481, 484, 488.

42) Ibid., paras. 149, 235-236.

43)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in the Atlantic Ocean Case (Ghana / Côte 
d'Ivoire),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25 April 2015, ITLOS Reports 2015, para. 60.

44)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in the Atlantic Ocean Case (Ghana / Côte 

d'Ivoire), Judgment of 23 September 2017, para. 586 등 참조.

[그림 3] The Area in Dispute 

(가이아나-수리남 사건 판정문, p. 37, Ma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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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중복청구구역” 등의 용어도 사용하고 있다.45) 당사국들은 소송과

정에서 상반되는 경계선에 대한 주장을 제출하고 재판소 역시 이러한 당

사국의 주장을 기초로 심리한다. 따라서 경계획정사건에서 “주장중첩수

역”은 당사국 간 경계선에 대한 주장이 중첩되는 수역으로 자연스럽게 

개념화될 수 있다. 또한 당사국의 경계선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전제로 

하므로 위 “주장중첩수역”은 당사국의 주장이 상반되는, 즉 실제 분쟁이 

존재하는 수역이 되기도 하다. 따라서 위 “주장중첩수역”은 “분쟁수역”의 

의미로 변용되기에도 전혀 지장이 없다. 개별 국가의 경계선 주장은 경

계획정 소송이나 협상과정, 여타 국내입법 등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2) 권원에 대한 주장

  경계획정사건에서의 통상의 용법과 달리 이론상으로는 명시적인 경계

선에 대한 주장과 별도로 “권원에 대한 주장”(이하 “권원주장”으로도 약칭) 개

념도 상정할 수 있다. 위 “권원주장”은 “경계선에 대한 주장”과 달리 해

양권원의 최대범위에 관한 연안국의 주관적인 주장을 의미한다. 200해

리 EEZ 권원을 선포한 국내입법, 대륙붕한계위원회(UN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CLCS”)에 제출된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정

45) 이창위 교수는 얀마옌 사건에서의 “area of overlapping claims”를 “중복청구구역”으로 번역

하고 있다. 이창위, “그린란드와 얀마이엔 사이의 해양경계획정 사건”,『국제해양법판례연

구』 (세창출판사, 2015), 63쪽.

[그림 4] 경계선주장 중첩수역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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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타 국가 행위 등을 통해 권원주장의 최대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개별 국가의 권원주장은 경계선에 대한 주장과 일치할 수도 있으나, 신

의성실하게 경계선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경우라면 실제 권원의 범위 내에

서 경계선에 대한 주장이 이루어짐이 통상적일 것이다.46)

  위 “권원주장”은 해당 연안국이 보유하는 최대한의 권리 주장 가능 범

위를 뜻하는 “권원”(entitlement)의 한계와 일치할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는 무관하다. 객관적인 “권원”의 한계를 초과할 수도 있고 그보다 좁을 

수도 있다. 그러나 통상 문제가 되는 경우는 “권원주장”이 “권원”의 범위

를 넘어서는 경우가 될 것이다. 연안국은 최대한의 권원주장을 위해 자

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약 등 국제법을 해석·적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전략적으로 최대한 권원의 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구체적인 경계선의 설

정에 있어 유리한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행은 주변국으로부터 과도한 권원주장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직선기선의 설정, 도서에 대한 과도한 법적지위 

부여 등이 그러한 예가 된다. 물론 공간적 범위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

서도 과도한 권원주장은 존재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타국과의 권원중첩

이 분명하거나 자국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수역에 대해 자국의 “배타

적” 권원을 주장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47) 이처럼 기선·기점의 설정, 

도서의 법적지위 여타 권원주장의 당부와 직결되는 쟁점들은 경계획정협

46)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경계선에 대한 주장을 펼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실행의 측면에

서 자국에 부여된 권원의 최대치까지 경계선에 대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예

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경계선에 대한 주장과 권원주장의 구분의 실익은 그

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권원주장에 못미치는 경계선주장을 펼치는 경우도 존

재하며, 권원에 대한 주장은 확인되나(예: 국내입법을 통한 200해리 EEZ 선포, CLCS를 통한 

200해리 이원 대륙붕 한계정보 제출 등) 구체적인 경계선에 대한 주장은 부존재 또는 불명확

한 경우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예컨대 니카라과-콜롬비아 사건(2012)에서 니카라과는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권원을 주장하면서도 그 콜롬비아와의 경계선은 자국 대륙붕의 외측

한계와 콜롬비아의 200해리 대륙붕이 중첩되는 수역의 중간선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입장

이었다.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Nicaragua v. Colombia), Judgement, I.C.J. 
Reports 2012, paras. 104-106. 한편 한국과 중국은 동중국해 방면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권원을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과의 관계에서 양국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경계선은 알려져 있지 

않다. 전반적인 국가실행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는 하나 이러한 사례들을 감안할 때 경계선

주장과 권원주장의 이론상 구분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7) BIICL Report, supra note 10, para.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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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도 첨예한 논쟁거리가 된다. 또한 위 문제들은 특정 수역에 대한 

일방적 권리행사의 적법 판단에 있어서도 선결쟁점으로 될 수 있다.

  이처럼 일국의 권원주장에 다툼이 있는 수역 역시 “분쟁수역”의 범주

로 포함될 수 있다. 권원주장이 객관적 권원에 부합하여 신의성실하게 

제기된 것인지, 또는 과도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경계획정의 필요 여부 

내지 해당 수역에서의 일방적 권리행사의 적법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 다만 특정 권원주장이 협약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제3

자적 기관의 판단 전까지는 객관적인 확인이 곤란하다. 제3자적 판단 결

과 협약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권원주장으로 인정될 경우

에는 객관적으로 권원중첩이 인정될 수 없게 된다(예: 남중국해 사건). 

  다. 주장중첩의 개념적 한계

  “권원중첩”, “주장중첩”은 어느 한 개념이 타당하고 다른 개념은 배척되어

야 하는 관계는 아니다. 경계획정문제와 관련 분쟁양상에 대한 인식의 틀을 

제공해 주는 보조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충분하다. 다만 위와 같은 “중첩수

역”에 관한 다양한 용어들을 감안할 때 일정 수준의 개념적 정리는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서는 경계선주장과 권원주장 여부에 

따라 분쟁의 공간적 대상에 대한 특정을 시도해 본다.48)

[그림 5] 권원주장 중첩수역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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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당사국들이 모두 일정한 권원주장을 하고 있으며 그와 함께 각

기 별도 경계선에 대한 주장도 제시한 경우는 앞서 일련의 경계획정사건

에서와 같이 경계선에 대한 주장중첩수역을 분명하게 특정할 수 있다. 

  둘째, 당사국들 모두에 일정한 권원주장은 확인되나 분명한 경계선주

장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컨대 경계선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

지 않은 연안국 사이에 단지 국내입법 등을 통해 EEZ와 대륙붕에 대한 

권원주장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이다. 이때는 경계선주장 중첩수역은 

도출이 불가능하며 쌍방의 권원주장이 미치는 수역 전체, 즉 권원주장 

중첩수역을 당사국 간 다툼이 있는 공간적 범위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당사국들이 모두 일정한 권원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일방만이 경

계선주장을 제시할 뿐 다른 일방은 경계선주장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예컨대 일본은 동중국해에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간선

을 경계선으로 주장하면서도 중일 간 중간선 以西 수역에 대해서도 자국

의 권원이 미침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별도 경계선에 대한 주장 

없이 육지영토의 자연연장에 따라 자국의 대륙붕권원이 오키나와 해구에

까지 이른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경우도 앞서와 같이 경계선주장 

중첩수역은 도출이 불가능하나 쌍방 간 권원주장 중첩수역은 도출이 가

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방에 의해서만 경계선 주장이 제시된 비대

칭적 상황으로 인해 국가별로 다툼이 있는 공간적 범위에 대한 이해는 

상이할 수 있다. 경계선을 제시하지 않은 국가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경

계선”을 기준으로 자국 측 수역을 다툼이 없는 수역으로 간주할 가능성

이 높다. 반면 경계선을 제시한 국가로서는 자국이 먼저 경계선을 제시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계선 이원 수역에 대해 자국의 권리주장이 차단되

는 불이익을 감내할 이유가 없다. 이에 따라 자국의 경계선 주장과 무관

하게 권원주장 중첩수역 전체에 대해 분쟁이 존재함을 주장할 것이다.

48) 이하의 시나리오들은 BIICL Report, supra note 10, paras. 102-105 부분의 협약 제74조 3

항 및 제83조 3항의 지리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부분을 참고·응용함. 위 제74조 3항 및 제

83조 3항은 경계미획정 수역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규범으로 동 규정들의 지리적 적용범위에 

관한 논의는 경계미획정 수역의 개념적 이해와도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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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쌍방의 경계선주장이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쌍방의 권원주장이 

모두 존재하나 일방이 자국의 객관적 권원이 인정될 수 없는 수역에 과

도한 권원주장을 제기하는 경우이다. 이때 경계선주장의 중첩은 존재하

지 아니하나 외관상의 권원주장중첩은 존재한다. 그러나 국제규범에 부

합하게 양국이 신의성실하게 권원주장을 펼친 경우라면 이 경우 권원주

장중첩도 존재할 수 없다. 국가별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는 이 경우에도 발생한다. 신의성실하게 권원주장을 한 측에서는 상

대국의 권원주장은 과도한 것으로 객관적인 권원중첩은 부존재한다고 주

장할 것이다. 반면 과도한 권원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측에서는 자국의 

권원주장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다섯째, 쌍방의 경계선주장이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일방의 권원주장

은 확인되나 다른 일방은 별다른 권원주장을 하지 않은 상태도 상정할 

수 있다. 대륙붕에 대해서는 별도 대외적 선언이 없어도 협약상 일정한 

권원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일방의 대륙붕에 대한 권원주장이 명시적으

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도 대륙붕에 대해서만큼은 권원중첩이 인정된

다. 다만 이 경우는 앞서 경우들과 달리 적극적 분쟁상태가 아닌 잠재적 

분쟁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침묵하던 일방의 경계선주장 내지 권원

주장이 별도 표명되었을 때 비로소 분쟁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표 2 - 권원주장 및 경계선주장에 따른 분쟁의 공간적 대상>

구분
상황

분쟁의 공간적 대상
A국 B국

1
권원주장 o

경계선주장 o
권원주장 o

경계선주장 o
경계선주장 중첩수역

2
권원주장 o

경계선주장 X
권원주장 o

경계선주장 X
권원주장 중첩수역

3
권원주장 o

경계선주장 X
권원주장 o

경계선주장  o

A국 : 권원주장이 중첩되는 B국 주장 경계선 
기준 B국 측 수역

B국 : 권원주장 중첩수역 전체

4
권원주장 o

경계선주장 X
권원주장(과도) o 
경계선주장 X

A국 : 외관상 권원주장이 중첩되나 실제 권
원중첩 부존재 

B국 : 권원주장 중첩수역 전체

5
권원주장 o

경계선주장 X
권원주장 X 

경계선주장 X
(잠재적) 대륙붕권원중첩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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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미획정 수역은 당사국 간 경계가 획정되지 아니하여 분쟁상태에 

있는 수역이라 할 수 있다. 분쟁은 당사국 간 주관적인 견해차를 상정한

다.49) 그러나 이 글의 논의 대상인 경계미획정 수역은 단순히 분쟁상태

에 있는 수역의 의미보다 일정한 규범의 작용에 따른 연안국의 권리의무

의 존재 및 행사가 여타 수역과 달라지는 특정한 공간을 상정한다. 이러

한 수역은 현실세계에서 그 공간적 범위가 특정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당사국의 주장과 같은 주관적 변수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개념이어야 한

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일국의 주장을 전제로 한 “주장중첩”의 개념은 

경계선에 대한 주장이건 권원에 대한 주장이건 그 자체가 불분명하고 상

대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장중첩수역”은 이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

는 경계미획정 수역의 개념 이해에 적합한 틀이 될 수 없다.

  앞서 다섯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주장중첩”의 개념은 그 범위의 특정

성과 개념의 확정성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현실적으로 당사국 

간의 경계선주장이나 권원주장이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다. 특히 경계선

주장은 경계획정협상과정이나 분쟁해결절차에서 당사국들이 그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분명한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경계

선주장이나 권원주장을 토대로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상정하는 것은 한

계가 있다. 또한 “주장중첩”의 개념은 당사국 간 주장의 내용 및 그 존

부에 따라 다툼의 대상이 되는 수역의 공간적 범위가 변동되는 유동성을 

가진다. 즉 당사국의 주관적 이해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

다. 궁극적으로 경계선주장이나 권원주장은 모두 주관적인 것이다. 일부 

국가들은 광대한 해양영역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위해 과도한 권원주장

을 펼치기도 한다.50) 일방에 유리한 경계선주장이나 과도한 권원주장을 

49) “a disagreement on a point of law or fact, a conflict of legal views or of interests 

between two persons” Mavrommatis Palestine Concessions (Greece v. Britain), 
Judgment of 30 August 1924, No. 2, 1924, P.C.I.J., Series A, No. 2, p. 11.

50) Nicholas A. Ioannides, “The Legal Framework Governing Hydrocarbon Activities in 

Undelimited Maritime Area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68, 

Iss. 2 (Apr., 2019), p. 347. 이하 Nicholas A. Ioannides (2019)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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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규범적 함의를 갖는 개념 속에 반영하는 것은 일국의 주장 내용

에 따라 해당 수역의 법적지위와 권리의무 관계가 좌우될 수 있다는 의

미가 된다. 이러한 “주장”들을 토대로 경계미획정 수역의 공간적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주장중첩수역”의 개념을 경계미획정 

수역의 개념적 토대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51)

3. 권원중첩수역

  가. 권원의 개념

  경계획정의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협약 등 국제법이 부여한 EEZ

나 대륙붕에 대한 “권원”이 중첩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권원”을 뜻하는 

entitlement는 권리를 외부로 나타내는 확정적인 표식으로서의 권원, 즉 

title과는 구분된다.52) 해양법 분야에서 “권원”으로 번역되는 위 entitlement

의 사전적 의미는 무언가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나 자격에 가깝다.53) Bjørn 

51) David Anderson과 Youri van Logchem의 2013년 논문에서는 제74조 3항과 제83조 3항이 

적용되는 대상수역의 개념으로 “주장중첩수역”(the area of overlapping maritime claims)이

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David Anderson & Youri van Logchem, supra note 12, pp. 

192-228. 제74조 3항과 제83조 3항에 대한 초기 저작인 Rainer Lagoni 교수의 논문도 이와 

유사하다. Rainer Lagoni, supra note 12, pp. 345-368. 국내에서는 김채형 교수가 “중첩수

역”을 “해양경계획정시 관련 국가들 간에 권한이 중첩되는 수역”으로 기술하여 일응 “권원중

첩수역”의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채형, 전게논문(각주 7), 155쪽. 한편 김현수 교

수는 “중첩주장수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김현수, 전게논문(각주 7), 105쪽. 다만 

위 용어들이 “권원중첩수역”과 “주장중첩수역”의 구분을 명확히 의식하고 사용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Gao Jianjun 교수의 경우 “중첩수역”의 세부개념으로 두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

한다. 그는 공동개발협정의 유형을 “권원중첩수역”에 대한 설정방식, “주장중첩수역”에 대한 

설정방식, 양자에 속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Gao Jianjun, “Joint Development 

in the East China Sea: Not an Easier Challenge than Delimi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Vol. 23, No. 1 (Jan., 2008), pp. 43-57.

52) 위 entitlement와 title은 모두 “권원”으로 번역될 수 있다. 양자를 달리 구분하여 표현할만한 

적절한 국문용어를 찾을 수 없는 관계로 이 글에서 양자를 함께 비교하여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영어원문을 그대로 표기한다. 그밖에 이 글에 등장하는 “권원” 중 title의 의미로 사

용되는 경우는 별도 괄호를 통해 영어원문을 병기하며 별다른 원문병기가 없는 경우는 

entitlement를 뜻하는 것임을 밝힌다.

53) something that you have a right to do or have, or the right to do or have something;  

something, often a benefit from the government, that you have the right to have; a 

situation in which you have the right to do or have something 등. Cambridge 

Dictionary (https://dictionary.cambridge.org) 검색 결과(2019. 3. 10. 최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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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oy 박사의 분석에 따르면 루마니아-우크라이나 흑해해양경계사건

(2009)에서 entitlement는 불어로 titré(자격·권원), droit(권리), prétention

(주장·요구)으로 번역되었다.54) 위 사건의 영문판결문에서는 entitlement

의 의미로 claims(주장·청구)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도 확인된다.55) 앞서 

얀마옌 사건(1993)에서도 노르웨이는 당초 권원중첩수역을 “잠재적 주장

중첩수역”(potential area of overlap of claims)으로 명명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이 글 20면, 이하 참조면수 표기시 “이 글” 생략). 이처럼 entitlement는 “주

장”의 의미와 동시에 일정한 “자격”, “권리”의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

다. 즉 이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권리 하의 잠재적 주장 

가능성을 핵심적인 개념 요소로 한다. 이러한 잠재적 주장 가능성은 협

약 등 국제법이 부여한 범위 내에서의 신의성실한 주장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권원”은 연안국이 가질 수 있는 관할권의 잠재적인 지리적 

최대 범위(maximum potential geographical extent of jurisdiction)로 설명되기도 

한다.56) 백진현 교수 역시 “권원”을 “권리의 원천으로서 관할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근거”로 “관할권의 범위(외측한계)”라고 기술한 바 있다.57)

  나. 권원중첩과 해양경계획정

  이러한 연안국의 권리 주장 가능성으로 인해 이른바 “권원중첩”이 발

생하게 된다. “권원중첩수역”은 협약 등 국제법에 따라 개별 연안국에 

인정되는 EEZ와 대륙붕의 권원이 중첩되는 수역을 의미한다. 해양경계

획정은 이처럼 중복되는 권리 주장 가능성, 즉 “권원”의 중첩을 전제로 

54) Bjørn Kunoy, “The Delimitation of an Indicative Area of Overlapping Entitlement to 

the Outer Continental Shelf”, The British Year 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83, 

No. 1, (2013), p. 65.

55) “[…] the task of delimitation consists in resolving the overlapping claims by drawing 

a line of separation of the maritime areas concerned.”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 (Romania v. Ukraine), Judgment, I.C.J. Reports 2009, para. 77. [상기 밑줄은 

연구자, 이하 이 글의 본문․각주 등의 밑줄 및 강조 표시도 동일]

56) Bjørn Kunoy, supra note 54, p. 65.

57) 백진현, “200해리 이원 대륙붕 경계획정의 주요 쟁점과 동향: 최근 국제판례를 중심으로”, 서

울대 국제대학원 주최 학술회의 발표자료(2016. 5. 12),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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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58) “권원중첩수역”의 실체는 해양경계획정 과정에서 관련 해역의 

결정 과정에서 보다 명확히 나타나게 된다. 3단계 접근법에 따른 경계획

정과정에서는 잠정등거리선의 작도 이전에 경계획정의 대상수역을 확정

하기 위해 관련 해안(relevant coast)과 관련 해역(relevant area)을 결정한다. 

여기서 관련 해역은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는 명제에 따라 양측의 관련 

해안으로부터 해양 방면으로의 투사(projection)가 중복되는 수역으로 결

정된다.59) 이렇게 결정된 관련 해역은 경계획정의 당사국 간 권원의 잠

재적 중첩이 이루어지는 수역이 된다.60) 즉 해양경계획정의 대상수역인 

관련 해역은 곧 당사국 간 “권원중첩수역”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 경계미획정 수역의 개념 구성

  경계미획정 수역에서는 “권원”(entitlement) 그 자체의 중첩만으로 잠재

적인 분쟁 가능성이 예정되어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당사국들의 다양

한 주장(claims)들이 제시됨으로써 실제 “주장중첩”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

다. 이러한 주장들은 실질적인 경계선의 제시가 될 수도 있고 일국의 권

원의 최대범위에 대한 주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들이 중첩되는 

수역은 실질적인 “분쟁수역”으로 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러한 당사국들의 “주장”을 토대로 일정한 규범의 적용과 연안국의 권리

58) Nuno Marques Antunes & Vasco Becker-Weinberg, “Entitlement to Maritime Zones 

and Their Delimitation: In the Doldrums of Uncertainty and Unpredictability”, in Alex 

G. Oude Elferink, Tore Henriksen and Signe Veierud Busch (eds.),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The Case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p. 72

59) “[…] first, that the land dominates the sea in such a way that coastal projections in 

the seaward direction generate maritime claims; second, that the coast, in order to 

be considered as relevant for the purpose of the delimitation, must generate 

projections which overlap with projections from the coast of the other Party. 

Consequently the submarine extension of any part of the coast of one Party which, 

because of its geographic situation, cannot overlap with the extension of the coast 

of the other, is to be excluded from further consideration by the Court.” supra note 

55, para. 99. 그 외 관련 설명은 supra note 44, paras. 361, 372-373, 381 참조.

60) “The relevant area comprises that part of the maritime space in which the potential 

entitlements of the parties overlap.”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Nicaragua v. 

Colombia), Judgement, I.C.J. Reports 2012, para.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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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28-29면). 흔치는 않으나 때로는 그

러한 “주장”이 제기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해양경계획정은 

이미 선재(先在)하는 경계선을 찾는 과정이다.61) 이는 당사국의 경계선주

장이나 권원주장에 따라 경계선이 달라지거나 경계획정의 요부, 즉 권원

의 중첩 여부가 달라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계획정 이전의 연

안국의 권리의무 관계는 협약 등 국제법이 객관적으로 부여한 권원의 중

첩상태, 즉 “권원중첩수역”의 개념에 입각하여 접근함이 타당하다.62) 이 

글에서도 기본적 논의는 “권원중첩수역”을 전제로 한다. 다만 “권원중첩

수역”으로 한정할 경우 객관적으로 권원중첩이 인정되기 힘들지만 권원

중첩 여부에 다툼이 있는 수역과 같은 경우를 포괄하기 곤란하다. 따라

서 이 글의 목적상 “경계미획정 수역”은 “권원중첩수역”의 개념에 토대를 

두나, 권원중첩 여부에 다툼이 있는 수역을 포괄하는 개념임을 밝힌다.

<표 3 - 중첩수역 용어별 개념 비교>

61) North Sea Continental Shelf (Federal Republic of Germany/Denmark; Federal Republic 
of Germany/Netherlands), Judgment, I.C.J. Reports 1969, para. 18.

62) BIICL Report는 “경계미획정 수역”을 연안국의 대륙붕 또는 EEZ가 중첩되거나 잠재적으로 

중첩될 수 있고 최종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수역([…] where the continental shelves 

or EEZs of States overlap or may potentially overlap, and no final delimitation is in 

place)으로 정의한다. BIICL Report, supra note 10, para. 4. 위 개념 정의는 “권원중첩수

역”과 일맥상통한다. 참고로 위 보고서에서는 “분쟁수역”(disputed area)이라는 용어가 상황

에 따라 보다 특정적이기는 하나 모호성을 갖는 문제점이 있음을 덧붙인다. ibid., footnote 

4. Nicholas A. Ioannides 박사 역시 2019년 논문에서 연안국의 과도한 권원주장의 경우를 

감안할 때 “경계미획정 수역”이 “분쟁수역”보다 중립적이면서 객관적인 표현임을 지적하고 

있다. Nicholas A. Ioannides (2019), supra note 50, p. 347.

구 분 개 념 판단 비고

권원중첩수역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근거한 해양권원이 객관적으
로 중첩되는 수역

해양경계획정의 대상수역
으로 별도 주장이 없어도 
관념적으로 존재

잠재적 
분쟁수역

주장중첩
수역

경계선주장
중첩수역

경계선에 대한 주장이 중첩되
는 수역

경계획정소송 또는 협상과
정에서의 경계선 주장
또는 국내입법 기타 국가
행위 등을 통해 확인

분쟁수역

권원주장
중첩수역

해양권원의 최대범위에 관한 
주장이 중첩되는 수역

당사국의 국내입법, CLCS 
한계정보, 기타 국가 행위 
등을 통해 확인

분쟁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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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권리의무의 유동적 상태에서의 행위제한

  권원중첩상태는 대향․인접국 간 권리의무가 확정되기 이전의 유동적 

상태이다. 그러나 권원중첩관계의 대향․인접국은 경계획정을 통해 일정한 

공간적 법률관계의 구축을 지향해야 하는 장래 경계획정조약의 당사국 

관계에 있다. 이처럼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국

가 간 관계에서 국제법이 관련국들의 행위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는 경

우는 해양법 이외의 분야에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하 “비엔나협약”) 제18조는 조약의 서명국 

등은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저해하게 되는 행위를 삼가야할 의무를 진

다”고 규정한다. 즉 국가의 기속적 동의표시가 이루어진 경우 발효 전의 

조약에 대해서도 동 조약관계에 대한 존중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조약관계의 창설이 예정되어 있는 국가 간의 잠정적 의무라 할 수 

있다. 당초 동 규정의 모태가 된 1935년 하버드 초안(Harvard Draft) 제9

조에서는 발효를 대기 중인 조약에 관하여도 서명국은 “신의칙”(good 

faith)상 합리적 기간 동안 향후 당사국의 의무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거

나 더욱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규정했다.63) 이처럼 동 

의무는 “신의칙”에 토대를 둔 조약법상의 일반의무로 이해된다. 특히 비

엔나회의 과정에서 특별보고자 H. Waldock은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저

해하는 행위의 예로 영해경계획정협상 중 광물자원을 개발‧고갈시키는 

행위를 든 바 있다.64) 경계획정협상은 인접‧대향국 간 권리의무의 공간

적 확정을 위한 조약의 교섭과정이다. 위 Waldock의 예는 이러한 관계

에서 일국의 권리가 일방적으로 행사될 수 없는 내재적 한계 내지 제한

을 가진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위 상황에서 일국의 배타적 권리행사는 

63) 정인섭,『조약법강의』(박영사, 2016), 79쪽; 비엔나협약 제18조의 성안과정은 정인섭, “조약

의 당사국이 될 의사의 취소”,『국제법학회논총』, 제55권 3호 (2010. 9), 99-103쪽.

64) United Nations (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reaties: First 
session, Vienna, 26 March - 24 May 1968, Official Record (United Nations 

Publication, 1969), p 104, para. 26.



- 34 -

경계획정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일정한 조약관계를 전제로 한 잠정적 의무는 조약의 시행정지 상태에

서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비엔나협약 제72조 2항은 “시행정지 기간 동안 

당사국은 조약의 시행재개를 방해하게 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규정

한다. 조약의 시행정지로 조약의 이행의무는 해제되나(제72조 1항(a)) 조

약관계의 회복을 방해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기존 조약

관계의 유지‧존중을 위한 의무로서 권리의무가 유동적인 상태에서 일정

한 제한규범으로도 이해 가능하다. 유사한 예로 국가책임법상 대응조치

는 유책국의 의무준수를 위한 목적으로 가능한 문제된 의무이행을 재개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취해져야 한다(국가책임초안65) 제49조 3항). 절차적

으로는 협상의 제안이 요구되고(제52조 1항(b)) 비례성의 준수와 같은 제

한이 추가된다(제51조).66) 대응조치는 동일한 조약관계를 전제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앞서의 조약법상 의무들에 비해 유동적 관계가 형성되는 외

연은 보다 확장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동적 상황에 대해서도 일정

한 한계는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다. 

  그밖에 일정한 권리의무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관계에서도 행위제

한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후술하는 Lanoux호 사건(1957)에서는 공유

하천의 상류국과 하류국 간 교섭의무를 긍정했다(84-85면). 일련의 200

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획정사건에서 해저와 상부수역의 권리귀속이 분

리되는 이른바 “회색지역”(grey area)67)을 공유하는 국가들 역시 상대국을 

65)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ILC 초안. 동 초안 규정 및 주석은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with Commentaries,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01, Vol. II. Part Two 참조. 이하 초

안 규정 인용시는 “국가책임초안”, 주석 인용시는 “국가책임주석”으로 약칭함. 동 초안 규정 

및 주석의 국문번역은 서울국제법연구원 역,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국제법위

원회 초안”,『서울국제법연구』, 제8권 2호 (2001), 4-190쪽 참조.

66) 대응조치의 적용조건에 관하여는 김석현,『국제법상 국가책임』(삼영사, 2007), 260-261쪽.

67) 인접국 간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획정에 있어 한 국가의 200해리 외측에 존재하나 다

른 국가의 200해리 내측에 존재하는, 상부수역과 해저 및 하층토의 귀속이 달라지는 삼각형 

모양의 수역을 “회색지역”(grey area)이라 한다. 이는 인접국 간 경계획정시 등거리선이 아닌 

경계선이 채택될 경우 항상 발생하는 문제이다. 백진현, 전게논문(각주 57),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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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히 고려하며 자국의 권리를 행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68) 지리

적으로 인접한 국가 간 관계는 단지 사실적 관계에 불과하다. 반드시 여

하한 조약체결이 요구되는 관계도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국제법은 

타국에 대한 배려와 협력에 대한 지향을 규범적으로 요구한다.

  이처럼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유동적 상태라도 일정한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에 있는 국가 간에는 그 행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부과

된다. 이러한 제한의 근본취지는 해당 국가들이 맺고자 하는 또는 맺고 

있는 법적‧사실적 관계에 대한 존중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토대

로 다음 제3장과 제4장에서는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권리행사의 제한이 

어떻게 규범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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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July 2014), paras. 507-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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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권리의 내재적 한계

제1절 제한적 권리

1.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연안국은 자국의 EEZ와 대륙붕에 대해 국제법이 인정한 일정한 주권

적 권리와 관할권을 보유한다. 위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은 특정 자원이

나 행위에 있어 타국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배타성”(exclusivity)을 특

징으로 한다. 즉 연안국은 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EEZ

와 대륙붕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배타적으로 보유‧행사하게 된

다. 이러한 배타성의 외부적 발현으로 경계가 획정된 일국의 EEZ나 대

륙붕에서 타국의 해양활동은 그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침해

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의 배타적 속성은 연안국에 부여된 권리에 따라 

조금씩 그 발현형태를 달리한다. 협약은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로

서 대륙붕을 탐사하고 그 천연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규

정한다(제77조 1항). 연안국의 대륙붕에 대한 권리는 실효적이거나 관념적

인 점유 또는 명시적 선언에 의존하지 않는다(제77조 3항). 이는 연안국이 

대륙붕을 탐사하지 않거나 천연자원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다른 국가가 

해당 연안국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서 배타적 권리이다(제77조 2항).69) 한편 연안국은 200해리의 범위 내에

서 EEZ를 설정할 수 있다(제57조). EEZ에 대한 권원은 명시적인 선언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대륙붕과는 차이가 있다. EEZ에서 연안국의 대표적 

권리인 생물자원에 대한 권리는 상대적으로 대륙붕에서의 권리에 비해 

제한적이다. 연안국은 EEZ에서 생물자원의 어획능력의 범위를 결정하

69) 대륙붕의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는 EEZ에 대한 권리로서도 이중적으로 보호된다. 협약 

제57조 1항(a)는 “[…]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를 EEZ에서의 연안국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대륙붕에 

대한 권리로 보호되는 천연자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77조 4항에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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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총허용어획량의 잉여분이 있을 때는 타국에 입어를 허용해야 한다

(제62조 2항). 이처럼 세부규정에 따라 연안국에 부여된 권리의 배타적 속

성의 내용과 정도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일국의 EEZ와 

대륙붕에서 인정되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의 본질이 타국의 간섭을 배

제하고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배타성에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EEZ에 비해 일찌감치 제도화의 길을 걸었던 대륙붕 분야에서는 1958

년 대륙붕협약에서 이미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의 관념을 확인할 

수 있다. 동 협약 제2조 1항은 현행 협약 제77조 1항과 동일하게 연안

국은 천연자원의 탐사·개발을 위해 대륙붕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

한다고 규정했다.70) 다만 대륙붕과 달리 EEZ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는 

다소간 논란이 있었다. 1962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천연자원에 

대한 영구적 주권선언”(A/RES/1803(XVII))71)에서는 이른바 “영구적 주

권”(permanent sovereignty)이라는 관념을 채택했다.72) 이후 제3차 해양법회

의에서는 EEZ의 법적성격에 대한 논란과 함께 동 수역 내 연안국의 권

리의 성격규정 문제에 관하여도 논란이 펼쳐졌다. 예컨대 EEZ를 영해에 

준하는 수역으로 구성하자는 입장에서는 동 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에 

대해서도 “주권”으로 규정하고자 했다. 그 외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 “배타적 관할권”(exclusive jurisdiction) 등의 용어들이 제시되는 가운

데,73) 종국적으로 대륙붕과 동일하게 “주권적 권리”로 확정되었다.74)

70) 1958년 협약 제2조의 대륙붕에 대한 권리의 성격을 기술한 규정 역시 현재 협약 제77조의 

다른 규정들과 대동소이하다. 1958년 대륙붕협약 전문은 유엔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이하 “ILC”) 홈페이지(http://legal.un.org/ilc/texts/instruments/english/ 

conventions/8_1_1958_continental_shelf.pdf) 참조(2019. 6. 5. 최종확인).

71) A/RES/1803(XVII),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803 (XVII) of 14 December 1962, 

"Permanent sovereignty over natural resources”

72) 인근 해안에 대한 개발도상국들의 권리의식이 표출된 위 선언은 이후 제3차 해양법회의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평가된다. 김영구, 전게서(각주 24), 378쪽.

73) 이와 같은 EEZ에서의 권리의 성격규정 문제에 관한 논의는 홍성화, “경제수역에 관한 연구: 

그 개념의 사적발달을 중심으로”,『학술지』, 제21집 (1977), 211-214쪽 참조.

74) EEZ 제도의 성립과정상 연안국의 배타적 어업권의 확대가 그 중심적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감

안하면 위 “주권적 권리”의 개념은 어족자원에 대한 “우선적 권리”, “배타적 권리”의 개념을 

뛰어넘는 것으로 이해된다. E. D. Brown,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Vol. I 



- 38 -

2. 권원중첩상태의 권리의 성격

  가. 배타성의 제한

  권원중첩수역에서는 둘 이상의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이 경합하

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EEZ와 대륙붕 권원의 성립요건으로 권원

중첩상태의 해소가 별도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대륙붕의 권원은 

그 성립을 위해 별도의 명시적 선언도 불필요하다(제77조 3항). 따라서 권

원중첩수역을 공해와 같이 연안국에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수역과 동일

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 더욱이 경계미획정 상태라 하더라도 권원중첩이 

발생하지 않는 수역(권원중첩수역 외곽의 수역)에 대해서는 온전한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 권원중첩관계에 있는 국가가 아닌 제3국과의 관계에서

는 배타적인 권리 주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권원중첩수역에서는 권리의 

경합으로 인해 권원중첩국가 상호 간 일국의 EEZ와 대륙붕에서의 권리

와 동일한 수준의 권리의 배타성이 실현될 수 없다.75) 이러한 연안국의 

권리를 완전한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이라 할 수 있는가. 이러한 권리의 

제한성을 해양법의 규범적 틀 내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나. 권리의 제한성에 대한 규범적 이해

   (1) 경계획정의 본질

  권원중첩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에 대한 배타성의 제한은 해양경계획

정의 본질에 관한 논의와 관련하여 다소 혼란을 가중시킨다. 북해대륙붕

사건(1969)에서의 다음의 판시는 오늘날 해양경계획정의 성격과 본질에 

대한 고전적 설명으로 널리 인용되고 있다.

(Aldershot: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Limited, 1994), p. 220.

75) Umberto Leanza 교수는 경계획정의 부재 상태에서 대향·인접국과 다툼이 있거나 대향·인접

국이 그 권원을 주장하고 있는 수역에서는 어느 국가도 천연자원(주로 재생불가능한 광물자

원)을 개발하거나 그 개발을 위한 허가권을 갖지 못한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수역에서 어느 

연안국도 배타적인 이용을 주장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none of the coastal states can 

claim exclusive use of the disputed area). Umberto Leanza,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of the Mediterranean Sea”,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Vol. 8, No. 3 (1993), p.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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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경계획정은 원칙적으로 이미 연안국에 귀속된 수역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과정이며 수역의 새로운(de novo)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아니다. 형평한 경계획정이

란 기존의 경계미획정 수역을 공정하고 형평하게 분배하는 것과는 다르다.”76)  

  위 판시와 같이 오늘날 해양경계획정은 새로운 경계선을 창설하는 것

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경계선을 찾는 것이라는 관념이 일반적으로 받

아들여지고 있다.77) 이러한 관념을 기초로 Alain Pellet 교수는 경계획

정이란 각 국가의 권원(title)에 대한 정확한 영토적 범위를 기술하는 것

(describing)이라 설명하기도 한다.78) 즉 형평한 경계선은 선험적으로 존

재하며 경계획정의 결과는 선언적(declaratory)인 것으로 이해된다.79)

  한편 위 경계획정의 성격 규정은 당초 경계획정 사건들이 대륙붕 분야

를 중심으로 축적되어 온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대륙붕에 대한 권

리의 시원적 성격은 북해대륙붕사건(1969)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되었다.

  “[…] 육지영토의 자연연장을 이루는 대륙붕에 관한 연안국의 권리는 그 자체로(ipso 

facto) 시원적으로(ab initio) 존재한다. 이는 육지영토에 대한 주권과 해저에 대한 탐사 

및 천연자원의 개발을 위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있어 주권의 연장에 근거한다.”80)

76) “Delimitation is a process which involves establishing the boundaries of an area 

already, in principle, appertaining to the coastal State and not the determination de 
novo of such an area. Delimitation in an equitable manner is one thing, but not the 

same thing as awarding a just and equitable share of a previously undelimited area, 

[…]” supra note 61, para. 18.

77) 이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경계획정은 국가 간 권원(title)을 가르는 것이라는 설명

으로는 Prosper Weil, “Délimitation maritime et délimitation terreste”, Écrits de droit 
international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2000), p. 252. 그 외 Yoram Dinstein 

(ed.), International Law at a Time of Perplexity: Essays in Honour of Shabtai Rosenne
(Martinus Nijhoff, 1989), p. 1023 참조.

78) “[…] an operation aims at describing the precise territorial scope of each State’s title.” 

Alain Pellet, “Land and Maritime Tripoints in International Jurisprudence”, in Holger P. 

Hestermeyer, Doris König, Nele Matz-Lück, Volker Röbern, Anja Seibert-Fohr, 

Peter-Tobias Stoll & Silja Vöneky (eds.), Coexistence, Cooperation and Solidarity: 
Liber Amicorum Rüdiger Wolfrum, Vol. 1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2), p. 251.

79) Bjørn Kunoy, supra note 54, p. 64.

80) “[…] namely that the rights of the coastal State in respect of the area of continental 

shelf that constitutes a natural prolongation of its land territory into and under the 

sea exist ipso facto and ab initio, by virtue of its sovereignty over the land, and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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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붕의 시원적 성격과 조화로운 설명을 위해서는 경계획정을 선언적

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견 자연스러울 수 있다. 위 사건에서도 위 

판시에 이어 경계획정 과정은 본질적으로 연안국에 이미 귀속된(already 

appertain) 수역 간 경계선을 그리는 것이라는 점이 재차 언급되었다.81)

  이처럼 연안국에 부여된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의 범위가 경계획정 이

전에 이미 존재한다는 가정에 선다면 경계획정을 전후하여 연안국이 향

유하는 권리의 본질도 크게 달라질 이유는 없다.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의 성립요건에 권원중첩상태의 해소를 요구하는 별도의 규범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관념적으로 경계획정 이전에도 연안국은 배타적인 주

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보유한다는 논리도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논리는 한편으로 과도한 의제(擬制)라는 의구심을 떨쳐주지 

못한다. 특정 수역에서 배타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주체는 하나에 불

과하다. 그 귀속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권원중첩상태에서의 권리를 

확정적인 배타적 권리로 규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82)

   (2) entitlement와 title의 구분

  권원중첩수역에서 연안국이 향유하는 권리의 본질에 관하여는 이른바 

entitlement와 title의 구분론이 그 접근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경계획정 

이전의 잠재적 권리주장 가능성을 뜻하는 entitlement는 경계획정의 결

과 확정적인 권리의 원천이 되는 title과 구분된다. 니카라과-콜롬비아 

사건(2012)에서 니카라과 측 소송대리인이었던 Paul Reichler 변호사는 

변론과정에서 잠재적 권원(entitlement)이 중첩되는 수역을 형평하게 나누

an extension of it in an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for the purpose of exploring 

the seabed and exploiting its natural resources.” supra note 61, para. 19.

81) “[…] the process of delimitation is essentially one of drawing a boundary line between 

areas which already appertain to one or other of the States affected.” ibid., para. 20.

82) Hazel Fox (eds.), Joint Development of Offshore Oil and Gas: Joint Development of 
Offshore Oil & Gas Model Agreement for States for Joint Development with 
Explanatory Commentary, Vol. 1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1989),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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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권원(title)을 확정하는 것이 경계획정이라 언급했다.83) 이에 따르면 

각 연안국이 협약 등 국제법에 의해 부여받은 entitlement의 최대범위 

내에서 확정적인 title이 결정된다. 따라서 entitlement의 범위는 title을 

초과할 수 있다.84) 백진현 교수 역시 entitlement를 legal basis of title

로 표현하여 entitlement와 title을 구분하고 있다.85) 이처럼 entitlement

는 title의 근거가 되나 그 자체가 완전한 권리의 원천이라 보기는 어렵

다. entitlement로부터 title로의 전환을 통해 기존의 불완전한 잠재적 권

리는 비로소 온전한 배타성을 갖춘 진정한 권리로 된다. 그렇다면 경계

획정의 본질은 기존의 entitlement의 경합상황에 내재한 title의 형평한 

분배를 선언적으로 도출해 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경합하는 

entitlement 중 어느 하나에 우선권이 부여되는 과정으로도 이해된다.86)

   (3) 대륙붕의 시원성과 권리의 배타성

  경계획정 이전의 entitlement를 title의 원천이 되는 잠재적이고 불완

전한 권원으로 이해할 경우 대륙붕의 시원적 성격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연안국이 대륙붕에 대해 “시원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면 경계

획정과 무관하게 또는 경계획정 이전에도 대륙붕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존재한다는 관념을 상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북해대륙붕 사건

(1969)에서 “ipso facto and ab initio”의 관념은 경계획정 이전 상태에도, 

나아가 아무런 권원주장이 없는 무(無)의 상태에서도 연안국은 대륙붕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보유한다는 관념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위 판시를 

경계획정 이전의 entitlement 단계에서 대륙붕에 대한 권리의 배타성을 

표상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이는 엄밀하게는 권리의 성립요

83) “Entitlement, of course, is not title. It is for the Court to determine title, by dividing 

the area of overlapping potential entitlements equitably between the Parties.” supra
note 60, oral hearings on 24 April 2012, CR 2012/10, p. 33, para. 18.

84) Bjørn Kunoy, supra note 54, p. 66.

85) 백진현, 전게논문(각주 57), 2쪽.

86) Supra note 44, para.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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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으로 연안국의 명시적 선언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대륙붕의 시원적 성격론이 등장한 것은 트루먼 선언 직후로 거슬러 올

라간다. 종래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인접해저에 대한 유효하고 

계속적인 주장에 기초한 실효적 점유를 통해 성립된다는 견해가 있었

다.87) 이처럼 대륙붕에 대한 권리의 성립요건으로 외부적인 주장과 점

유를 요구하는 관념은 트루먼 선언을 계기로 변화를 맞게 된다. 당시 동 

선언을 둘러싸고 유효하고 계속적인 점유와 함께 연안국의 명시적 권리 

선언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그 대척점에서 대륙붕은 

연안국에 원초적으로 귀속되며 별도의 대외적 권리주장이 불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88) 여기서 후자의 입장은 추후 1958년 협약에 반영

되었고(제2조 3항, 현행 협약 제77조 3항과 동일: 36면) 이는 다시 북해대륙붕사

건(1969)으로 이어졌다. 즉 태생적으로 대륙붕의 시원성 관념은 대륙붕에 

대한 권리 성립을 위해 별도의 점유나 주장이 필요하다는 견해의 반대편

에서 위 요건의 불필요함을 강조하는 의미로 등장한 것이다.

  이처럼 대륙붕의 시원성은 대륙붕에 대한 권리의 성립요건의 문제이며 

권리의 배타성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개념이다. 즉 권리 성립을 위해 별

도의 명시적 선언이 불필요하다는 의미이지 연안국이 어느 상황에서나 

절대적인 배타적 권리를 향유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권리의 성립에도 불

구하고 권리 자체의 속성이나 상황 등에 따라 배타성이 부여될 수도, 제

한될 수도 있다. 북해대륙붕사건(1969)에서도 대륙붕의 시원적 성격을 언

급하면서 이는 권리 행사를 위해 특별한 법적절차나 법적행위를 요구하

는 것이 아님을 부언했다.89) 대륙붕 권원의 공간적 범위는 과학기술의 

87) Cecil J. B. Hurst, “Whose is the bed of the Sea?: Sedentary Fisheries outside the 

Three-Mile Limit”,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4 (1923-1924), p. 43.

88) 관련 설명은 김영구, 전게서(각주 24), 477-478쪽. 후자의 입장에 관한 대표적인 문헌으로는 

H. Lauterpacht, “Sovereignty over Submarine Areas”,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27 (1950), pp. 376-433 참조.

89) “[…] In order to exercise it, no special legal process has to be gone through, nor 

have any special legal acts to be performed. Its existence can be declared (and 

many States have done this) but does not need to be constituted.” supra note 61, 

para. 19. 위 판시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대륙붕 권원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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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과 연안국의 관할권 확대 경향에 따라 확장되어 왔다. 1958년 협약

의 수심 200미터와 개발가능성 기준(제1조) 이래 북해대륙붕사건(1969)의 

자연연장론을 거쳐 오늘날 협약은 200해리 거리기준과 200해리 이원의 

대륙변계 기준(제76조 1항)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천 속에서도 대

륙붕의 시원성 관념은 줄곧 유지되었다. 권원확대에 따른 공간적 중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원성 관념이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위 관

념이 권리의 상시적 배타성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님을 뜻한다.

  그렇다면 대륙붕의 권원과 외측한계설정, 경계획정의 성격에 대하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엄밀하게 연안국은 경계미획정의 대륙붕 중첩

수역에서 잠재적인 시원적 권리의 원천을 보유한다고 표현함이 정확하

다. 여기서 대륙붕의 권원은 연안국이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는 최대한을 의미한다. 이 경우 잠재적 권리주장 가능범위의 최대한을 

확인하는 외측한계설정과 권원중첩국가 간 경합하는 권원을 가르는 경계

획정은 당연히 구분되는 개념일 수밖에 없다. 경계획정은 해당 수역에 

내재된 title의 형평한 분배를 확인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점에

서 경계획정의 성격은 선언적이다. 그러나 대륙붕의 시원적 성격에도 불

구하고 경계획정 이전의 권리는 온전한 권리로 실체화된 것은 아니다. 

경계획정은 이러한 잠재적 권리의 원천, 즉 권원의 우위를 확인하고 권

리를 실체화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경계획정에 따라 확인된 title의 형평

한 분배는 경계획정 이전 상태로 소급하여 실체화된다.

보통이다. 국내법을 통해 대륙붕 권원을 공식화하기도 하고, CLCS 앞 한계정보 제출을 통해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권원을 주장하기도 한다.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획정에 있어서

는 CLCS에서 대륙붕의 외측한계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재판소가 경계획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종종 문제되었다. 방글라데시-미얀마 간 벵골만 해양경계획정사건(2012), 방글라데

시-인도 간 벵골만 해양경계획정사건(2014)에서는 대륙붕의 외측한계확정이 경계획정의 전

제조건은 아니라 보고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획정을 수행했다. 다만 니카라과-콜롬비

아 사건(2012)에서는 니카라과의 예비정보 제출만으로는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존부가 불

분명하다고 보고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획정을 다루지 않았다. supra note 60, paras. 

125-126. 정리하면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이라도 권원의 존부나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다툼이 없어 권원중첩이 인정된다면 CLCS의 외측한계심사 없이도 경계획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국제판례의 태도라 할 수 있다. 한편 인접국 간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획정

의 결과로 등장하는 회색지역 역시 당사국의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권원주장을 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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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계획정 이전 권리 개념의 재구성

  협약 등 국제법에 따라 권원중첩수역에서도 경계획정과 무관하게 일정

한 권리는 이미 관념적으로 성립된다. EEZ의 경우 명시적 선언을 요구

하나 대륙붕의 경우 그러한 선언도 불필요하다. 즉 권리의 관념적 성립

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인 권원(entitlement)도 그 근거를 갖

추게 된다. 권원 개념은 이처럼 일정한 권리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개념

이다. 다만 경계미획정 단계에서 권원은 잠재적 성격을 가질 뿐이다.

  권원중첩상태에서 권리의 제한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권리의 성립과 

행사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격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은 다르다.90) 권원 단계에서도 권리 주장은 가능하다. 이는 권

리의 성립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단계의 권리는 외부적 행사를 통해 

배타성을 관철시킬 수 없다. 이는 진정한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에 미치

지 못하는 불완전한 권리이다. 이러한 배타성의 제한은 권원중첩국가 간 

권리의무의 유동적 상태 내지 권리경합 관계로 인한 권리의 내재적 한계

로 이해된다. 그러나 경계획정을 통해 불완전한 권리는 온전한 배타적 

권리로 전환된다. 경계획정을 통한 권리 실체화의 효과는 경계획정 이전 

상태로 소급하며, 이러한 소급효를 통해 경계획정의 선언적 성격 역시 

논리적으로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

  경계획정 이전의 권원중첩국가 간 권리의 제한성은 대외적 행사 측면

에서 배타성의 제한이 핵심이다. 여기서 배타성의 제한, 즉 외부적 행사

를 통해 권리의 배타성을 관철시킬 수 없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

인가. 이는 우선 사실적으로 권원중첩관계에서 일국이 자유롭게 권리행

사를 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또 하나 경계미획정 상태에서 규범

적으로 자국의 권리 침해 금지를 타국에 법적의무로 강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물론 경계획정 결과 수역의 귀속에 따라 경계획정 이전의 행

90) Constantinos Yiallourides, Maritime Disputes and International Law (Routledge, 2019), 

p. 148. 이하 동 저서 인용시 Constantinos Yiallourides (2019)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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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타국의 권리에 여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

다. 그러나 규범적으로 경계미획정 단계에서 권리 침해가 성립하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권원중첩관계에서 경계획정을 전제하지 않고 권리 침

해가 인정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권원중첩관계에서 권리의 제한성

을 고려할 때 경계미획정 단계에서 주권적 권리 침해는 성립될 수 없다

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사후 경계획정이 이루어진 상태를 전제로 경계

획정 이전 행위의 주권적 권리 침해를 문제 삼았던 사례는 존재한다. 그

러나 이에 관한 판례들은 소급적 권리침해 가능성을 열어두기는 하나 구

체적 결론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이 역시 경계미획정 단계에서 권리의 

내재적 한계가 투영된 일단면이라 할 수 있다. 

제2절 경계획정 이전 주권적 권리의 침해 가능성

1. 국경분쟁에서의 접근법

  가. 국경분쟁과 해양경계획정분쟁의 유사성

  국경획정 결과 영토분쟁이 있는 특정 지역이 해당 지역을 점령하고 있

는 일방이 아닌 타국의 영토로 귀속되는 경우 기존 점령행위와 그 상태

는 타국의 주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 주권평등에 기초한 국제

법 하에서 타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영토적 일체성을 해치지 않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법원칙이다. 2001년 국가책임초안의 주석은 초안 제14조 

2항의 지속적 위법행위(continuing wrongful acts)의 일례로 타국 영토의 일

부에 대한 불법점령이나 타국의 동의 없는 타국 영토에 대한 군대 주둔

을 들고 있다.91) 이는 불법적인 점령행위가 피점령국의 영토주권 존중

이라는 국제의무 위반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설명이다.

  국경분쟁은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의 범위 획정이 문제되는 해양경계획

정분쟁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타국의 EEZ나 대륙붕에 대한 불

법적 점유는 곧 그 국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할 의무에 대한 위반이 

91) 국가책임주석 제14조, par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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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유사성으로 인해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주권

적 권리 침해 문제는 국경분쟁 사례에서의 접근법이 참고가 될 수 있다.

  나. 관련 판례의 검토

   (1) 카메룬-나이지리아 사건 (2002) 

  ICJ의 카메룬-나이지리아 육상‧해양경계사건(2002)에서는 나이지리아

의 점령행위에 따른 국가책임

과 배상 문제가 쟁점이 된 바 

있다. 서아프리카 연안에 위치

한 양국은 동쪽으로는 내륙에 

위치한 차드호에서부터 서쪽으

로는 기니만에 위치한 바카시 

반도에 이르기까지 국경을 접

하고 있다. 양국 간 영토분쟁

은 1993년 12월 나이지리아가 

바카시 반도에 병력을 배치하

면서 무력충돌로 비화되었고 

카메룬은 1994년 3월 ICJ에 

사건을 회부하기에 이르렀다. 

2002년 내려진 본안판결에서

는 크게 차드호 지역과 바카시 반도를 포함한 육상영토의 국경획정 문제

와 기니만 수역에서 해양경계획정 문제가 다루어졌다. 또한 부수쟁점으

로 영토주권 침해에 따른 국가책임 청구92)도 포함되어 있었다.

  카메룬은 나이지리아의 차드호 지역과 바카시 반도에 대한 점령은 카

메룬의 영토주권과 양립하지 아니하며 유엔헌장상 무력사용금지 원칙과 

불간섭 원칙에 대한 위반임을 주장했다. 따라서 나이지리아는 해당 지역

92)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Cameroon v. Nigeria : 

Equatorial Guinea intervening), Judgment, I.C.J. Reports 2002, paras. 25-27 참조.

[그림 6] 분쟁지역 약도 

(Memorial of Cameroon, p.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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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즉각 무조건적으로 철수해야 하고 장래 그러한 행위를 삼가야 하며 

카메룬의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이지리아는 해당 지역을 독립 당시부터 평화적으로 점유했으며 

군대 배치는 내부적 문제해결과 나이지리아 영토에 대한 카메룬의 침입 

대응을 위한 것이라 항변했다. 또한 재판소가 해당 지역에 대한 카메룬

의 주권을 인정하더라도 나이지리아의 점령은 “합리적 착오”나 “정직한 

믿음”의 결과이므로 국가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93)

  이에 대해 재판소는 Temple of Preah Vihear 사건(1962)을 원용하며 

국경획정 결과 카메룬의 영토에 속하게 된 차드호 지역과 바카시 반도에

서 나이지리아가 즉각 철수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다.94) 다만 카메룬

의 재발방지의 보장 청구는 충분히 확정적이고 강제적인 당해 판결을 통

해 그 불확실성이 제거되었으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했다.95) 덧붙여 나

이지리아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이 사안에서 재판소는 영토점령으로 인해 카메룬이 당한 피해가 본 판결과 나이지라

아가 점령한 카메룬 영토에서의 철수라는 사실 자체에 의해 충분히 다루어 졌다고 

본다. 따라서 재판소는 그러한 점령의 결과 카메룬에 대한 나이지리아의 책임 여부와 

그 정도를 규명하지 않을 것이다”96)  

  재판소는 주문에서 만장일치로 카메룬의 영토주권 침해에 따른 국가책

임 청구를 기각했다.97) 다만 이 판단에는 한 가지 불확실한 부분이 있

93) Ibid., paras. 310-311.

94) 차드호에서 바카시 반도 사이의 육상경계상 지역들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판결에 따른 경계

에 따라 각자의 행정, 군대 및 경찰들을 철수시킬 의무가 있음을 추가로 지적했다. ibid., 
paras. 314-315. 당시 양국 간 국경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판결 결과 자국의 영토로 판

결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철수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95) Ibid., para. 318. 

96) “In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the Court considers moreover that, by the very 

fact of the present Judgment and of the evacuation of the Cameroonian territory 

occupied by Nigeria, the injury suffered by Cameroon by reason of the occupation 

of its territory will in all events have been sufficiently addressed. The Court will 

not therefore seek to ascertain whether and to what extent Nigeria’s responsibility 

to Cameroon has been engaged as a result of that occupation.” ibid., para.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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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기각은 곧 해당 청구가 이유 없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위 주

문은 국가책임의 전제가 되는 국제의무 위반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

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판결 이유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한 판

단은 명확하지 않다. “카메룬 영토에서의 철수”는 국경획정의 결과 자동

적으로 발생하는 의무이며 그 자체에 점령행위의 위법성, 즉 국제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책임 여부와 그 정

도를 다루지 않는다”는 판시 취지는 국제의무 위반에 따른 국가책임 성

부 자체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다.

  위 영토주권 침해에 따른 책임과 배상 문제와 관련하여 당시 나이지리

아 측 임시재판관 Ajibola는 비교적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그는 

무엇보다 국경문제 또는 해양경계획정의 문제와 국가책임에 대한 주장이 

동시에 제기된 경우는 전례가 없는 것임을 강조했다.98) 그는 영토분쟁 

사건에서 패소국에게 그 점령행위로 인한 책임이 인정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취지의 나이지리아 측 구두변론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99)

또한 ICJ의 사건이 포화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배상액의 산정 등 추가 판

단을 위해서는 소송이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 없다고 하며 재판소의 목

표는 끝없는 소송(endless litigation)을 줄이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100)

  위 의견은 국경분쟁 사건에 있어 국가책임 여부와 배상액의 결정을 법

적으로 다툴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사실상 그러한 청구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저해한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재판

소의 “책임 여부와 그 정도를 다루지 않는다”는 판시는 신속한 분쟁 해

결이라는 사법정책적 고려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Ajibola 재판관은 경계가 확정된 경우에도 위치에 대한 실수나 

97) Ibid., para. 325. OP. V.(D). 그 외 재판소는 양국의 육상 및 해양경계를 따라 일어난 일련

의 무력충돌 사건들과 관련하여 각 상대방에 대해 국가책임을 청구한 카메룬의 본소 청구와 

나이지리아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입증 부족으로 모두 기각했다. ibid., paras. 323-324.

98) Supra note 92, Dissenting opinion of Judge Ajibola, para. 174.

99) Ibid., para. 176. 나이지리아 측 구두변론은 CR 2002/20 (Watts), p. 26. paras. 9-10.

100) Supra note 92, Dissenting opinion of Judge Ajibola, paras. 17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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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선과 경계석의 표시 또는 그 불확실성에 따른 착오들이 생기게 마련

임을 지적했다. 이러한 착오들은 국가책임을 발생시키는 고의적 행위

(deliberate acts)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101) 그러면서 카메룬의 책임과 배

상 추궁은 국경문제에 있어 일단 권원의 존재가 확립되면 자동적으로 국

가책임이 성립된다는 잘못된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 간 

의견 차만으로 국가책임이 곧바로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102)

  위 논리는 앞서 정책적 고려에 따른 판단과 달리 국경분쟁에 있어 국

가책임 성립의 전제가 되는 국제의무 위반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국경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국이 믿는 국경을 기초로 

선의로 행동한 국가는 국경획정 결과 해당 지역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타국의 영토주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103)

  결과적으로 재판소는 “책임 여부와 그 정도를 다루지 않는다”는 판시

를 통해 나이지리아의 국제의무 위반과 국가책임 성부에 침묵했다. 이에 

따라 당사국 모두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를 남겼다. 예컨대 카메

룬 측 임시재판관 Mbaye는 재판소가 책임 문제를 검토하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나이지리아의 책임이 없다고 한 것도 아니라고 했다. 그는 국

제의무 위반과 피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피해국은 국가책임에 따라 배상

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원론적인 지적을 개별의견으로 남겼다.104)

   (2) 두 건의 코스타리카-니카라과 사건 (2015/2018)

  국경분쟁 사건에서는 분쟁지역에 대한 주권의 향방에 대한 판단을 기

초로 군대 등 행정력의 철수를 명하는 판결이 내려짐이 통상적이다. 예

101) Ibid., para. 179. 

102) Ibid., paras. 183, 186. 

103) 전통적으로 국가책임의 성립요건으로 고의 또는 과실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이론상 논란

이 있어 왔으나 오늘날 국가책임초안은 불요설의 입장으로 정리된 것으로 평가된다. 즉 고

의 또는 과실 자체가 국제의무 위반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지언정 국제의무 위반과 별

도의 국가책임의 성립요건으로 이해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통설적 입장이다. 이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은 김석현, 전게서(각주 66), 293-323쪽.

104) Supra note 92, Separate opinion of Judge Mbaye, paras. 143, 147.  



- 50 -

컨대 ICJ는 Temple of Preah Vihear 사건(1962)에서 프레아 비헤어 사

원 및 그 인근 지역에 대해 캄보디아의 주권을 인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태국의 군대, 경찰 등을 철수시키도록 판결했다.105) 실제 분쟁당사국이 

카메룬-나이지리아 사건(2002)에서와 같이 국가책임 및 배상까지 문제 

삼는 경우는 흔치 않다.106) 이는 국가들 또한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실

질적으로 우선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주권침해에 따른 책임 문제가 본안에서 다루어져 금전배상 판

결까지 이어진 사례도 존재한다. 2010년 11월 코스타리카가 니카라과를 

상대로 제소한 국경지역에서 니카라과가 행한 특정 활동에 관한 사건(이

하 “특정활동 사건”)이 거의 유일한 사례다.107) 위 사건에서 코스타리카는 

분쟁지역의 주권이 자국에 속함을 판결해 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니카

라과가 코스타리카의 주권과 영토적 일체성을 존중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자국의 피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요구했다.108) 이에 대

해 니카라과는 앞서 카메룬-나이지리아 사건(2002)의 판시를 원용하면

서 산후안강의 입구 지역에서 경계선의 구체적 위치에 다툼이 있음을 주

장했다.109) 그러나 재판소는 2015년의 본안판결에서 분쟁지역의 주권이 

코스타리카에 속한다는 판단 하에 니카라과의 활동은 코스타리카의 영토

105) Case concerning the Temple of Preah Vihear (Cambodia v. Thailand), Merits, 
Judgment of 15 June 1962, I.C.J. Reports 1962, p. 37.

106) Enrico Milano & Irini Papanicolopulu, supra note 11, p. 589.

107) Rosalyn Higgins는 2005년 글에서 과거 ICJ의 영토분쟁 사건에서 국가책임을 인정한 판단

은 없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Rosalyn Higgins,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Selected Issues of State Responsibility”, in Maurizio Ragazzi (ed.),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Today: Essays in Memory of Oscar Schachter (Brill, 2005), p. 286. 그

러나 코스타리카-니카라과 특정활동 사건(2015)에서 국가책임과 금전배상이 인정됨으로써 

위 설명은 다소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108) 위 사건은 2011년 12월 니카라과가 코스타리카를 상대로 제소한 산후안강을 따라 건설된 

도로 사건과 병합되어 2015년 12월 본안판결이 내려졌다. 관련 청구취지는 Certain 
Activities Carried Out by Nicaragua in the Border Area (Costa Rica v. Nicaragua) 
and Construction of a Road in Costa Rica along the San Juan River (Nicaragua v. 
Costa Rica), Judgment, I.C.J. Reports 2015, para. 49, 청구취지 (2)(a), (b)(i), (c) 참조. 

109) Ibid., Counter-Memorial of Nicaragua, Vol. I (6 August 2012), para.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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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침해에 해당되며 그로 인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110) 이에 

따라 실제 2018년 2월 금전배상 판결이 추가로 내려졌다.111)

  한편 코스타리카는 2014년 2월 양국 간 해양경계획정사건을 ICJ에 제

소하고 이어서 2017년 1월 Isla Portillos의 북부 지역의 육상경계사건

(이하 “육상경계사건”)을 또다시 제기했다. 위 육상경계사건에서는 산후안강 

최하류 지역의 정확한 경계와 니카라과의 군사시설 설치가 문제되었다. 

코스타리카는 Isla Portillos 해변에 대한 니카라과의 군사시설 설치는 

코스타리카의 주권과 영토적 일체성에 대한 침해이며 동시에 2015년의 

특정활동 사건의 판결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특정활동 사건에서

와 달리 동 지역에서의 철수와 2015년 판결의 준수를 요구할 뿐 별도의 

금전배상을 요구하지는 않았다.112) 재판소는 해양경계획정사건과 병합되

어 2018년 내려진 최종판결에서 동 지역의 주권이 코스타리카에 속함을 

확인하고 니카라과의 군사시설 설치는 코스타리카의 영토주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다만 2015년 판결에서 구체적인 경계를 설정한 것은 아니었

으므로 위 판결에 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다. 아울러 영토주권 위반

의 선언과 군사시설의 철수로 적절한 배상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113)

  재판소는 위 사건들에서 당사국의 청구에 따라 일방의 영토주권 침해

를 적극적으로 인정했다. 특히 특정활동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금전배상

까지 인정함으로써 카메룬-나이지리아 사건(2002)과 달리 적극적인 사

법작용을 보이고 있다. 판결문상으로 영토주권 침해 판단에 있어 경계선

에 대한 오인 내지 착오에 따른 고려는 달리 드러나지 않았다.

  다. 국경분쟁에서 선의의 작용

110) Supra note 108, paras. 92-93.

111) Certain Activities Carried Out by Nicaragua in the Border Area (Costa Rica v. 
Nicaragua), Compensation, Judgment, 2 February 2018.

112)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Caribbean Sea and the Pacific Ocean and Land 
Boundary in the Northern Part of Isla Portillos (Costa Rica v. Nicaragua), Judgment, 
2 February 2018, para. 43.

113) Ibid., paras. 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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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국경분쟁이나 해양경계획정분쟁에 있어 국가의 “선의”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카메룬-나이지리아 사건(2002)에서 Ajibola 재판관

의 의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114) 나이지리아는 바카시 반도 등 분쟁지

역의 주권이 카메룬에 귀속된다고 판단되더라도 자국의 점령행위는 선의

에 의한 것임을 강조했다.115) 실제 국경분쟁에 있어 국경획정의 근거가 

되는 조약의 효력이나 국경의 구체적인 위치 등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발

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론상 문제된 점령행위가 “합리적 착오”나 “정직

한 믿음”에 기초한 것이라면 그러한 점령행위 자체를 당초 국가책임 성

립의 전제가 되는 국제의무의 위반으로 평가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 경우 점령행위가 점령국의 악의 여타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결과라

는 점은 결국 입증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러나 국가의 정신적 요소를 입

증·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국경분쟁에 있어 고의적인 

영토주권 침해라는 의무 위반의 판단은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곤란한 문

제가 될 수 있다.116) 더구나 분쟁의 신속한 해결의 요구를 감안하면 국

제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없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국제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은 책임 유무와 배상 문제를 둘러싼 추가적인 

분쟁의 불씨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국경분쟁에서 영

토주권 침해금지 또는 영토주권 존중의무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그 자체가 힘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하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이

러한 문제로 인해 카메룬-나이지리아 사건(2002)에서 ICJ 역시 나이지

114) Supra note 92, Dissenting opinion of Judge Ajibola, paras. 179, 183, 186.

115) Supra note 92, CR 2002/20 (Watts), p. 30, para. 24.

116) 코르푸 해협 사건에서는 단지 어떤 국가가 그 영역에 대해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진 여하한 국제위법행위를 반드시 알고 있다든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다른 사정들과 별개로 그 자체만으로 일응의 책임이나 입증책임의 전환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국이 직접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광범

위한 사실상의 추정이나 정황증거에 대한 호소와 같은 간접증거에 의한 입증도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Corfu Channel case (United Kingdom v. Albania), Merits, Judgment of April 
9th, 1949, I.C.J. Reports 1949, p. 18. 영토의 불법점령에 대한 고의 입증에도 여러 증거

들이 동원될 수 있겠으나 엄밀하게 점령행위 그 자체로 일응의 책임 또는 고의가 추정된다

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만큼 고의의 입증은 현실적으로 곤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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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의 선의 문제, 나아가 국제의무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

급을 회피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당사국의 청구에 답변을 하지 아

니한 점은 재판의 불응이라는 비판도 가능하다.

  반면 비교적 최근의 코스타리카-니카라과 간 일련의 사건은 카메룬-

나이지리아 사건(2002)과는 사뭇 다른 접근방식을 보였다. 사실상 객관적

인 영토귀속에 따라 주권침해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된 접근양상을 보였

다. 그러나 카메룬-나이지리아 사건(2002)에서의 접근법은 여전히 그 영

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Gevorgian 재판관은 코스

타리카-니카라과 육상경계사건(2018)에서 다음 취지의 선언을 제출했다. 

그는 2015년 특정활동 사건에서 경계선에 대한 명확한 특정이 없었으므

로 니카라과의 군사시설 설치가 코스타리카의 주권침해라는 결론에 동의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카메룬-나이지리아 사건(2002)에서와 같이 

니카라과에 대한 철수 명령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117) 그는 

이러한 접근이 훨씬 현실에 가깝다고 지적하면서 판결이 내려진 시점을 

기준으로 니카라과의 군사시설이 위치한 영토에 코스타리카의 주권이 확

립되었다는 점을 덧붙였다.118)

  Gevorgian 재판관의 의견도 국경선에 대한 착오나 오인 문제를 상세

히 거론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제의 지역에 대한 주권

의 확립 시기를 “판결시”로 인식함으로써 그 이전 국경이 불분명한 상태

에서 주권침해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특히 그

는 국경분쟁에 관한 판결이 선언적 효과(declaratory effect)를 갖는다는 부

르키나파소-말리 간 국경분쟁사건(1986)의 판시119)를 소급효의 법적의

제(legal fiction of retroactivity)로 표현했다.120) 국경분쟁의 판결 이전부터 

117) Supra note 112, Declaration of Judge Gevorgian, paras. 8-9. 

118) “Such a decision would have been closer to the realities on the ground, as only on 

2 February 2018 (that is, the date of delivery of the present Judgment) has Costa 

Rica’s sovereignty over the territory where Nicaragua’s camp was located been 

established.” ibid., para. 9.

119) Frontier Dispute (Burkina Faso / Mali), Judgment, I.C.J. Reports 1986, para. 17.

120) Supra note 112, Declaration of Judge Gevorgian, para. 9, footnote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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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의 기초가 되는 법적권원(legal title)이 존재하더라도 이에 대한 현실

적 확인은 판결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판결의 선언적 효과란 소급효의 의

제로 이해될 수 있다. 나아가 국경분쟁 판결을 토대로 자동적인 주권 침

해를 인정하는 것 역시 판결의 소급효에 따른 의제의 산물일 수밖에 없

다. 즉 자동적인 주권침해 인정은 법논리에 따른 허구이다. 이 점을 고

려한다면 현실적인 입증의 곤란함이 존재하기는 하나 법리적으로는 국제

의무 위반 판단에 있어 경계선에 대한 선의를 토대로 주권침해의 고의 

여부를 검토함이 보다 타당한 접근법이라 판단된다. 

  그렇다면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경계획정 이전의 주권적 권리 침해 문

제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앞서 카메룬-나이지리아 사건(2002)의 

접근법은 이하에서 살펴볼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분쟁 사례들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분쟁 사례 

  가. 니카라과-콜롬비아 사건 (2012) 

  니카라과-콜롬비아 사건(2012)은 1928년 당시 니카라과를 점령하고 

있던 미국과 콜롬비아 사이에 체결된 Barcenas‑Esguerra 조약(이른바 

“1928년 조약”)에 대한 입장차에서 비롯되었다. 동 조약은 San Andrés, 

Providencia, Santa Catalina 섬과 San Andrés 군도를 구성하는 기타 섬‧

소도‧암초에 대한 콜롬비아의 영유권을 인정하고 있었다(제1조). 또한 동 

조약의 비준서 교환을 위한 1930년 의정서는 조약 제1조에 정한 San 

Andrés와 Providencia 군도는 서경 82도선 서쪽을 넘어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121) 콜롬비아는 1928년 조약과 1930년 의정서에 의해 서경 

82도선이 양국 간 경계선이라는 입장을 취했다.122) 반면 니카라과는 이

를 부정하며 1967~68년 서경 82도선 以東에 위치한 Quitasueno 인근 

해역에서 석유개발을 진행했다. 이듬해 6월 콜롬비아의 공식항의 제기에 

121) Supra note 60, paras. 40-41.

122) Ibid., para.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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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양국 간 분쟁은 현실화되었다.123)

  ICJ에 회부된 위 사건에서 니카라과 측의 주된 청구는 양국 간 도서 

영유권과 해양경계획정 문제였다. 이와 함께 니카라과는 콜롬비아가 니

카라과 어선들의 서경 82도선 以東 수역으로의 접근을 방해했다고 주장

하며 국제법상 의무 위반의 선언을 요청했다.124) 이에 대한 콜롬비아의 

핵심 반박은 경계획정판결에 따른 해당 수역의 귀속 문제와 무관하게 경

계획정 이전의 권원주장에 대해서는 국가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었다. 위 주장은 콜롬비아의 기존 경계선 주장에 대한 선의(good faith)를 

강조한 것이었다. 콜롬비아는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관할권 항변

에 대한 판결(2007) 당시 임시재판관 Gaja의 선언을 원용했다. 이는 “콜

롬비아가 1928년 조약을 해양경계선으로 넓게 해석하는 것이 설령 틀린 

것이라 하더라도 조약의 중대한 위반을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125)

또한 카메룬-나이지리아 사건(2002)을 원용하면서 국경․경계획정사건에

서 국가책임의 성립은 높은 수준의 입증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126)

123) Ibid., para. 69.

124) “Colombia is not acting in accordance with he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by 

stopping and otherwise hindering Nicaragua from accessing and disposing of her 

[그림 7] 최종해양경계선 
(니카라과-콜롬비아 사건 판결문, p. 94. Sketch-map No. 11 [서경 82도선 연구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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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는 우선 1928년 조약이 서경 82도선을 양국 간 해양경계로 확

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127) 이어 문제된 10개의 도서들에 

대한 영유권 판단 후128) 3단계 접근법에 의해 경계획정을 했다. 나아가 

서경 82도선 以東 수역으로의 접근방해 주장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그 

청구를 기각했다.129) 그 이유에 대한 판시는 다음과 같다.

  “[…] 재판소의 판결로서 관련 해역에서의 니카라과와 콜롬비아 간 해양경계선이 획정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동 판결을 통해 니카라과가 주장한 수역 전체가 니

카라과 측에 귀속되지 않았으며 니카라과가 자국 어선의 접근을 주장한 해양수역 중 

일부는 오히려 콜롬비아 측에 귀속되었다. 따라서 재판소는 니카라과의 청구는 근거 

없다고 판단한다.”130)

  콜롬비아는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었다.131) 그로 인해 이 사건에서 협

약상 규정들이 직접 적용된 것은 아니다. 다만 니카라과의 청구내용을 

볼 때 콜롬비아가 위반했다고 주장한 국제법상 의무는 서경 82도선 以

東 수역에서 니카라과의 어업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존중하고 침해하지 

아니할 의무로 이해된다. 즉 콜롬비아가 동 수역으로의 니카라과 어선의 

진입을 차단함으로써 위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natural resources to the east of the 82nd meridian” ibid., para. 248. 

125) Ibid., para. 9.15.

126) Supra note 60, Rejoinder of Colombia, Vol. 1 (18 June 2010), para. 9.7.

127) Supra note 60, para. 219. 

128) 10개의 분쟁도서 중 1928년 조약에 명시된 San Andrés, Providencia, Santa Catalina에 

대해서는 동 조약에 근거하여 콜롬비아 측의 영유권을 인정하고 나머지 도서들에 대해서는 

effectivités에 입각하여 결정적 기일 이전에 행사된 각국의 주권적 행위들을 검토했다. 그 

결과 10개 도서 모두 콜롬비아 측의 영유권이 인정되었다. 

129) Supra note 60, para. 251.

130) “The consequence of the Court’s Judgment is that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Nicaragua and Colombia throughout the relevant area has now been delimited as 

between the Parties. In this regard, the Court observes that the Judgment does not 

attribute to Nicaragua the whole of the area which it claims and, on the contrary, 

attributes to Colombia part of the maritime spaces in respect of which Nicaragua 

seeks a declaration regarding access to natural resources. In this context, the 

Court considers that Nicaragua’s claim is unfolded.” ibid., para. 250.

131) Ibid., para.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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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미획정 수역에서 경계획정 이전의 행위로 인한 주권적 권리 침해 문

제가 다루어진 첫 번째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132)

  여기서 재판소가 니카라과의 청구를 기각한 핵심이유는 “니카라과가 

자국 어선의 접근을 주장한 수역 중 일부는 콜롬비아에 귀속되었다”는 

점이었다. 위 사실은 콜롬비아의 서경 82도선 주장이 과도한 것일 수는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타당한 것이기도 함을 뒷받침한다. 우선 사후 콜롬

비아에 귀속된 수역에 대한 차단행위는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이었음이 

확인된 셈이다. 나아가 콜롬비아가 서경 82도선을 기준으로 니카라과의 

어업에 대한 권리행사를 차단하였더라도 이는 전체적으로 고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는 힘들다는 의미로도 이해된다. 만약 수역의 귀속만을 

토대로 위법성을 평가했다면 적어도 경계획정 결과 니카라과 측에 귀속

된 서경 82도선 以東의 수역에 대해서는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야 했다.

  이 사건에서는 경계획정 이전의 주권적 권리 침해에 따른 국제의무 위

반을 분명히 부정했다. 나아가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수역의 귀속을 전제로 위법성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 판단은 주

권적 권리 침해의 고의를 부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카메룬-

나이지리아 사건(2002)의 불분명한 태도보다 분명 진일보한 것이었다.

  나.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 (2017)

   (1) 재판소의 판단

  경계획정 이전의 행위로 인한 주권적 권리 침해 문제가 다루어진 다음 

사례는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2017)이었다. 서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가나와 코트디부아르는 각기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1957년과 1960년에 

132) 니카라과는 이 사건 이전 다른 해양경계획정 사건에서도 유사 쟁점을 제기하고자 하는 움직

임을 보였다. 니카라과는 1999년 12월 온두라스를 상대로 ICJ에 제소한 영토·해양분쟁 사건

(2007)에서 소장 제출 당시 북위 14도 59분 08초 以北 수역에서 니카라과 어선에 대한 온

두라스의 조업방해 행위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유보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Application Instituting Proceedings filed in the Registry of the Court on 8 December 

1999, Maritime Delimitation between Nicaragua and Honduras in the Caribbean sea 

(Nicaragua v. Honduras), para. 7. 하지만 실제 소송과정에서 위 청구는 제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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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을 이루었으나 양국 간 

해양경계는 획정되지 않은 상

태였다.133) 그러던 중 2007

년 서부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매장량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쥬빌리(Jubilee) 유전이 가나 

측 수역에서 발견되어 2010

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

되었다. 그 과정에서 가나는 

쥬빌리 유전으로부터 더욱 코

트디부아르 쪽으로 들어온 지

점에서 TEN(Twneboa, Enyenra, 

and Ntomme) 유전을 추가로 발견했다. 그 결과 2009년부터 2014년 사이

에 TEN 유전134)에서 가나의 일방적 허가 하에 34개의 탐사․개발공이 

굴착되었다.135) 양국은 쥬빌리 유전 발견 직후 가나의 제안으로 2008년

부터 경계획정협상을 개시했으나 이 사건 소제기 직전인 2014년까지 6

년 간의 교섭은 성과가 없었다. 이 사건은 2014년 12월 특별협정에 따

라 ITLOS 특별재판부에 회부되었고 재판부는 2015년 4월 가나의 새로

운 굴착 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발령했다.136) 이후 양측의 공방을 

거쳐 2017년 9월 23일 최종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양국 간 해양경계획정이 주된 쟁점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가나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잠정등거리선을, 코트디부아르는 특별한 사정의 

133) 양국의 육상경계설정 과정에 관하여는 supra note 44, Counter-Memorial of Côte 

d'Ivoire (4 April 2016), para. 1.29. 참조.

134) [그림 8]에서 육상경계의 끝점에서 남남서 방향으로 그어진 선은 가나가 주장한 해양경계선

(잠정등거리선), 남남동 방향으로 그어진 선은 코트디부아르가 주장한 해양경계선(각의 이등

분선), TEN 유전은 가운데 박스 부분이다. ibid., p. 59. SKETCH-MAP 2.3: Status of oil 

activities in the west of the offshore oil area delimited by Ghana, December 2014. 

135) Supra note 44, Counter-Memorial of Côte d'Ivoire (4 April 2016), paras. 2.83.-2.95.

136) Supra note 43, para. 108. 

[그림 8] 가나의 석유탐사․개발 현황

(Counter-Memorial Côte d'Ivoire, p. 59, SKETCH-MA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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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를 이유로 한 각의 이등분선을 주장했다.137) 재판부는 두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3단계 접근법에 입각하여 잠정등거리선에 기초한 경계획정을 

했다.138) 한편 코트디부아르는 가나의 일방적 행위의 적법성도 다투었

다. 가나의 석유탐사․개발활동이 코트디부아르의 대륙붕에 대한 주권적 

권리 침해(제77조․제81조․제193조)라는 것이었다.139)140)

  코트디부아르는 주권적 권리 침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륙붕 권

원의 시원적 성격을 강조했다. 우선 대륙붕에서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는 

해양경계획정을 통해 형성(create)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에 명확성

(certainty)이 부여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재판소의 경계

획정 판결은 형성적인 것이 아니라 선언적 성격을 가지며 경계획정 판결

과 무관하게 연안국은 대륙붕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보유한다는 취지를 

덧붙였다.141) 특히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안국의 대륙붕에 대한 권리

는 그 자체로 시원적으로 존재한다는 북해대륙붕사건(1969)의 판시142)를 

원용했다. 이러한 시원적 성격으로 인해 대륙붕에 대한 권리는 경계획정 

이전이라도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카메룬-나이지리아 사건

(2002)을 들며 경계미획정 상태에서도 주권적 권리의 침해와 국가책임 

137) 가나의 주요 주장은 supra note 44, paras. 249-252, 265-269; 코트디부아르의 주요 주장

은 ibid., paras. 253-256, 270-276, 405-407.

138) Ibid., paras. 257-263, 277-289.

139) Ibid., para. 544.

140) 코트디부아르의 최종 청구취지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ibid., para. 63. 

     (2) to declare and adjudge that the activities undertaken unilaterally by Ghana in the 

Ivorian maritime area constitute a violation of:

         (i) the exclusive sovereign rights of Côte d'Ivoire over its continental shelf, as 

delimited by this Chamber.

141) Supra note 44, Counter-Memorial of Côte d'Ivoire (4 April 2016), paras. 9.4-9.11. 코

트디부아르는 협약 제77조, 제81조, 제193조에서 이러한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을 밝혔다. ibid., paras. 9.5-9.6. 또한 이러한 권리의 배타성은 경계획정을 통해 창출

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속성상 그 자체로 고유한 것임을 강조했다([…] the exclusivity 

of States’ rights […] over the continental shelf is a feature inherent in the nature 

of these rights, which does not arise by virtue of the delimitation but has its origin 

in customary law). ibid., para. 9.10.

142) Supra note 61, para.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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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 가능하다고 지적했다.143) 결국 가나의 행위는 경계획정 이

전이라도 주권적 권리 침해 금지의 위반을 구성한다는 것이었다.144)

  가나 역시 경계획정 판결이 선언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분쟁수역에서의 행위가 자동적으로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에 대한 

침해임을 인정한 국제판례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코트디부아

르의 주장에 따른다면 단지 일국의 주장만으로 관련 분쟁이 해결될 때까

지 해당 수역에서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는 극단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

는 점을 덧붙였다. 또한 북해대륙붕사건(1969)에서 대륙붕에 대한 권리가 

행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과 뒤늦게 해당 수역에 대한 소급적인 

권리 주장을 하는 것은 별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했다.145) 위 주장은 

경계획정 판결을 통해 해당 수역이 타국에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소급적

으로 분쟁수역에서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 사건의 핵심은 경계획정 판결을 통해 소급적으로 대륙붕에 대한 주

권적 권리의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코트디부아르는 대륙붕

의 시원적 성격을 강조했고 가나는 이러한 대륙붕의 성격과 권리 침해 

문제는 별개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소는 대륙붕 권원이 갖는 시

원적이고 고유한 성격에 대해서는 동의했다.146) 그러나 양국의 의견과 

달리 경계획정 판결은 권원중첩상태에서 어느 한 국가에게 우선적인 권

원을 부여하는 “창설적 성격”(constitutive nature)을 가지며 단순히 선언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147) 이어서 재판소는 앞서 니카

143) Supra note 44, Counter-Memorial of Côte d'Ivoire (4 April 2016), paras. 9.12-9.14.

144) Ibid., para. 9.15. 이와 함께 구제수단으로는 대륙붕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에 대하여는 원

상회복을, 유전의 손실에 대하여는 금전배상을 구했다. supra note 44, paras. 570-572.

145) Supra note 44, Reply of Ghana, Vol. 1 (25 July 2016), paras. 5.8- 5.11.

146) Supra note 44, para. 590.

147) “[…] in a case of overlap both States concerned have an entitlement to the relevant 

continental shelf on the basis of their relevant coasts. Only a decision on 

delimitation establishes which part of the continental shelf under dispute appertains 

to which of the claiming States. This means that the relevant judgment gives one 

entitlement priority over the other. Such a decision accordingly has a constitutive 

nature and cannot be qualified as merely declaratory.” ibid., para.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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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과-콜롬비아 사건(2012)을 원용148)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 일국에 의한 해양활동이 ① 경계획정 판결에 앞서 수행되었고, ② 관련 대륙붕

이 양국의 선의에 의한 주장(claims made in good faith)의 대상인 경우, 해당 대륙

붕이 국제재판에 의해 타국에 귀속되더라도 그 활동이 타국의 주권적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될 수는 없다.”149)[①, ② 표시는 연구자 추가]

  이러한 전제 하에 재판소는 가나의 유전탐사․개발활동이 코트디부아르

의 주권적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아니하며 설령 판결에 의해 해당 수

역이 코트디부아르 측에 귀속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150)

   (2) 검 토

  이 사건에서 경계획정 이전의 주권적 권리 침해 문제에 대한 당사국의 

주장과 재판부의 판단은 니카라과-콜롬비아 사건(2012)에 비해 상당히 

정치화되었다. 그러나 위 판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많은 비판들이 제기

되고 있다.151) 이하에서는 논자들의 위 판시에 대한 몇 가지 비판들을 

148) Ibid., para. 593.

149) “[…] maritime activities undertaken by a State in an area of the continental shelf 

which has been attributed to another Sate by an international judgment cannot be 

considered to be in violation of the sovereign rights of the latter if those activities 

were carried out before the judgment was delivered and if the area concerned was 

the subject of claims made in good faith by both States.” ibid., para. 592. 

150) “[…] the argument advanced by Côte d'Ivoire […] is not sustainable, even assuming 

that some of those activities took place in areas attributed to Côte d'Ivoire by the 

present Judgment.” ibid., para. 594.

151) 위 쟁점을 포함한 동 사건에 대한 평석(발간․공개일순)은 Nigel Bankes, “ITLOS Judgment in 

the Maritime Boundary Dispute between Ghana and Côte d'Ivoire” (27 October 2017), 

pp. 1-10 (동 자료는 온라인 자료로서 이하 이 글의 각주에서 인용하는 온라인 자료의 인터

넷 주소는 참고문헌 목록에만 기재함); Natalia Ermolina & Constantinos Yiallourides, 

“State responsibility for unilateral hydrocarbon activities in disputed maritime areas: 

The case of Ghana and Côte d'Ivoire and its implications” (23 November 2017), pp. 

1-6; Nicholas A. Ioannides, “A Commentary on the Dispute Concerning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Ghana and Côte d'Ivoire in the Atlantic Ocean (Ghana 

/ Côte d'Ivoire)”,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Law Journal, Iss. 3, (2017), pp. 48-61 

(이하 Nicholas A. Ioannides (2017)로 표기함); Nuwan Peiris, “Ghana v. Ivory Coast”,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12, No. 1 (Jan., 2018), pp. 88-93; 

Robin Churchill, “Dispute Settlement in the Law of the Sea: Survey for 2017”,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Vol. 33, No. 4 (Nov., 2018),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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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위 판시에 담긴 법리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가) 잠정조치와의 일관성

  첫째, 위 판시는 잠정조치 사건의 논리와 일관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152) 잠정조치 사건에서 재판소는 가나에 의한 탐사․개발활동은 대

륙붕에 대한 물리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야기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본안에서 대상수역의 일부나 전부가 코트

디부아르 측에 귀속될 경우 코트디부아르의 권리에 대한 불가역적 영향

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153) 이와 유사한 판시는 과거 에게해 대륙붕 

잠정조치 사건(1976)에서도 확인된다. 당시 ICJ는 중첩 대륙붕에서 터키

의 지진파 탐사행위에 대해 회복 불가능한 손해 요건의 충족을 부정함으

로써 그리스의 잠정조치 신청을 배척했다. 그러나 그 논증과정에서 연안

국의 동의 없는 지진파 탐사가 연안국의 권리 침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154) 위 에게해 대륙붕 사건의 판시는 대륙붕의 시원적 

성격을 언급한 북해대륙붕사건(1969)의 판시(전게주 80)와 함께 경계획정 

이전의 주권적 권리 침해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요근거가 되었다. 이 점

656-667; Constantinos Yiallourides, “Calming the Waters in the West African Region: 

The Case of Ghana and Côte d'Ivoire”, Af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Vol. 26, No. 4 (Nov., 2018), pp. 507-526 (이하 Constantinos 

Yiallourides (2018)로 표기함); Millicent McCreath & Zoe Scanlon, “The Dispute 

Concerning the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Ghana and Côte 

d'Ivoire: Implications for the Law of the Sea”,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50, No. 1 (Published Online, Feb., 2019), pp. 1-22; Youri van Logchem,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States in Disputed Maritime Areas: What Lessons Can 

Be Learned from the Maritime Boundary Dispute between Ghana and Côte d'Ivoire?”,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ol. 52, No. 1 (Mar., 2019), pp. 121-177 (이

하 Youri van Logchem (2019)로 표기함); Nicholas A. Ioannides (2019), supra note 50, 

pp. 345-368; Constantinos Yiallourides (2019), supra note 90, pp. 149-171. 

152) Nigel Bankes, supra note 151, pp. 8-9; Natalia Ermolina & Constantinos Yiallourides, 

supra note 151, p. 3; Robin Churchill, supra note 151, p. 663; Constantinos 

Yiallourides (2019), supra note 90, pp. 164-165.

153) Supra note 43, paras. 88-91.

154) “[…] might, no doubt, raise a question of infringement of the latter’s exclusive right 

of exploration.”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Greece v. Turkey), Interim Protection, 

Order of 11 September 1976, I.C.J. Reports 1976, para.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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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위 가나-코트디부아르 잠정조치 사건(2015)의 판시 또한 경계획정 

이전의 주권적 권리 침해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본안사건의 판단이 위 잠정조치 사건의 판시와 모순된다는 비

판은 납득하기 어렵다. 잠정조치 사건의 판시는 경계획정 이후 해당 수

역의 귀속에 따라 권리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반적 가능성 

내지 개연성을 언급한 것이다. 잠정조치는 본안판단 이전 단계에서 긴급

한 권리보호를 위해 발령되는 것으로 잠정조치 사건에서의 판단이 곧 권

리의 존재 또는 의무 위반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잠정조치 사건

의 여하한 판단이나 논리가 본안에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

다. 하물며 이 사건 본안판결에서 설시된 요건(① 경계획정 이전 수행, ② 선

의의 주장)을 살펴보면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행위국의 선의가 인정될 수 

없는 경우 본안에서도 주권적 권리의 침해가 성립될 여지는 열려 있다. 

즉 본안판단이 경계획정 이전의 행위로 인한 주권적 권리 침해의 가능성

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경계획정 결과 문제된 수역이 행위국에 

귀속되지 않을 경우 행위국의 선의 여부에 따라 주권적 권리 침해의 성

립도 가능하다. 따라서 경계획정 결과 문제된 수역이 행위국에 귀속되지 

않을 경우 권리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잠정조치 사건의 판시

는 본안에서 설시된 요건과의 관계에서도 조화가 가능하다. 

    (나) 경계획정의 창설적 성격

  둘째, 이 사건에서 상당한 논란이 된 부분 중 하나는 경계획정 판결의 

창설적 성격에 대한 판시이다. 변론과정에서 양국 모두 경계획정 판결의 

성격을 “선언적”으로 이해하는 데 동의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판시

가 의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측면은 분명 존재한다. 더구나 논자들 역

시 북해대륙붕사건(1969)에서 설시된 대륙붕의 시원적 성격(전게주 80)을 

들어 위 판시를 제법 당혹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155)

  Van Logchem 교수의 논문에서는 이러한 인식의 배경을 보다 상세히 

155) Nicholas A. Ioannides (2017), supra note 151,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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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 수 있다. 그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재

판소가 경계획정을 권리창설적인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주권적 권리가 존

재하지 않거나 침해될 수 없다는 식의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물론 

재판소가 위와 같은 식의 결론을 염두에 두고 경계획정의 성격을 창설적

이라고 표현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아무튼 위 결론은 경계획정의 선언적 

성격과는 조화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둘째, 그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

도 지적한다. 즉 경계획정 판결로 권원의 공존 상태가 해소되고 주권적 

권리의 범위가 명확하게 되며, 그 행사에 제한이 있던 권리가 완전하게 

배타적인 행사가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창설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언제 주권적 권리의 침해

가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한다. 판결에 따르면 선의가 부정되지 않는 한 

주권적 권리의 침해는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주권적 권리의 침

해는 불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다. 나아가 이러한 권리가 어떻

게 진정으로 고유하고 배타적 권리인지 의문을 던진다.156)

  위 비판의 핵심은 재판소가 경계획정을 창설적으로 이해함에 따라 “경

계획정 이전”의 주권적 권리의 존재 내지 침해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생각건대 이러한 인식에는 크게 두 가지 

관념이 토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경계획정의 선언적 성

격이 인정되어야만 경계획정 이전의 주권적 권리, 특히 대륙붕의 시원적 

성격이 유지될 수 있다는 관념이다. 둘째, 경계획정 이전의 주권적 권리

는 온전한 배타적 권리라는 관념이다. 이러한 인식에는 경계획정의 선언

적 성격과 대륙붕의 시원적 성격과의 연계 하에 경계획정 이전의 주권적 

권리의 배타성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경향성이 강하게 담겨 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이해라 볼 수 없다. 오히려 이에 대해서는 역으로 다음의 

두 질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경계획정을 창설적으로 파악하면 대륙붕

의 시원적 성격은 유지될 수 없는가. 경계획정 이전의 권리는 온전한 배

타성을 갖는 권리여야만 하는가.

156) Youri van Logchem (2019), supra note 151, p. 17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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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경계획정의 선언적 성격과 대륙붕의 시원적 성격은 논리적 필연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앞서 판시에서 “창설적”이라는 표현이 대륙붕

에 대한 권리의 성격을 본질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연안국의 대

륙붕에 대한 시원적이면서도 고유한 권원에 대해서는 재판소도 동의한 

바였다.157) 대륙붕의 시원적 성격이란 권리의 성립에 있어 대외적 선언

이나 행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권리의 절대적 배타성을 담보

하는 개념은 아니다(41-43면). 결국 위 “창설적”이라는 표현은 재판소의 

설명과 같이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어느 일국에 종국적으로 그 권원의 우

선권을 명확하게 부여한다는 의미(전게주 147), 즉 범위의 확정이라는 측

면에서 “창설적”이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권원 상태에서의 잠재적 권

리의 온전한 권리로의 전환이라는 의미에서도 “창설적”이라는 표현은 유

효하다. 이 점에서 Van Logchem의 두 번째 설명은 “창설적”의 의미에 

대해 적절한 이해라 하겠다. 국경분쟁에 비추어 보면 일국의 주권이 본

질적으로 불가침의 배타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국경획정을 통해 그 

범위가 명확하게 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경우 국경획정이 창설적 

성격을 가진다고 하여 주권의 본질 자체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국경

획정의 효과를 소급적으로 이해하면 선언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

다. 경계획정의 성격 역시 그 창설적 측면을 강조하든 선언적 측면을 강

조하든 권리의 성립에 있어 명시적 선언에 의하지 않는다는 대륙붕의 시

원적 성격과는 조화로운 이해가 가능하다.

  경계획정 이전의 권리에 배타성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관념 역시 경계

획정의 선언적 성격과 대륙붕의 시원적 성격이 낳은 일종의 도그마이다. 

경계획정은 “선재”하는 권원(title)의 분배라는 의미에서 “선언적”이며, 위 

“선언적”의 표현이 경계획정 이전의 권리가 온전한 배타성을 가져야 함

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경계획정 이전 주권적 권리의 성립을 인정하

더라도 반드시 권리의 배타성이 관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계획정 이전 시점에서의 권리는 권원중첩국가에 대해 침해 금지라는 

157) Supra note 44, para. 590. 



- 66 -

법적의무를 창출하는 근원이 될 수 없다. 경계획정 이전의 주권적 권리

의 배타성은 경계획정에 따라 사후적으로 소급 부여되는 법적의제에 불

과하다. 그 귀속이 불분명한 국경분쟁 지역에서 상대국에게 완전한 주권

을 근거로 철수를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권의 범위가 불분명

한 상황에서 이를 자동적으로 불법적인 주권 침해라 하기도 어렵다. 그

렇다고 주권에 내재한 본질적 성격에 큰 흠결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권리에 내재된 배타성의 관념과 그 현실적인 작용은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경계미획정 상태에서도 침해될 권리의 부존재 내지 침해의 곤란

이 엄청난 법적결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권원중첩상태로 인한 

권리의 내재적 한계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결국 Van Logchem의 첫 번째 지적을 비롯한 경계획정의 창설적 성격

을 둘러싼 세간의 평가들은 비판의 대상이 될 만한 문제의 본질이라 하

기 어렵다. 오히려 이러한 비판들에는 경계획정의 선언적 성격과 대륙붕

의 시원적 성격을 “배타성”의 관념으로 과대 포장한 잘못된 이해가 기저

에 깔려있다. 다만 기존 인식에 비추어 볼 때 재판소가 “창설적”이라는 

표현을 정면에 세운 것은 분명 다소 과도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

인다. 경계획정에는 선언적 성격과 창설적 성격이 공존한다. 이러한 경

계획정의 이중적 성격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거나 “확인적”(confirmatory)과 

같이 “창설적”(constitutive)보다는 약하나 “선언적”(declaratory)보다는 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 대안이었을 것이다. Van Logchem의 두 

번째 지적과 같이 선의 기준에 따라 사실상 주권적 권리의 침해 가능성

이 차단될 수 있는 우려는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위 선의 요건

은 경계선의 불분명으로 인해 요구되는 일차규범 위반 판단에 있어 불가

피한 특성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다) 일방주의에 대한 방임

  셋째, 위 판시는 사실상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일방적 행위의 가능성을 

확장시킨다는 비판이 있다.158) 물론 위 판시가 경계획정 결과 타국에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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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될 수 있는 수역에서 일국의 일방적 행위에 일종의 면죄부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니카라과-콜롬비아 사건

(2012)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판시가 법리적으로 아주 새롭거나 충격적

인 것은 아니다. 위 판시는 해당 수역에 자국의 권원을 토대로 선의로 

행위한 경우에는 경계획정 결과 해당 수역이 행위국의 수역으로 인정되

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타국에 대한 권리 침해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

는 취지이다. 이는 니카라과-콜롬비아 사건(2012)에서의 판시와 동일한 

맥락이다. 일정 지역의 점령국이 판결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더라도 국경선의 오인이나 착오에 따라 그 

점령이 자동적으로 그 영토의 귀속 국가에 대한 주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카메룬-나이지리아 사건(2002)에서 나이

지리아의 선의 주장도 같은 맥락이었다. 이처럼 가나-코트디부아르 사

건(2017)의 법리는 국제의무 위반의 성립요건으로 고의를 요구하는 일차

규범의 특성에 대한 고려 하에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위 판시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159)

  더욱이 위 판시로 인해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무제한적인 일방적 행위

가 가능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해당 수역에 

대한 권리주장은 신의성실한 것, 즉 선의(good faith)에 의한 것이어야 한

다. 또한 제74조 3항과 제83조 3항의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는 

주권적 권리의 침해 문제와 별도로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한다. 따라서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행위가 주권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지 않

는다고 하더라도 경계획정 결과와 무관하게 위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158) Nicholas A. Ioannides (2017), supra note 151, p. 55; Robin Churchill, supra note 

151, p. 663; Constantinos Yiallourides (2018), supra note 151, p. 522; Constantinos 

Yiallourides (2019), supra note 90, p. 165.

159) 위 판시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제시한 논자들의 평석에서도 정작 니카라과-콜롬비아 사건

(2012)에서의 판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찾아보기 힘들다. Robin Churchill 교수 정도가 

이 사건 판결에서 니카라과-콜롬비아 사건(2012)을 원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Robin 

Churchill, supra note 151, p. 663. 그러나 동 교수 역시 두 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하

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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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의 위반 문제는 별도 제기될 수 있다. 백진현 재판관 역시 개별의견

으로 위 주권적 권리 침해에 대한 판시에 비추어 볼 때 신의성실한 협력

과 자제 의무가 결코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160)

3. 평가 및 발전방향

  가. 법리에 대한 평가 

  카메룬-나이지리아 사건(2002)과 니카라과-콜롬비아 사건(2012)에서

의 접근법을 토대로 볼 때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2017)에 대한 비판

들은 다소 과도한 반응이라 사료된다. 생각건대 위 판시는 기존 판례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치화한 판시라고 이해함이 타당하다. 특히 위 판시

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다음의 점에서 정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

다. 첫째, 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

지 않는 경계선, 즉 주권적 권리의 지리적 범위가 어떻게 확인될 수 있

는가. 둘째, 경계획정 이전 권원중첩국가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인 권리의 

제한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셋째, 소급적인 권리침해 가

능성을 인정하더라도 니카라과-콜롬비아 사건(2012)에서 수역의 귀속에 

따라 국제의무 위반이 판단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위 사

건에서 수역의 귀속에 따라 권리 침해를 인정했다면 적어도 서경 82도 

선 以東의 수역 중 객관적으로 니카라과 측에 귀속된 수역에 대해서는 

주권적 권리 침해가 인정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재판소는 이를 부정했

다. 이는 선의 요소의 개입이 없다면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라 판단된다.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2017)의 판시에 대한 비판들에는 하나의 공

통된 지향점이 있다. 바로 경계획정 결과 해당 수역이 타국에 귀속될 경

우에는 주권적 권리의 침해가 자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비판론자들이 본안판결과의 모순을 지적하는 에게해 대륙붕 잠정조치 사

건(1976)과 가나-코트디부아르 잠정조치 사건(2015)의 판시 역시 본안판

결에서의 수역귀속에 따른 주권적 권리의 침해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160) Supra note 44, Separate Opinion of Judge Paik, para.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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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면). 이러한 관점에서 본안판결에서 해당 수역이 코트디부아르에 귀속

되더라도 주권적 권리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시(전게주 

150)는 불필요했다는 지적도 있다.161) 결국 법리의 대립양상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 하나는 코스타리카-니카라과 간 일련의 국경분

쟁 사건에서와 같이 사후적인 국경․경계획정의 결과를 토대로 소급적인 

주권 또는 주권적 권리 침해를 곧바로 인정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니

카라과-콜롬비아 사건(2012),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2017)과 같이 행

위지역․수역이 일부 타국에 귀속되더라도 자동적으로 소급적인 주권 또

는 주권적 권리의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의무 위반 판

단에 있어 경계선에 대한 오인 내지 선의 요건이 추가로 개입될 것이다.

  생각건대 경계미획정 상태에서 타국에 대해 주권적 권리의 침해 금지

를 법적의무로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물론 주권 및 주권적 권

리가 갖는 배타적 속성과 국경․경계획정 판결의 선언적 성격이 일반적으

로 인정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경합하는 권리의무 관계에서 이러한 

배타성은 관철될 수 없다. 국경․경계획정 판결의 선언적 성격 또한 선험

적인 경계선을 상정한 이론적 의제의 산물이다. 따라서 경계미획정 상태

에서는 주권적 권리의 침해가 인정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국경․경계획정을 전제로 한 소급적인 주권적 권리 침해의 판단에 있어서

도 일정한 정신적 요소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행위시에 관념상으로는 존

재하나 확인될 수 없는 경계선 내지 사후적으로 실체화된 권리에 대한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경계선 내지 권리의 존재에 대한 일정한 

인식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할 때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

(2017)에서의 선의 요건의 요구를 결코 부당하다고 하기는 힘들다.162)

161) Nigel Bankes, supra note 151, p. 8; Robin Churchill, supra note 151, p. 663.

162) 현재 ICJ의 소말리아-케냐 해양경계획정 사건에서도 유사 쟁점이 다루어지고 있다. 2014년 

제소된 이 사건에서 소말리아는 인도양 방면의 등거리선에 입각한 단일경계선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소말리아 남부에 접경한 케냐는 위도의 평행선(parallel of latitude)에 입각한 

경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케냐는 경계미획정 수역에 석유탐사를 위한 광구를 설정하고 

민간회사들에 양허를 부여했다. 이에 대해 소말리아는 케냐가 분쟁수역에서 소말리아의 주

권적 권리와 관할권 존중 의무를 위반했으며 추후 경계획정이 될 수역에서 케냐가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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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선의 판단의 기준론

   (1) 일반론 

  문제는 선의 판단의 기준론이다.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2017)의 판

시에 대한 비판 중 가장 경청할 만한 것은 위 선의 기준의 모호성에 대

한 지적이다.163) 행위국의 선의 문제는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2017)

을 통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판단기준은 제대로 

논의된 바 없다. 따라서 동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이라는 비판은 충분

히 타당성이 있다. 재판소의 입장에서 국가가 악의로 행동한다고 판결하

기는 어려울 것이며 악의 입증의 기준 또한 매우 높을 것이라는 견해도 

일리가 있다.164) 현실적으로는 이 사건에서 재판소가 선의 기준론을 제

시하지 않았더라도 경계획정 결과를 토대로 주권적 권리 침해는 부인될 

수 있었다. 이 점에서 재판소가 굳이 위 기준론을 제시함으로써 세간의 

논란을 증폭시킨 측면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존 판례에서 모호하게 

다루어진 법리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도 가능하다. 문제는 

위 선의 기준을 어떻게 정치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지점이다.

  여기서 논의의 출발점으로 위 판시에서 “관련 대륙붕이 양국의 선의에 

의한 주장(claims made in good faith by both States)의 대상인 경우”의 의미가 

규명될 필요가 있다. 만약 경계획정 결과에 따라 자동적인 주권적 권리

의 침해를 긍정하는 입장에 선다면 가장 좁게는 경계획정 결과를 기준으

로 선의 여부가 판단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Churchill 교

수의 지적과 같이 선의에 의한 주장 대상은 일견 양국이 개연성 있게

(plausibly) 주장하는 중첩수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165)

탐사 자료의 이전과 소말리아가 입은 피해의 금전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Case Concerning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Indian Ocean (Somalia v Kenya), Memorial of Somalia 

Vol 1 (13 July 2015), paras. 1.15, 8.1-8.35. 경계획정 이전의 주권적 권리 침해 문제에 

관한 법리 발전 측면에서 재판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별도로 국경분쟁에서의 판례법

리의 추이 역시 지켜볼 필요가 있다.

163) Millicent McCreath & Zoe Scanlon, supra note 151, p. 14.

16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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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히려 판시의 전후 취지를 보면 객관적인 권원중첩수역을 의미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166) 앞서의 기준들을 요건의 엄격성 

정도에 따라 분류하면 ① 경계획정 결과 기준, ② 개연성 있는 중첩수역 

기준, ③ 권원중첩수역 기준 순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경계획정 결과 기준”의 경우 선의 기준이 주권적 권리 침해에 

있어 별도 요건으로서 의미가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사실상 경계획정 

결과와 다른 주장은 모두 악의의 주장이 되며 경계획정 결과에 따른 자

동적인 주권적 권리 침해가 성립하게 된다. 선의 요건을 의미 있게 해석

한다고 할 때 이러한 해석은 과도한 것이라 판단된다. 니카라과-콜롬비

아 사건(2012)에서도 위 입장에 따라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

니었다. 다음으로, “개연성 있게 주장되는 중첩수역”이란 연안국이 신의

성실하게 경계선을 주장하는 경우 발생하는 중첩수역으로 이해할 수 있

다. 여기서는 경계선주장의 신의성실함이 선의 여부의 핵심적인 판단요

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과연 어떠한 경우를 신의성실한 경계선주장이라

고 볼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일응 특정한 경계획정의 방법론을 신의

성실한 경계선주장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 간 합

의된 특정의 경계획정 방법론이 부재한 상황에서 신의성실한 경계획정의 

방법론을 일의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오늘날 등거

리선‧중간선에 기초한 3단계 접근법이 국제판례에서 통용되기는 하나, 

국가실행 측면에서 위 기준론이 EEZ와 대륙붕을 모두 아우르는 보편적 

기준이라 단언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관련 사정을 고려한 각의 이

등분선 방법론, 묵시적 합의 주장 등 여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

할 것인지의 문제도 남는다. 이처럼 보편적인 경계획정 방법론에 대한 

국가 간 명확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신의성실한 주장의 기준을 특정한 

경계획정 방법론과 연계시키는 것은 해당 경계획정 방법론을 국가들에 

165) “[…] those areas of overlap that could plausibly be claimed by both States.” Robin 

Churchill, supra note 151, p. 663.

16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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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에 결국 현재로서는 객관적인 권원의 범

위 내에서 이루어진 주장과 이에 터 잡은 행위에 대해서는 선의를 인정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즉 판례상 “선의”는 곧 권원주장과 

경계선주장의 객관적 권원에의 부합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2017)이 선의 기준론을 제시한 첫 판례라는 

점에서 향후 동 기준론의 발전가능성은 열려 있는 부분이다. 다만 앞서 

권원중첩수역 기준에 따를 경우 다음과 같이 그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권원중첩수역에서 그 권원의 범위 내에서

의 활동에는 선의가 추정될 수 있다. 당사국 모두가 권원중첩을 인정하

는 수역에서의 활동에는 선의 추정에 무리가 없다. 반면 일국이 상대국

의 권원을 부정하는 경우 선의 번복을 위해서는 그 상대국의 권원 내지 

경계선주장이 합리적 근거가 없는 과도한 것이고 이를 상대국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협약이나 국제법에 반하

는 과도한 권원주장, 객관적인 권원을 초과한 경계선주장이 개입된 경우

는 악의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니카라과-콜롬비아 사건(2012)

에서와 같이 경계조약의 일부 확대해석 정도로는 선의 번복은 곤란하다.

  경계획정 이전의 행위로 인한 소급적인 주권적 권리 침해 문제에 있어 

국가의 선의를 요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다만 향후 일

관된 기준 적용과 그 정치화를 위해 나름의 법리적 틀을 마련해 나갈 필

요는 있다. 현실적으로 악의 입증이 얼마나 용이할지는 의문이다. 대부

분의 국가들은 자신의 권원 주장에 믿음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계획정에 따른 소급적인 주권적 권리 침해는 사실상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추론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다고 하여 위 선의 요건

의 법리적 타당성이 부인될 수는 없다. 선의의 작용으로 주권적 권리의 

침해가 부인되는 것은 당연한 법리의 귀결이다. 이는 보이지 않는 경계

선을 토대로 경계획정 이전의 주권적 권리 침해를 의제하는 것보다 오히

려 법논리적으로 정합적이다. 악의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

으나 권원이나 경계선주장의 합리성 등 외부적으로 객관화된 요소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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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그러한 기준을 확립해 나갈 수도 있다. 많은 논자들은 위 선의 기준

의 등장으로 인한 일방주의의 방임을 우려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동 기

준론의 정치화를 통해 근거불명의 과도한 주장과 그에 터 잡은 무분별한 

일방적 행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자제 효과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권원중첩 여부에 다툼이 있는 수역

  앞서의 사건들이 권원중첩수역에서의 주권적 권리 침해 문제가 다투어

진 사례라고 한다면 권원중첩 여부에 다툼이 있는 수역에서의 사례로 남

중국해 사건(2016)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제소국인 필리핀은 중국의 

행위가 필리핀의 EEZ와 대륙붕에서 이루어진 위법한 행위임을 논증하기 

위해 크게 3가지 틀에서 청구를 구성했다. 첫째, 청구취지 1항과 2항을 

통해 중국이 협약상 허용된 범위 이상의 권원주장을 할 수 없으며, 9단

선에 기초한 권원주장이 협약 위반임을 선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둘째, 

3항부터 7항에 이르기까지는 문제된 남중국해 내 각종 지형물들이 EEZ

와 대륙붕을 보유하지 못함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셋째, 8항 이하

에서는 문제의 수역 내 중국의 일방적 행위의 적법 여부를 다투었다.167)

이에 대해 재판소는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었

다. 위 두 단계를 거치면서 중국이 일방적 행위로 나아간 수역은 필리핀

의 EEZ와 대륙붕에 해당하며 중국의 권원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이 확인되었다. 권원중첩 자체가 부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일방

적 행위들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청구취지 8항 이하에서도 필리핀의 주

장이 대거 인용되었다. 중국의 위반이 인정된 규정들은 협약 제56조(청

구취지 8항의 필리핀 수역 내 어업금지 조치),168) 제77조(청구취지 8항의 필리핀 수

역 내 탐사중지 강요),169) 제58조 3항(청구취지 제9항의 필리핀 수역 내 불법조

167) In the Matter of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ward of the Arbitral Tribunal (The 

Hague, 12 July 2016), para. 112. 

168) Ibid., para. 716.

16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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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중국어선에 대한 비호)170)이었다.

  그러나 위 판정에서 중국의 권원주장이 선의에 의한 것인지는 달리 검

토되지 않았다. 즉 문제의 수역에서 중국의 권원주장이 배제됨과 동시에 

곧장 필리핀의 주권적 권리에 대한 침해가 인정되었다. 물론 선의 요건

에 대한 언급이 처음 등장한 것은 위 사건 판정 이후 판결이 내려진 가

나-코트디부아르 사건(2017)에서였다. 따라서 남중국해 사건(2016)에서 

선의 요건에 대한 고려 내지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비판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선의 요건의 정치화라는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가나-코트디부아

르 사건(2017)에서의 접근법이 권원중첩 여부에 다툼이 있는 연안국 간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추가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 

  생각건대 일방적 행위로 인한 주권적 권리 침해라는 국제의무 위반 판

단에 있어 어느 경우는 국가의 정신적 요소를 고려하고 어느 경우는 고

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따라서 남중국해 사건(2016)의 

경우도 주권적 권리 침해 문제에 있어 선의 요건에 따른 법리는 적용 가

능하다고 판단된다. 즉 단지 중국의 권원주장을 객관적으로 배척하는 것

에 그쳐서는 부족하며 그러한 주장이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힘들다는 점

에 대한 중국의 고의 내지 악의가 입증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남중

국해 사건(2016)에서도 권원주장의 선의 여부에 대한 언급이 추가되었더

라면 보다 정치한 판정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명백한 권원중첩

수역과 달리 권원중첩 여부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권원중첩을 부정당

한 국가에 대한 선의 인정 기준은 한층 엄격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객관

적으로 권원중첩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 속에 상대국의 항의를 감내하고 

그러한 권원주장을 펼쳤다는 것 자체가 선의일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

소가 되기 때문이다. 남중국해 사건(2016)과 같이 일방의 권원주장이 배

제되면 그러한 주장이 선의에 의한 것임을 해당 국가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자체로 악의를 추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170) Ibid., para.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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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계획정 이전 권리에 대한 재인식

  가. 경계획정 이전 권리의 본질

  경계획정 이전의 행위로 인한 주권적 권리 침해 문제는 앞서 살핀 바

와 같이 경계획정의 본질과 경계획정 이전의 권리의 성격 문제와 깊은 

연관을 맺는다.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2017)에 대한 논자들의 비판들

을 살펴보면 경계획정의 본질과 경계획정 이전의 권리의 성격에 대해 다

음의 두 가지 이해가 엿보인다. ① 경계획정 이전이라도 연안국은 배타

적인 권리를 보유한다. ② 따라서 경계획정 이전의 행위로도 권리를 침

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 속에는 경계획정의 선언적 성격, 대륙붕의 

시원적 성격에 관한 도그마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경계획정 이전에도 

선험적으로 경계선은 존재하므로 경계획정의 결과만을 두고 의무 위반에 

대한 평가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공식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

계획정 이전의 권리를 온전한 배타적 권리로 관념화하여 위와 같은 논리

를 당연시 하는 것은 재고가 필요하다.

  이론적으로 경계획정 이전의 주권적 권리 침해 문제는 경계획정 이전

의 권리가 갖는 내재적 한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이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첫째, 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적 권리의 침해가 인정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현실적으로 경계획정을 전제하지 않고 주권적 권리의 침해를 확인할 수 

없는 사실적 한계를 의미한다. 둘째, 경계획정을 전제로 한 소급적인 주

권적 권리 침해 가능성에 대해 국제판례는 경계획정 결과에 따른 자동적

인 권리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소급적이라도 권리 침해가 인정될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는 것은 침해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존재 자체는 

인정함을 뜻한다. 그러나 추가적인 선의 요건의 요구는 경계획정 이전의 

권리 침해에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신의성실한 주장 

하에서는 경계획정을 전제로 한 소급적인 권리 침해, 즉 “국제의무 위

반”은 부정된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객관적인 권원에 부합하는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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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권원 내지 경계선주장을 펼치는 대향․인접국 간 관계에 있어 경

계미획정 상태에서의 주권적 권리 침해 금지는 직접적인 법적의무로 관

철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만약 경계미획정 상태에서도 권리침해 금지가 

직접적인 법적의무로 작동한다면 선의 요건의 개입은 불필요하다. 결국 

위 판례법리를 통해 경계미획정 상태의 권리의 배타성은 사실적으로는 

물론 법적으로도 관철되지 못한다는 점이 도출되는 것이다.

  여기서 선의의 인정 문제는 권원중첩수역에서 권리의 배타성이 인정될 

수 있는 한계와 동전의 양면이 됨을 알 수 있다. 행위국의 선의가 부정

되면 행위 자체로 타국의 주권적 권리 침해, 즉 권리의 배타성에 반하는 

의무 위반 행위가 된다. 반대로 행위국의 선의가 인정되면 그 행위만으

로 타국의 주권적 권리 침해, 즉 권리의 배타성에 반하는 의무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 달리 표현하면 선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권리침해 금지

가 대외적인 법적의무로 성립될 수 없다. 이처럼 선의의 인정 문제는 권

원중첩수역에서 권리의 배타성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연동된다. 이 관점에서 보더라도 객관적인 권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권원주장이나 경계선주장, 그리고 이에 기초한 행위에 대해서

는 선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계획정을 전제로 한 소급적인 권리 침해 문제에 대한 접근은 이처럼 

수역의 귀속에 따른 자동적 권리 침해를 인정하느냐, 선의와 같은 여타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느냐의 두 가지 시각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현실

적으로 위 두 시각 모두 사후적인 경계획정을 전제로 한 소급적인 의제

의 산물임을 부정하기 힘들다. 경계획정 이전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나 침해대상이 되는 배타적 권리의 존재를 상정하

기 때문이다. 다만 후자가 이론적․현실적으로 보다 정합적인 접근법이라 

판단된다. 이에 따르면 결국 경계획정 이전이라도 주권적 권리의 성립과 

존재는 인정되나 그 행사의 측면에서는 배타성이 흠결된다고 보아야 한

다. 즉 권원중첩국가에게 그 침해금지를 법적의무로 소구할 수 없는 제

한적 권리로 이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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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EZ와 대륙붕 규범의 적용양상

  권원중첩상태에서 연안국이 향유하는 권리의 본질을 위와 같이 이해할 

때 권원중첩수역에서 일국의 EEZ와 대륙붕에 대한 적용을 전제로 하는 

협약 제5부 및 제6부상 규정들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결국 이는 

개별 규정의 성격에 따라 나누어질 것이다. 권리의 배타성은 크게 두 가

지 측면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대외적인 권리의 행사” 측

면, 또 다른 하나는 “권원중첩관계의 타국에 대한 배타성의 관철” 측면

이다. 이를 전제로 구체적인 규범의 적용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약 등 국제법상 요건에 따라 일국이 향유하는 EEZ와 대륙붕

의 권원 범위 내에서 협약 제5부와 제6부의 규정들의 전반적 적용가능

성은 열려 있다. 따라서 해당 규정들의 적용을 통해 자국의 권리를 대외

적으로 주장‧행사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는 앞서 살핀 배타성의 첫 번째 

측면, 즉 대외적 권리 행사 측면에서의 배타성은 그대로 유지됨을 의미

한다. 다만 여기에는 후술하는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 적절한 고

려 의무와 같은 외부적인 규범적 제한이 추가된다. 예컨대 경계미획정 

수역에서도 생물자원․무생물자원에 대한 탐사․개발, 해양과학조사 등은 

협약 등 국제법에 따라 일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여기에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 등의 제한이 추가될 뿐이다. 유사한 예로 연안국은 자

국의 권리 실현을 위해 협약 등 국제법에 따라 법집행행위를 모색할 수

도 있다. 이 경우 법집행행위는 타국의 법적의무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

라 법집행국의 권리에 터 잡아 일방적 실현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따라

서 협약 등 국제법에 근거하여 법집행행위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국제법

상 위법한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다. 즉 권리행사의 근거가 존재한다면 

일방적 권리행사가 바로 국제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신의성

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 등 여타 규범상의 제한은 준수되어야 한다.  

  둘째, 권원중첩관계에 있는 타국의 행위 규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제한된다. 적용이 제한된다는 것은 권원중첩국가에 대해 해당 규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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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존중 내지 준수를 법적의무로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즉 소송 

등을 통한 권리실현이 곤란하며 이에 반하는 타국의 행위에 대해서도 권

리 침해 내지 의무 위반이 성립될 수 없다. 타국에 대한 행위 규제에 있

어 발생하는 이러한 제한은 앞서 살핀 두 번째 측면의 배타성의 내재적 

한계로 이해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

무, 적절한 고려 의무와 같은 제한 규범들도 그대로 적용된다. 예컨대 

일국의 EEZ에서는 생물자원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체제가 구축된다. 연

안국의 전체 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TAC”)의 결정, 연안국의 어

획능력(capacity to harvest, “CTH”) 결정, 그 잉여분 상당인 허용어획잉여랑

(surplus of the allowable catch, “SAC”)에 대한 타국의 입어허용이 그것이다

(제61조 1항‧제62조 2항). 이러한 규정은 잠정약정 등을 통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권원중첩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해 그 적용을 강제할 수 없다. 

유사한 예로 대륙붕에 대한 탐사‧개발에 대한 동의권(제77조 2항), 시추에 

대한 허가‧규제권(제81조), EEZ나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

의권(제246조 2항)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소송 등을 통해 타국

에 법적권리로 주장하여 관철시킬 수 없으며, 상대국이 이에 반하여 행

위하더라도 권리침해 내지 규정 및 의무 위반의 문제는 성립될 수 없다.

  셋째, 연안국에 의무를 부과하는 EEZ와 대륙붕에 관한 규범들은 그 

성격에 반하지 않는 한 권원중첩수역에도 직접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연안국은 자국의 EEZ에서 남획으로 인한 생물자원 유지가 위태롭게 되

지 않도록 적절한 보존‧관리 조치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제61조 2항). 또

한 2개국 이상 연안국의 EEZ에 걸쳐 출현하거나 EEZ와 그 바깥 인접수

역에 걸쳐 출현하는 어족에 대해 연안국들은 어족의 보존 등을 위해 필

요한 조치에 합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63조 1‧2항). 이러한 의무 규정들

은 권원중첩수역에 적용되어도 문제될 것이 없다. 따라서 동 규정들을 

토대로 생물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국에 동 규정을 

근거로 협력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타국에 대한 소구 내지 규

정 위반 확인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79 -

  이상과 같이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권원중첩관계의 타국에 대해 일정한 

행위 규제가 가능한 권리규정들의 경우 배타성의 내재적 한계가 존재한

다. 이에 더하여 권리행사에 있어 별도의 제한규범들의 존재도 고려되어

야 한다. 즉 경계미획정 수역에 적용되는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 

적절한 고려 의무의 존재이다. 특히 앞서의 규범의 적용양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동 의무들은 실질적으로 광범위하게 권원중첩수역에서 연안국

의 행위를 제한하게 된다(77-78면). Rainer Lagoni 교수 역시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에 대해 연안국의 관할권을 제한하는 금지규범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171) 이 장에서 살펴본 권리의 내재적 한계에 추가하여 

다음 장에서는 이처럼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행사를 제한하

는 규범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71) Rainer Lagoni, supra note 12, p. 362. 한편 일부 논자들은 제74조 3항 및 제83조 3항의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는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에 대한 사실적(de facto) 제한이며 

법적(de jure) 제한은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Irini Papanicolopulu, “Enforcement 

Actions in Contested Waters: The Legal Regime”, paper presented at the 6th 

IHO-IAG ABLOS Conference (25 October 2010), p. 3; Youri van Logchem (2019), 

supra note 151, p. 174. Papanicolopulu 교수는 위 설명에 덧붙여 그럼에도 동 규정들이 

연안국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조건들을 부과하며 그에 대한 불이행은 국가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Van Lochem 교수 역시 경계획정 이전에 어느 정도까지 주권적 권리를 행

사할 수 있는지는 주로 위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는 설명을 덧붙인다. 이처럼 동 의무는 그 

위반에 대한 책임문제가 초래될 수 있는 법적의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동 의무가 주권적 권

리에 대한 단지 사실적 제한에 불과하다는 설명은 다소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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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권리행사의 제한규범

제1절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

1. 일반론 

  2015년 4월 15일 독일 뤼벡에서 개최된 G7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해

양안보에 관한 선언”이 발표되었다.172) 국제정치적으로 미중 간 대리전

으로까지 평가되던 남중국해 사건의 심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상황 속에 

위 선언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경계미획정 수

역에서 연안국의 권리행사의 제한이라는 관점에서 위 선언에는 눈길을 

끄는 문구가 있었다. 바로 제4단락의 마지막 문장이다. 

  “우리(註: G7 외교장관)는 연안국이 최종 해양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수역에

서 해양환경에 영구적인 물리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일방적 행위에 대한 자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173)

  위 문장은 그 본질은 정치적 수사(rhetoric)로 평가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는 법적 용어에 충실하다. 협약 제74조 3항과 제83조 3항은 오늘날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연안국이 준수해야할 대표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

다. 협약 채택 후 동 규정의 해석론을 최초로 다룬 가이아나-수리남 사

건(2007)은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 위반의 판단기준으로 바로 위 

선언에 언급된 “해양환경에 대한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을 제시했다.174)

남중국해 사건의 관할권 판정조차 내려지지 않았던 당시 지극히 정치적 

문서인 위 선언문에 이처럼 법적 함의로 가득 찬 문구가 등장한 것은 그 

초안 과정에 해양법 전문가들의 역할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172) G7 Foreign Ministers’ Declaration on Maritime Security (April 15 2015), paras. 3-4.

173) “[…] We underline the importance of coastal states refraining from unilateral actions 

that cause permanent physical change to the marine environment in areas pending 

final delimitation.” ibid., para. 4 참조.

174) Supra note 40, para.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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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중국해 사건의 최종판정(2016)에서는 문제된 수역에 대한 중국의 권

원이 부정됨으로써 동 의무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위 문구는 분명 

당시 남중국해 분쟁을 바라보던 해양법 전문가들의 시각과 오늘날 경계

미획정 수역에서 권리행사의 제한규범을 핵심적으로 표상한 것이었다.

  가. 의 의

  협약은 제74조 1항과 제83조 1항에서 EEZ와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

한 기본규정을 두면서 동시에 각 조 3항에서 경계미획정 상태에서 행위

하는 연안국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74조 대향국 간 또는 인접국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1.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한 연안을 가진 국가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은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

을 기초로 하는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3. 제1항에 규정된 합의에 이르는 동안, 관련국은 이해와 상호협력의 정신으로 실질

적인 잠정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며, 과도적인 기간 동안 최종 

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약정은 최종적인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175)

  제83조 대향국 간 또는 인접국 간의 대륙붕의 경계획정 

   [註: 위 제74조 각 항 규정과 내용은 동일하고 대상만 대륙붕으로 변경]

  제74조 3항과 제83조 3항에 규정된 두 가지 의무는 ① “실질적인 잠

정약정 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의무”(이른바 “협력의무”), ② “최종

경계획정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의무”(이른바 “자제의무”)로 정리될 수 있다. 동 규정은 일반국

제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이 투영된 것으로 설

명된다.176) 특히 위 규정에서 “상호 이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 모든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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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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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다한다”(in a spirit of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shall make every 

effort)는 문구는 양 의무에 공통되는 것으로 양자 모두 “노력할 의무”, 

즉 행위의무(obligation of conduct)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177)

  나. 성안과정

  위 규정은 제3차 해양법회의 당시 최종 경계획정 이전에 연안국들이 

취할 수 있는 해양활동의 한계와 관할권의 범위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체로 경계획정의 원칙으로 등거리선·중간선 원칙을 주장

하는 국가들은 경계획정 이전의 잠정적인 권리행사의 한계로도 등거리

선·중간선을 관철하고자 했다. 반면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던 국가들은 

등거리선·중간선에 대한 언급 없이 별도 잠정약정을 통해 위 문제를 규

율하자는 입장이었다.178) 이 문제는 1974년 제2회기 EEZ 문제를 다루

던 제2위원회에서 경계획정의 원칙 문제와 함께 처음 논의되었다. 최초 

제안을 한 네덜란드는 등거리선·중간선 원칙에 입각하여 경계획정 이전

에 위 선을 넘어 경계선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179) 반면 형

평의 원칙을 내세우던 아일랜드는 타국이 신의칙에 따라 주장하는 경계

선 내에서 해당 국가의 동의 없는 탐사․개발활동을 금지하는 안을 제시

했다.180) 1975년 제3회기에 채택된 비공식단일교섭안(이하 “ISNT”으로도 

약칭) 제61조는 이러한 주장을 절충하여 1항에서 경계획정의 원칙으로 

형평의 원칙을 채택하면서, 3항에서 경계획정 이전에는 등거리선·중간선

176) Enrico Milano & Irini Papanicolopulu, supra note 11, p. 611.

177) Supra note 44, paras. 604, 629.

178) 이하 동 규정들의 성안과정에 관하여는 김민철, 전게논문(각주 13), 29-34쪽 참조.

179) A/CONF.62/C.2/L.14, Netherlands: draft article on delimitation between States with 

opposite or adjacent coasts (19 July 1974), Official Records of 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Vol. Ⅲ, pp. 190-191. 협약 성안 당시의 

각종 문건들은 유엔 외교회의 홈페이지(http://legal.un.org/diplomaticconferences/1973_lo 

s)에서 검색 가능(2019. 6. 15. 최종확인).

180) A/CONF.62/C.2/L.43, Ireland: draft article on delimitation of areas of continental 

shelf between neighbouring States (6 August 1974), Official Records of 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Vol. Ⅲ, pp.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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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권리를 행사할 것을 규정했다.181) 1976년 제4회기의 수정단일교섭

안(이하 “RSNT”으로도 약칭) 제62조 1항은 경계획정 원칙으로 형평의 원칙

을 규정하되 적절한 경우 등거리선·중간선/관련사정 고려 원칙을 적용하

도록 하며, 3항에서는 잠정약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규정했다.182) 위 안

은 양 그룹 간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1977년 비공식통합교섭안(이하 

“ICNT”으로도 약칭)183)과 1979년 비공식통합교섭안(ICNT) 제1수정안184)에

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후 1978년 제7차 속개회의에서 모로코의 타

협안이 수정과정을 거쳐 1980년 비공식통합교섭안(ICNT) 제2수정안185)

에 규정되었고 위 안은 현행 제74조 3항과 제83조 3항으로 채택되었다.

  다. 해석론

   (1) 잠정약정 체결을 위한 노력 의무

  제74조 3항 및 제83조 3항에 의해 연안국에 부여되는 첫 번째 의무는 

“잠정약정 체결을 위한 노력 의무”이다. 이 의무는 “신의성실한 교섭의

무”(obligation to negotiate in good faith)를 요체로 한다.186) 이는 어떠한 결

론을 도출할 필요는 없지만 수동적인 부작위 이상을 요구하며187) 통상 

“교섭의 개시” 의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된다.188)

181) A/CONF.62/WP.8/Part II, Informal single negotiating text (part II) (7 May 1975), 

Official Records of 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Vol. Ⅳ, pp. 162-163.

182) A/CONF.62/WP.8/Rev.1/Part II, Revised single negotiating text (part II) (6 May 

1976), Official Records of 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Vol. V, pp. 164-165.

183) A/CONF.62/WP.10, Informal Composite Negotiating Text (15 July 1977), pp. 16-17. 

184) A/CONF.62/WP.10/Rev.1, Informal Composite Negotiating Text (Revision 1) (28 April 

1979), pp. 51-52, 57.

185) A/CONF.62/WP.10/Rev.2, Informal Composite Negotiating Text (Revision 2) (11 April 

1980), pp. 54, 59.

186) Supra note 40, para. 461; supra note 44, 603-605; Enrico Milano & Irini 

Papanicolopulu, supra note 11, p. 613.

187) Enrico Milano & Irini Papanicolopulu, ibid..

188) 이에 따라 잠정약정 체결을 위한 노력 의무의 내용으로 “교섭개시의무”(obligation to 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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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적으로 동 의무는 일반국제법상 “교섭의무”(pactum de negotiando, 

obligation to negotiate)에서 기원을 찾는다.189) 유엔해양법협약은 “조약체결

의무”(pactum de contrahendo)를 창설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들이 신의성실

하게 교섭에 임할 의무를 예정하고 있다.190) 여기서 교섭의무와 조약체

결의무는 모두 법적구속력이 있는 절차적 의무로서 해당 의무의 위반 여

부는 궁극적으로 신의성실(good faith)의 문제로 귀결된다.191)

  일찍이 상설국제사법재판소(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이하 

“PCIJ”)는 리투아니아-폴란드 간 철도운송에 관한 권고적 의견 사건

(1931)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교섭의무는 단지 교섭을 개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관점에서 가능한 교섭의 노력을 다해

야 함을 의미하나 교섭의무가 최종합의에 도달할 의무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192) 또한 프랑스가 스페인으로 유입되는 Carol강의 수원인 

Lanoux 호수의 수로를 변경시켜 수력발전에 이용하고자 한 데 대해 스

페인의 반대로 중재에 회부된 Lanoux호 사건(1957)에서도 동 의무에 대

한 언급을 찾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일정한 활동이 다른 국

가에 환경적 영향을 미칠 경우 국가 간 평등의 원칙에 따라 영향을 받는 

국가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into negotiation)와 “성실교섭의무”(obligation to negotiate in good faith)의 2개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용희, 전게논문(각주 13), 25쪽.

189) 이하는 김민철, 전게논문(각주 13), 35-38쪽 참조.

190) Vasco Becker-Weinberg, “Joint development arrangements in Northeast Asia and the 

Gulf of Tonkin”, in R. Beckman, I. Townsend-Ault, C. Schofield, T. Davenport & L. 

Bernard (eds.), Beyond Territorial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2013), p. 244.

191) 교섭의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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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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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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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하게 교섭하고 협정체결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조성하도록 노력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논의의 중단, 협의의 비

정상적 지연, 이미 합의된 절차의 무시, 반대제안이나 상대방의 이익에 

대한 고의적 무시 등은 동 의무의 위반이 된다고 보았다.193)

  해양법 분야에서 동 의무는 북해대륙붕사건(1969)을 통해 처음 언급되

었다. 위 판결에서 ICJ는 덴마크, 네덜란드가 대륙붕 경계획정 방식으로 

주장한 등거리 방식을 배척하면서 대륙붕 경계획정을 위한 법칙의 첫째

로 합의의 도달을 위한 교섭개시 의무194)가 있음을 설시했다. 재판소는 

동 의무가 모든 국제관계의 기초가 되는 원칙이며 유엔헌장 제33조에 

규정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법임을 언급했다. 아울러 동 의무는 

교섭개시뿐만 아니라 합의에 이르기 위해 가능한 교섭을 다해야 함을 의

미한다고 하면서 당사국들에게 판결을 기초로 새로운 교섭을 실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195) 이후 어업관할권 사건의 본안판결(1974)에서도 교

섭의무에 대한 판시가 이루어졌다. ICJ는 연안국의 “우선적 어업권”과 

“다른 국가의 확립된 어업권”은 상호 다른 국가의 권리를 고려해야 하는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196) 이 사안에서 분쟁의 가장 적합한 해결방법은 

“교섭”이라고 했다.197) 아울러 우선적 어업권의 개념 자체가 교섭을 전

제한 것으로 형평한 어업권의 조정을 위해 각 당사국의 권리의 성격 자

체에서 교섭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면서198) 교섭명령 판결을 내렸다.199)

193) Affaire du lac Lanoux (Espagne / France), Award (1957), R.I.A.A. XII, p. 281 이하. 그

외 German External Debts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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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 R.I.A.A. XIX, p. 27.

194) Supra note 61, para. 85.

195) Ibid., paras. 86-87.

196) Fisheries Jurisdiction (United Kingdom / Iceland), Judgment, I.C.J. Reports 1974, para. 71.

197) Ibid., para. 73.

198) Ibid., paras. 74-75.

199) 북해대륙붕사건에서 교섭의무가 대륙붕 경계획정이라는 법제도에 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면, 어업관할권 사건에서는 특정 국가의 권리가 타국의 권리와의 관계에서 제한되어야 할 

경우 관련국 간 개별 권리에 관한 분쟁에 교섭의무가 일반적으로 내재함을 인정한 것이다. 



- 86 -

  제74조 3항과 제83조 3항에서 “모든 노력을 다한다”(shall make every 

effort)는 것은 잠정약정 체결의 권고나 장려가 아니라 “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200) 협약상 “이해 및 상호협력의 정신으로”라는 문구는 

잠정약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있어 상호 양보의 정신을 가지고 접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곧 “신의성실한 교섭의무”로 이해된다.201)

이에 따라 당사국이 교섭에 불응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당초 주장을 

전혀 변경하려 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또한 극

단적인 주장을 하지 않는 것 역시 중요한 요소로 지적된다. 법적근거가 

없거나 합리적인 비례성을 결여한 주장은 협약 제300조와 일반국제법상 

권리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202) 북해대륙붕사건(1976)도 쌍방이 입장 변

경가능성을 숙고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교섭이 의미 있도록 행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203)

  “잠정약정”이란 공식 조약이든 비공식적 합의이든 그 형태를 문제 삼

지는 않는다.204) 법적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문서에 따른 합의, 관련 기

관 간 양해각서의 체결, 당국자 간 구두합의 등 갈등관리를 위한 협력체

제의 모색이면 충분하다. “실질적인”(of a practical nature)의 경우 최종경계

획정이나 영토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수역의 사용에 관한 실제 

문제들에 실질적 해결(practical solution)을 제시해야 함을 의미한다.205) 즉 

잠정약정의 운용적 성격(operational nature)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206)  

Martin A. Rogoff, supra note 191, pp. 157-160. 

200) Rainer Lagoni, supra note 12, p. 354.

201) Supra note 40, para. 461.

202) 김선표‧홍성걸, 전게서(각주 13), p. 14; 그 외 교섭의무의 위반판단 및 효과 등은 Martin A. 

Rogoff, supra note 191, pp. 171-175.

203) Supra note 61, para. 85.

204) Enrico Milano & Irini Papanicolopulu, supra note 11, pp. 614-615; BIICL Report, 
supra note 10, para. 50. 

205) Rainer Lagoni, supra note 12, p. 358.

206) BIICL Report, supra note 10, para.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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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최종합의 저해 금지를 위한 노력 의무

  제74조 3항과 제83조 3항에 의해 연안국에 부여되는 두 번째 의무는 

“최종경계획정합의의 도달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의무”이다. 이는 소극적 의무로서 최종경계획정합의의 

도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할 의무”이다.207) 동 의무는 해양의 

이용에 있어 국가 간 평화와 우호를 증진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

고자 하는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이해된다.208)

즉 경계미획정이라는 잠재적 분쟁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분쟁의 악

화 방지를 위해 연안국은 “현상”(status quo)의 유지‧존중 의무를 부담한

다. 이러한 현상유지․존중 의무는 신의성실의 한 측면이기도 하다.209) 이

러한 정신의 투영은 협약 제300조의 신의성실과 권리남용금지, 제301조

의 해양의 평화적 이용 의무와 같은 여타 규범들에서도 확인된다. 관련 

국가실행으로는 다음 사안들이 언급된다. 튀니지와 리비아가 ICJ에서 대

륙붕 경계획정을 다루는 동안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석유 및 가스 관련 

활동을 정지하였던 사안, 미국이 캐나다와 권리주장이 경합하던 조지뱅

크상 대륙붕의 일부에 석유개발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던 사안, 에게해 

대륙붕 사건과 관련하여 그리스와 터키가 1976년 양자 간 교섭을 해할 

수 있는 어떠한 계획도 삼갈 것에 합의했던 사안 등이다.210)

  “과도적 기간”이란 해양경계획정분쟁이 발생하여 최종경계획정의 합의 

또는 판결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기를 의미한다.211) 예컨대 A국의 특정 

수역에 대한 권원주장이나 일방적 권리행사에 대해 B국이 침묵을 깨고 

207) Enrico Milano & Irini Papanicolopulu, supra note 11, p. 616.

208) Supra note 40, para. 465.

209) Bin Cheng, General Principles of Law as Applied by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Stevens & Sons, 1953), p. 140.

210) Robin Churchill & Geir Ulfstein, Marine Management in the Disputed Areas: The 
Case of the Barents Sea (Routledge, 1992), p. 87.

211) “[…] period after the maritime delimitation dispute has been established until a final 

delimitation by agreement or adjudication has been achieved.” supra note 44, para.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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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하는 순간 A국에게는 동 의무가 작동하게 된다.212) 그렇다면 잠정

약정의 체결로 동 의무의 적용은 중단되는가. 권원중첩수역에서 모든 문

제를 규율하는 잠정약정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잠정약

정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동 의무의 계속 적용을 긍정함이 타당하다.213)

  현실적으로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연안국의 행위를 둘러싼 갈등은 꽤나 

일상적이다.214) 이에 따라 동 의무의 중요성은 간과될 수 없다. 특히 동 

의무는 위 기간 중 최종경계획정 합의의 도달을 손상시키지 않는 한 일

정 행위는 허용됨을 전제로 한다.215)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2017)에

서 백진현 재판관도 동 의무가 그 문언이나 교섭기록상 분쟁수역에서 국

가들의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216) 학자

들 역시 일부 행위의 허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해 왔다. 

Lagoni는 에게해 대륙붕 잠정조치 사건(1976)을 원용하며 시험굴착과 같

은 최종합의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으나 

지진파 탐사와 같이 일시적 행위는 허용된다고 했다.217) Churchill과 

Ulfstein도 분쟁수역에서 대륙붕 굴착행위는 신의성실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218) 이처럼 탄화수소 자원의 채취, 생산설비의 구축허가 등은 

통상 경계획정협상 과정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된다.219) 그러나 동 의

212) Natalia Ermolina & Constantinos Yiallourides, supra note 151, p. 3.

213) 同旨. Ibid., p. 4.

214) Jianjun Gao, “Comments on Guyana v. Surinam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8, No. 1 (Mar., 2009), p. 199; David Anderson & Youri van Logchem, 

supra note 12, p. 215.

215) “The phase “not to jeopardize or hamper the reaching of the final agreement” does not 

exclude the conduct of some activities by the States concerned within the disputed 

area, so long as those activities would not have the effect of prejudicing the final 

agreement.” Myron H. Nordquist (ed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A Commentary, Vol. Ⅱ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3), p. 815. 

216) Supra note 44, Separate Opinion of Judge Paik, para 5. 

217) Rainer Lagoni, supra note 12, p. 366. 

218) Robin Churchill & Geir Ulfstein, supra note 210, p. 86.

21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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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 타국이 권원을 주장하는 수역에 후속적인 권원주장을 펼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220) 또한 동 의무의 위반 문제는 국가 간 관계와 

같은 정치‧외교적 요소에도 좌우될 수 있다.221) 동 의무의 핵심은 분쟁

악화 방지와 현상의 존중, 최종경계획정 이전 모든 행위를 무력화시키지 

아니할 필요 사이의 균형에 있다.222) 다만 허용되고 금지되는 행위의 기

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판례와 실행의 축적이 필요하다.

  자제의무 위반이 될 수 있는 행위는 특정 수역을 직접 대상으로 한 행

위여야 하는가. 권원중첩수역에서 연안국의 행위는 통상 특정 수역을 대

상으로 한 권리행사의 형태로 나타난다. 다만 특정 수역을 직접 대상으

로 하지 않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있을 수 있다. 분쟁수역의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대륙붕 개발의 경우 분쟁수역을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도 분쟁수역의 자원상황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다.223) 입법행위도 자제의무의 위반이 될 수 있다.224) 입법행위 자체가 

수역에 여하한 물리적 영향을 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타국의 해양

이용의 자유 내지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분쟁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그 밖에 상대국 외교장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같이 특정 수역과 전

혀 무관한 행위도 최종합의의 도달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225)

  다만 자제의무 위반 문제는 일정한 수역에서의 해양활동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동 의무가 적용될 수 

있는 지리적 범위를 제한적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즉 경계선주장 

중첩수역과 같이 당사국 간 적극적으로 다투어지는 수역으로 그 적용범

220) David Anderson과 Youri van Logchem은 타국이 대륙붕 권원을 주장하는 수역에 대해 훨

씬 이후에 EEZ에 관한 국내법을 제정하여 EEZ 권원을 주장하는 것은 동 규정에 대한 위반

이 아니라고 기술한다. David Anderson & Youri van Logchem, supra note 12, p. 207.

221) Ibid., p. 206.

222) Enrico Milano & Irini Papanicolopulu, supra note 11, p. 616.

223) BIICL Report, supra note 10, para. 100.

224) Ibid.

22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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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이해이다.226)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중첩수역은 개

념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32면, 표 3). 그러나 모든 국가

들이 일정한 경계선주장이나 권원주장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가 간 분쟁수역의 정의는 그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심

지어 동일한 상황에 대한 국가별 인식이 상이할 수도 있다.227) 이러한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공간적 개념을 객관적인 규범의 적용범위로 인식·

채택하는 것은 곤란하다. 무엇보다 제74조 3항과 제83조 3항의 명문에

는 동 규정이 대향‧인접국 간 적용된다는 것 이외에 자제의무의 지리적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어떠한 문언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동 의무의 적

용범위에 대해 일정한 공간적 제한을 설정하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

다.228) 다만 단지 이해의 편의상 동 규정의 적용이 문제될 수 있는 해양

의 공간적 범위를 상정한다면 “권원중첩수역”을 전제로 함이 타당하다.

   (3) 관습법원성과 적용범위

    (가) 관습법원성

  Lagoni 교수는 1984년의 논문에서 동 규정들이 일반국제법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근본적인 규범창조적 성격을 갖고 있다

226) BIICL Report, supra note 10, para. 101, footnote 117. 동 보고서에서는 쌍방 간 다툼이 

있는 분쟁수역에서만 동 의무가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다고 하며 Lagoni 교수의 글을 각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Lagoni 교수의 글을 보면 “잠정약정 체결을 위한 노력 의무”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위 의무가 오로지 반대의견을 가진 수역에 적용([…]applies only to 

those areas about which the governments hold opposing views.)된다고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잠정약정에 관한 내용으로 동 보고서에서 위 글을 자제의무가 적용되는 지리

적 범위에 대한 논의로 언급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Lagoni 교수의 언급

은 잠정약정의 체결을 위한 노력 의무가 작동하는 상황 내지 수역에 대한 설명이라 이해되

며 위 잠정약정의 체결을 위한 노력 의무가 적용되는 별도의 지리적 범위를 특정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이 자제의무의 지리적 적용범위를 제한적으로 파악하는 인식은 일본 

학계에서도 확인된다. 西村弓 교수는 2017년 발표된 논문에서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 

자원개발 문제에 대한 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의 적용 문제를 검토하면서 위 자제의무의 

지리적 적용범위를 좁혀 중국의 자제의무 위반 문제를 다룰 경우 중국의 배제선언에 따른 

제298조 1항(a)의 작용으로 인해 협약상 재판소의 관할권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

다. 西村弓, “海洋分爭の解決と法の支配”, 国際問題 第666号 (2017年 11月), 42-43ページ.

227) BIICL Report, supra note 10, para. 101.

228) 同旨. Ibid., para. 105.



- 91 -

고 평가했다. 아울러 신중한 논자들 또한 동 규정이 새로이 출현하는 관

습규칙(emerging customary rule)임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 기술했다.229)

이러한 평가에 비추어보면 협약 성안 당시 제74조 3항과 제83조 3항이 

기존 관습법을 성문화한 산물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위 논

문 발표 후 상당한 세월이 흐른 현재 동 규정상 의무의 관습법적 지위가 

크게 다투어지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6)

에서는 명시적으로 그 관습법성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동 규정상 

의무들이 협약의 목적을 충족시킨다고 판시했다.230)

    (나) 적용범위

  제74조 1항과 제83조 1항은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한 연안을 가

진 국가 간”(between States with opposite or adjacent coasts) 해양경계획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위 1항의 관계에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3항이 적

용된다는 점은 어렵지 않게 도출된다. 즉 3항이 권원중첩이 명백하거나 

다툼이 없어 경계획정이 필요한 대향․인접국 관계에 적용됨은 의문이 없

다. 경계획정의 대상수역 내 도서의 영유권이나 법적지위에 관한 다툼이 

있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권원중첩에 따라 경계획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여전히 3항의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는 적용된다.

  그렇다면 권원중첩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들이 적용 가

능한가. 권원중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들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는 경

계획정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엄밀히 위 규정의 적용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권원중첩 여부가 제3자적 기관으로부터 객관적으로 확인되기 전

에는 위 규정상 경계획정이 필요한 대향․인접국 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 경우 권원중첩을 주장하는 국가는 위 규정에 따라 타방

과 잠정약정의 체결을 위해 교섭하고 최종합의의 도달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과도한 일방적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반면 권원

229) Rainer Lagoni, supra note 12, p. 367.

230) David Anderson & Youri van Logchem, supra note 12, p.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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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을 부정하는 국가는 그러한 의무 부담을 인정하려 들지 않을 것이

다. 이 경우 권원중첩을 부정하는 국가에게 권원중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이전에 위 조약상 의무의 이행을 강요할 수는 없다. 다만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의무를 규정한 협약 제279조, 의견교환의무를 규정한 제

283조는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300조의 신의성실과 권리남용금지, 

제301조의 해양의 평화적 이용 의무도 작동한다.231) 신의성실한 교섭과 

자제 의무가 관습법원칙으로 직접 적용될 수도 있다. 무력사용금지나 분

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일반국제법상 의무도 적용되며232) 후술하는 

적절한 고려 의무도 조약상 또는 관습법상 의무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제3자적 기관의 권원중첩에 대한 판단 이전이라도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는 사실상 그대로 준수될 것이 요구된다. 다만 관련국 

간 해결의 대상이 되는 분쟁이 권원중첩에 대한 다툼을 포괄하는 것으로 

전환될 뿐이다. 제3자적 기관의 판단 결과 권원중첩이 인정된다면 신의

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는 조약상 의무로 직접 적용될 것이다. 

<표 4 - 권원중첩 여부에 따른 분쟁상황별 구분>

231) David Anderson & Youri van Logchem, supra note 12, p. 212.

232) BIICL Report, supra note 10, para. 118; David Anderson & Youri van Logchem, 

supra note 12, p. 223.

유 형 상 황 규범적 실익

순수 경계획정 

분쟁 상황 

권원중첩 여부는 다툼이 없으나 

경계획정이 되지 아니한 상황
예) 대향국의 양안 간 거리가 

400해리에 미치지 못하는 

수역   

① 제74조 3항 및 제83조 3항 적용
② 주권적 권리 침해(제56조․제77조 위반) 

주장은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에서 
선의의 작용으로 배척

③ 제279조, 제283조, 제300조, 제301조, 
적절한 고려 여타 일반국제법 적용 

권원중첩 여부  

분쟁 상황 

도서 영유권이나 법적지위 문제 
등 “과도한 해양권원” 주장이 

개입됨으로써 해당 수역에서의 

권원중첩 여부 자체에 다툼이 

있는 상황  
예) 남중국해 사례

① 권원 중첩 여부 판단 선행 가능
※ 권원중첩 여부 다툼없이 제74조 3항 및 

제83조 3항 적용 주장도 가능
② 권원 미중첩시 : 일국의 EEZ/대륙붕에 

관한규범 적용. 다만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에 따를 때 선의 판단 문제 존재  

③ 제279조, 제283조, 제300조, 제301조 
적절한 고려 여타 일반국제법 적용, 
제74조 3항 및 제83조 3항상 의무도 
관습법상 원칙으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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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판례의 검토

  가. 에게해 대륙붕 잠정조치 사건 (1976)

  에게해 대륙붕 사건은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일방적 행위의 적법 여부

가 다투어진 최초의 국제재판 사례였다.233) 위 사건은 유엔해양법협약의 

채택·발효 이전의 사건이었으나 오늘날 협약 체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권

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234)

  터키는 1973년 터키국립석유회사에 그리스와 터키가 자국의 권원을 

주장하는 중첩 대륙붕에 대한 석유탐사를 허가하였다. 이에 따라 터키 

측 탐사선은 1976년 8월 6일부터 8일 간 양국의 중첩 대륙붕에서 지진

파 탐사(seismic testing)를 수행했고235) 바로 이틀 뒤 8월 10일 그리스는 

ICJ에 이 사건을 제소했다. 그리스는 이 사건에서 일부 영유권 분쟁이 

있는 도서들에 대한 대륙붕 권원의 확인(청구취지 1항)과 양국 간 대륙붕 

경계선에 대한 판단(청구취지 2항)을 재판소에 요청했다. 동시에 그리스의 

동의 없는 터키의 일방적 탐사행위의 위법성 확인과 동 행위의 재발방지 

청구(청구취지 3항 내지 6항)도 포함되어 있었다.236) 그리스는 소장 제출과 

함께 당사국의 동의 없이 해당 대륙붕에서 탐사를 삼가야 한다는 잠정조

치 명령도 신청했다.237) 터키의 행위는 연안국이 자신의 대륙붕에 대해 

배타적 지식을 가질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구성

하며 분쟁을 악화시키고 양국의 우호관계를 해친다는 것이었다.238)

  ICJ는 1976년 9월 11일 결정에서 “회복 불가능한 손해”(irreparable 

prejudice)의 위험을 잠정조치의 발령요건으로 인정하고239) 터키의 지진

233) 이하는 김민철, 전게논문(각주 13), 44-45쪽 참조.

234) Constantinos Yiallourides (2019), supra note 90. p. 155.

235) Supra note 154, para. 16.

236)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Greece v. Turkey), Judgement, I.C.J. Report 1978, para. 

12; 위 사건의 Application instituting proceedings submitted by the Government of 

Greece (10 August 1976) 참조. 

237) Supra note 154, para. 2; Request for the Indication of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submitted by the Government of Greece (10 August 1976) 참조. 

238) Supra note 154, para.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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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탐사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야기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당시 터

키의 탐사활동은 선박이 수중에 시간차를 두고 작은 폭발을 일으켜 해저

에 음파를 쏘고 그로부터 해저 하부의 지구물리학적 구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ICJ는 ① 이러한 형태의 지진파 탐사가 해저나 하층

토 또는 그곳의 천연자원에 물리적 손상을 일으킬 위험을 포함하지 않는 

점, ② 지진파 탐사 활동이 일시적(transitory) 성격을 가지며 대륙붕의 해

저상 또는 해저상부에 시설 설치를 포함하지 않는 점, ③ 터키가 문제의 

대륙붕에서 천연자원을 실제 개발·이용하는 활동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240) 터키의 탐사행위는 그리스의 권리에 대하여 회복 불

가능한 손해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그리스의 

잠정조치 신청은 배척되었다.241) 다만 재판소는 위 논증과정에서 연안국

의 동의 없는 대륙붕에 대한 지진파 탐사는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에 대

한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터키의 행위도 그러한 침해에 해당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242) 위 언급은 터키의 지진파 탐사가 회복 불가능한 손

해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연안국의 권리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

는 일반적 가능성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후 그리스의 본안청구도 

선결적 항변 단계에서 각하되었다.243)  

  나. 가이아나-수리남 사건 (2007)  

   (1) 재판소의 판단

  가이아나는 1998년 캐나다 회사인 CGX Resources Inc(이하 “CGX”)에 

수리남과의 분쟁수역에서 석유탐사에 관한 양허를 부여했다. 2000년 6

월 3일 가이아나가 주장하는 EEZ 내(중재판정 결과 가이아나 측 수역으로 귀

239) Ibid., para. 25.

240) Ibid., para. 30.

241) Ibid., paras. 32-33. 

242) Ibid., para. 31. 원문은 전게주 154 참조.

243) 선결적 항변에 대한 판결은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Greece v. Turkey), Judgement, 

I.C.J. Report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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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그림 9)에서 CGX의 석유탐

사선과 보조선박들이 수리남 

해군 함정의 퇴거명령에 따라 

동 수역에서 철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이아나에 의해 제7

부속서의 중재재판에 회부된 

위 사건에서는 양국 간 해양경

계획정문제와 함께 당시 CGX

의 활동과 수리남 측의 퇴거명

령의 적법 여부가 다루어졌다. 

재판소는 제74조 3항과 제83조 

3항의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 위반 문제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판시를 제시하며 양측 모두에 동 규정 위반을 인정했다.

  우선 분쟁수역에서 일방적 시험굴착 계획을 알리지 않았던 가이아나 

측과 관련 교섭에 수동적으로 임했던 수리남 측 쌍방 모두에 “잠정약정

의 체결을 위한 노력 의무” 위반이 인정되었다. 당시 양측 간 1991년 중

첩수역의 이용을 위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양측 대표는 중첩수역의 공동

광구통합 논의를 위해 30일 내 회합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수리남

은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다. 수리남은 이후 1994년 가이아나의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도 응답하지 않았다. 이 수년간에 걸쳐 수리남은 가이아나 

측의 협의를 위한 일정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의 자체에 참여하지 않았

다. 재판소는 이러한 정황이 양측 간 양해각서가 수리남에 의해 무시되

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지적했다.244) 특히 재판소는 수리남이 가이아나

의 시험굴착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잠정약정의 체결을 위한 노력 의무

는 더욱 강력하게 작동한다고 보았다. 가이아나가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시도를 했음에도 오히려 수리남은 협약을 위반하여 CGX의 

244) Supra note 40, para. 473.

[그림 9] 사건 수역도
(Stephen Fietta, “Guyana/Surinam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02, No. 1 

(Jan., 2008), p.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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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들을 위협하는 자위적 조치에 의존했다. 재판소에 따르면 수리남은 

적극적으로 가이아나와의 협상을 시도했어야 했고 적어도 2000년 6월 2

일 굴착작업 방식을 논의하기 위한 가이아나의 마지막 대화 제안을 수락

하고 신의성실하게 교섭에 임했어야 했다. 이 때 대화의 참여 조건으로 

시험굴착의 즉각 중단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수리

남은 이러한 행위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 잠정약정 체결을 위한 

노력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245) 재판소는 가이아나의 경우에도 일

방적인 시험굴착 행위로 들어감에 있어 단지 양허권자인 CGX의 대외발

표를 통한 언론 통지만으로는 위 잠정약정 체결을 위한 노력 의무를 충

족시키지 못한다고 보았다. 가이아나는 훨씬 일찍 수리남과 굴착작업에 

대해 협의했어야 하며 2000년 6월 2일의 대화 초청만으로도 동 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 의무에 부합하는 구체적

인 조치들로 ① 계획된 활동의 공식 통보, ② 계획된 활동 착수에 있어

서의 협력 모색, ③ 결과의 공유 및 상대국에 대한 관찰기회 부여, ④ 

탐사활동으로 발생한 재정적 이익의 공유 제의를 열거했다.246)  

  이 사건에서는 가이아나와 수리남 양측 모두에 “최종합의 저해 금지를 

위한 노력 의무” 위반도 인정되었다. 우선 가이아나 측의 일방적인 시험

굴착 행위의 동 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다음의 논증과정을 

거치고 있다. 재판소는 우선 동 의무의 취지와 성격을 언급한 후 분쟁수

역에서 석유탐사‧개발과 관련하여 허용되는 것은 ① 잠정약정에 기초하

여 이루어지는 활동, ② 일방적으로 행해지더라도 최종경계획정합의를 

방해하지 않는 활동의 두 가지임을 분명히 했다.247) 이어 해양환경에 물

리적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행위는 위 ②에 포섭되나, 물리적 변화를 초

래하는 행위는 ①에 따라 당사국 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

다. 그러면서 영구적인 물리적 변화를 초래하는 행위로 “석유와 가스 채

245) Ibid., para. 476.

246) Ibid., para. 477.

247) Ibid., paras. 46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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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exploitation of oil and gas reserves), 그렇지 않은 행위로 “지진파 탐

사”(seismic exploration)를 예로 들었다.248) 이어서 재판소는 중첩수역에서

의 일방적 행위를 “일시적 성질의 활동”과 “회복 불가능한 손해의 위험

을 발생시키는 활동”으로 구분한 에게해 대륙붕 잠정조치 사건(1976)을 

선례로 언급했다. 잠정조치의 발령은 재판소의 예외적 권한이기는 하나, 

잠정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분쟁수역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 유형에 참

고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잠정조치의 발령 요건을 충족시키는 행

위는 최종합의의 저해금지라는 낮은 문턱(lower threshold)을 쉽게 충족시

킬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249) 이러한 논증 과정을 거쳐 재판소는 타

방의 권리에 영구적으로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일방적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을 확인했다. 나아가 특정 행위가 최종합의의 도달을 위

태롭게 하거나 방해하는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으로 “해양환경에 영구

적인 물리적 영향”(permanent physical impact on the marine environment) 여부

를 제시했다.250) 결국 재판소는 “지진파 탐사”(seismic testing)는 해양환경

에 영구적 손상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일방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나, 

“시험굴착”(exploratory drilling)은 공동으로 또는 협정에 근거해서만 허용된

다고 판단했다.251) 이에 따라 가이아나의 일방적 시험굴착은 의무 위반

으로 인정되었다. 한편 재판소에 따르면 수리남은 가이아나의 시험굴착 

허가에 대해 평화적인 해결 수단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 가이아나와 관

련 교섭을 개시할 수 있었으며 동 교섭이 실패할 경우 협약 제15부 2절

의 강제분쟁해결절차에 의존할 수도 있었다. 그 과정에서 권리 보호와 

해양환경에 심각한 영향 방지를 위해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수리남의 대응조치 또한 분쟁수역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임과 동시에 최종합의의 도달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판단했다.252)

248) Ibid., para. 467.

249) Ibid., paras. 468-469.

250) Ibid., para. 470.

251) Ibid., paras. 479-481.

252) Ibid., paras. 48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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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 토

  가이아나-수리남 사건은 협약 제74조 3항과 제83조 3항의 신의성실

한 협력과 자제 의무 위반이 문제된 최초의 사건이었다. 이 사건 판정을 

통해 위 규정상 의무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론이 최초로 제시되었으며 

이는 현재까지 위 규정상 의무들의 해석․적용에 있어 시금석이 되고 있

다.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가) 협력의무의 탄력적 적용

  이 사건은 “잠정약정 체결을 위한 노력 의무”의 구체적인 해석․적용이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도 높은 평가가 주어져야 한다. 위 사건 판시를 

통해 규범력이 의심스럽던 협력의무는 그 실체적 내용이 한층 구체화될 

수 있었다. 다만 재판소가 동 의무 준수를 위해 가이아나에 요구한 고도

의 의사소통 노력은 다소 이상적이라는 인상을 떨치기 힘들다. 재판소의 

열거사항들, 즉 ① 계획된 활동의 공식 통보, ② 활동 착수 단계에서의 

협력 모색, ③ 결과의 공유 및 관찰기회 부여, ④ 재정적 이익의 공유 

제의를 모든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연안국의 행위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

적이지 못하다. 이를 모두 관철시켜야 한다면 연안국의 해양활동은 상당

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단적으로 상대국의 연안과 멀리 

떨어진 대향국의 영해 바로 바깥 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시적 해양과학

조사조차도 상대국과 그 수행을 협의하고 결과를 공유해야 한다는 결론

이 된다. 이러한 결론이 과연 현재 국가들의 실행에도 부합하는지는 의

문이다. 또한 긴장 상태에 있는 국가들 간에도 동일한 수준의 협력을 요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도 단언하기 힘들다. 한편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국이 계획된 활동을 줄곧 반대한다면 추가적인 

협력과 교섭의 노력은 불필요한가. 만약 이 경우도 계속적인 협력과 교

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중첩수역에서 협력의무의 완전한 준수 

하에 일정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결국 위 기준을 어떻게 바라보고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 경계미획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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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일방적 행위의 허용가능 범위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엄

격하게 적용할수록 일방적 행위의 허용가능성은 현격히 떨어지고 유연하

게 적용할수록 허용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결국 위 기준은 평시에 일

국이 일방적 행위로 나아가기 전에 취해야 할 예시적 기준 정도로 파악

하고 개별 행위의 양상과 관련국 간 관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안별로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253)

    (나) 자제의무 위반의 판단기준 

  재판소가 자제의무 위반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해양환경에 대한 영

구적인 물리적 영향” 기준의 타당성 문제도 있다. 위 기준론은 에게해 

대륙붕 잠정조치 사건(1976)에 토대한 것으로 주로 문제된 행위의 외부

적인 행위태양을 중심으로 그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제74조 3항과 제83조 3항 자체로부터 위 기준이 직접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기준이 갖는 유용성과 간결성에도 불구하고 이

를 자제의무 위반 판단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

     1) 종합적 판단의 필요성 

  국가 간 관계는 긴장과 이완을 거듭하며 여러 갈등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해양에 대한 물리적 영향이 전무한 행위조차 양국 관

계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에게해 대륙붕 사건에서 

터키의 지진파 탐사는 그리스에게 상당히 도발적으로 인식되었다. 당시 

터키의 지진파 탐사로 촉발된 갈등에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까지 개입되

었다. 최종합의의 도달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

다는 것은 경계획정 문제로 인한 잠재적 분쟁상태에 있는 연안국들이 상

황의 악화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지진파 탐

사는 허용되고 시험굴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준이 도식적으로 모든 

253) 판시에서 열거된 4가지 항목은 권고적으로 이해하되 “최종합의 저해 금지를 위한 노력 의

무” 위반의 요소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Enrico Milano & Irini Papanicolopulu, 

supra note 11, p. 614. 또한 위 견해는 동 의무 위반의 평가는 사안별로 분쟁의 개시 이

래 국가의 개별적인 작위․부작위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한다. ibid., p.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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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시험굴착이 지진파 탐사에 비해 국가들 간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

다는 점은 일견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항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비록 권원중첩 상태라도 상대국이 관심을 두지 않는 대향국의 영해 바로 

바깥 수역에서 이루어진 시험굴착은 큰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

다. 결국 자제의무 위반의 판단은 양국 간 잠재적 분쟁상태의 악화라는 

관점에서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254)

  물론 재판소의 판정에는 부분적으로 여타 정황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

진 것으로 이해되는 대목도 찾아볼 수 있다. 재판소는 일반론으로 시험

굴착이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지진파 탐사는 분쟁수역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기술하면서 관련 정황에 대한 언급을 추가했다. 즉 

양국의 지진파 탐사 허가에 관하여는 상호 간 반대를 불러일으키지 않았

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하에서(in the circumstances at hand) 일방적인 지진

파 탐사는 자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덧붙였다.255) 이에 따를 경우 양국 

관계나 여타 정황에 따라 지진파 탐사 역시 자제의무 위반 행위로 포섭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이로 인해 일부 논자는 위 

“해양환경에 대한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 기준”을 확정적인 기준으로 보

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한다.256) 행위양태 이외 여타 요소에 대

한 종합적 고려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지적이라 판단된다.257)

     2) 어업 등 여타 분야에 대한 적용 가능성

  재판소의 위 기준이 광물자원의 탐사‧개발활동 이외 여타 일방적 행위

에 적용될 수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생물자원의 이용문제를 

254) 同旨. Enrico Milano & Irini Papanicolopulu, supra note 11, pp. 616-617.

255) Supra note 40, para. 481.

256) Youri van Logchem (2013), supra note 12, p. 186.

257) 同旨. 西本健太郞, “境界未画定海域における自制義務”, 国際問題 第674号 (2018年 9月), 18

ページ. 객관적 기준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자제의무 위반 판단은 상당 부분 구체적인 사건의 

맥락에 달려있다는 평가로는 Constantinos Yiallourides (2019), supra note 90. p. 159.



- 101 -

생각해 볼 수 있다. 어업자원은 기본적으로 재생가능한 자원이다. 연안

국 간 중첩수역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남획이 이루어져야 해양환경에 영

구적인 물리적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는가. 재생가능한 자원이라는 이

유로 해양환경에 물리적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는가. 그렇다면 무한정 

일방적인 남획이 허용될 수 있는가.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힘들 것이다.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에서 수리남의 대응조치는 무력사용의 위협

으로까지 평가될 정도로258) 법집행활동 또한 현실세계에서 관련국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소로 작동함이 보통이다. 그러나 법집행활동 그 자

체 역시 해양환경에 직접적인 물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은 아니다.

  David Anderson과 Youri van Logchem은 2014년 논문에서 위 판정에

서 제시된 환경적 요인 기준에 따라 광물자원의 탐사․개발 이외의 분야

에 대해서도 허용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분한 바 있다.259)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에게해 대륙붕 잠정조치 사건

(1976)과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을 토대로 아래 행위는 최종합의의 

도달을 저해하는 행위로 분류될 수 있다. ① 분쟁수역에서의 시설물 설

치, ② 이러한 시설에 대한 법집행의 수준을 넘어선 무력의 위협, ③ 분

쟁수역에서의 굴착과 무생물자원에 대한 개발. 한편 어업분야와 관련하

여서는 ④ 어종이 과잉 어획될 위험에 처해 있는 중첩수역에서의 어획 

노력 증대는 자제의무 위반의 가능성이 높으나, ⑤ 과학적 자료에 기초

한 어업보존수역의 설정은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⑥ 중첩수

역에서 자국어선의 어획 장려, ⑦ 분쟁수역에서 타국 어선의 나포와 기

소 역시 최종합의의 도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그 외 해양

258) 다만 Irini Papanicolopulu 교수는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에서 수리남의 대응조치를 

무력사용의 위협으로까지 평가한 것은 문제라고 평가하면서 법집행조치와 무력사용의 위협 

간의 균형 잡힌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교섭, 협약상 강제절차나 잠정조

치 회부의 경우 타국의 일방적 행위가 개시되기 전에 취해질 만한 조치이며, 실제 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는 연안국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일정한 법집행행위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덧붙

인다. Irini Papanicolopulu, supra note 171, p. 4.

259) 이하는  David Anderson & Youri van Logchem, supra note 12, pp. 218-220; David 

Anderson, “Rights and Obligations in Areas of Overlapping Maritime Claims”, CIL 

Roundtable on the South China Sea, International Law and UNCLOS (28 Jun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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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활동의 경우 ⑧ 천연자원의 개발과 관련이 없는 대기나 해양에 대한 

과학조사, ⑨ 자원이나 어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탄성파 조사 등은 허

용될 수 있는 행위로 분류하였다.

  위 구분은 “해양환경에 대한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 기준을 유추하여 

광물자원의 탐사‧개발 이외의 분야에 적용을 시도한 것으로 의미 있는 

구분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해양환경에 대한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 기

준 자체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으며, 이를 자제의무 위반 판단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기 곤란한 문제는 계속 남는다. 이를 의식하여 위 분류를 시

도했던 논자들 역시 위 기준을 일방적 행위의 허용가능 범위에 관한 결

정적 기준으로 일반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260)

<표 5 - Anderson과 Van Logchem의 허용가능 행위 분류>

  그밖에 Nicholas A. Ioannides 박사는 2019년 논문에서 일방적인 굴

착은 언제나 금지되며 지진파 탐사 역시 최종합의의 도달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다만 등거리선‧중간선을 기준으로 한 신의성실

한 주장에 기초한 일방적 굴착이나 탐사에 대해서는 허용가능성을 인정

한다. 한편 어업의 경우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수행되는 한 회복 불가능

한 손해를 야기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또한 어업에 대한 규제와 감시, 

해양순찰, 수색과 구조작업, 수중문화재에 관한 고고학적 발굴의 규제와 

감시, 해양과학조사의 규제와 감시, 항행의 통제, 오염통제행위들을 허용

가능한 행위로 열거한다. 이러한 행위들은 영토분쟁사건에서 이른바 

260) David Anderson & Youri van Logchem, supra note 12, p. 220.

자제의무 위반 소지가 높은 행위 허용가능한 행위

분쟁수역에서 시설물의 설치

법집행의 수준을 넘어선 무력의 위협

분쟁수역에서의 굴착과 무생물자원의 개발

과잉어획의 위험 수역에서 어획노력 증대

분쟁수역에서 타국 어선의 나포와 기소

중첩수역에서 자국어선의 어획 장려

과학적 자료에 기초한 어업보존수역의 설정

천연자원의 개발과 관련 없는 대기‧해양과학조사

자원‧어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진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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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ités, 즉 영토권원의 우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취급되

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261) 이처럼 “해양환경에 대한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을 직접 근거로 하지 아니한 분류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결국 “해양환경에 대한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 기준이 아직 모든 상황

과 분야에 범용성 있게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이라 단언하기는 어렵다. 광

물자원 활동 이외 어업 등 여타 분야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하에 향후 

기준론의 정치화가 필요한 영역이라 하겠다.262)

  다.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 (2017)

   (1) 재판소의 판단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의 판정 후 방글라데시-미얀마 간 벵골만 

해양경계획정사건(2012)에서도 위 제74조 3항과 제83조 3항 위반 쟁점

이 잠시 등장했다. 방글라데시는 당초 제소통지를 통해 제출한 주장서면

에서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일방적으로 탐사․굴착을 허가한 미얀마의 행

위가 동 규정들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청구했다.263) 그러나 이

후 위 주장은 철회되었다.264) 이에 따라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2017)

이 두 번째로 동 규정상 의무 위반 문제가 다루어진 국제판례가 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을 거치면서 당사국들의 

주장도 한층 정치하게 전개되었다. 코트디부아르는 가나의 일방적 석유

개발이 의무 위반임을 주장하며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에서는 경

계획정 결과 가이아나에 귀속된 수역에서 이루어진 일회성 굴착에 대해

서도 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음을 강조했다. 즉 가나의 굴착행위가 이루어

진 수역이 경계획정 결과 코트디부아르에 귀속되지 않더라도 규정 위반

261) Nicholas A. Ioannides (2019), supra note 50, pp. 21-23.

262) 同旨. Enrico Milano & Irini Papanicolopulu, supra note 11, pp. 616-617.

263) Dispute Concerning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Bangladesh and 
Myanmar in the Bay of Bengal Case (Bangladesh/Myanmar), Judgment, ITLOS Reports 
2012, Bangladesh’s Notification and Statement of Claim (8 October 2009), para. 26.

264) Memorial of Bangladesh, Vol. 1 (1 July 2010), para.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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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가나는 수년 동안 굴착활동을 평화적

으로 계속해 왔으며 현상 유지 측면에서 어떠한 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83조 3항이 “특정 유형의 행위”를 자제할 의무

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과 달리 이 사건

은 일정 기간 그 행위가 지속된 사안임을 강조했다.265) 즉 가나의 행위

는 “현상”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현상”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재판소는 가나의 의무 위반을 부정했다. 우선 “잠정약정 

체결을 위한 노력 의무” 위반 문제에 관하여 코트디부아르가 가나에 관

련 활동의 자제를 요구했을 뿐 잠정약정의 체결을 요구하지 않았음을 강

조했다. 재판소는 코트디부아르가 잠정약정의 수립을 제안하고 그에 따

른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가나의 활동이 수년에 걸쳐 지

속되었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활동이 코트디부아르에 의

해 묵인된 것은 아니라도 양국 간 관계 평가에 있어서는 고려되어야 한

다고 보았다. 결국 코트디부아르가 잠정약정의 체결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의 의무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66)

  다음으로 “최종합의 저해 금지를 위한 노력 의무” 위반 문제에 관하여

는 두 가지 이유에서 코트디부아르의 주장을 배척했다. ① 분쟁수역에서 

새로운 굴착의 금지를 명한 2015년 4월 25일자 잠정조치 명령에 따라 

가나 측이 관련 활동을 정지한 점, ② 가나가 자신의 수역으로 귀속되는 

수역에서만 관련 행위를 수행했다는 점이 그 근거였다. 코트디부아르의 

청구취지 (2)(iii)은 “코트디부아르의 수역에서”(in the Ivorian maritime 

area) 가나에 의해 일방적으로 수행된 행위들이 제83조 위반임을 판결․선

언해 줄 것을 요청했다.267) 재판소는 가나의 행위가 코트디부아르의 수

265) Supra note 44, paras. 618-619.

266) Ibid., para. 628.

267) 코트디부아르의 관련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다. ibid., para. 63.

      (2) to declare and adjudge that the activities undertaken unilaterally by Ghana in 

the Ivorian maritime area constitute a violation of: […]

          (ⅲ) the obligation not to jeopardize or hamper the conclusion of an agreement, 

as provided for by article 83, paragraph 3, of UNCLOS;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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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위 청구가 성립될 수 없다고 보았다.268)

   (2) 검 토

    (가) 협력의무 판단 부분

     1) 잠정약정 제안 요구의 당부

  재판소가 협력의무 위반을 부정한 핵심 근거는 코트디부아르가 잠정약

정의 체결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판결문 또한 코트디부아르가 

잠정약정 체결을 제안하고 그를 위한 협상을 개시했다면 결론이 달려졌

을지 모른다는 점을 강하게 암시한다.269) 동 의무 이행을 위한 최소한은 

교섭의 개시와 신의성실한 교섭에 있다. 그러한 교섭의 목표가 “잠정약

정”의 체결을 지향함은 규정의 문언상 분명하다. 여기서 잠정약정이라 

함은 명칭을 불문하고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관련국 간 권리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실질적인 협력체제를 의미한다. 이는 고도의 것일 수도 있고 

느슨한 협력관계에 불과할 수도 있다. 결국 어느 수준의 협력을 지향하

건 동 의무의 핵심은 신의성실한 교섭과 협력으로 귀결된다.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코트디부아르는 가나와 함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경계획

정협상에 임하고 있었고 자국이 생각하는 경계선을 제시하는 가운데,270)

가나의 TEN 유전탐사․개발에 지속적인 항의를 제기했던 것으로 보인

다.271) 이러한 상황에서 코트디부아르의 잠정약정 체결의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만약 다수의견이 “일정 수준”의 잠

정약정을 코트디부아르가 제안해야만 했다고 본 것이라면 동 의무의 실

질을 간과한 형식적 해석이라는 비판도 가능할 것이다.

268) Ibid., paras. 631 - 633.

269) “In the view of the Special Chamber, it would have been for Côte d'Ivoire to 

propose the establishment of "provisional arrangements of a practical nature" and 

thus to trigger the requisite negotiations” ibid., para. 628. 

270) Supra note 44, Counter-Memorial of Côte d'Ivoire (4 April 2016), paras. 2.26.-2.27; 

Supra note 44, Separate Opinion of Judge Paik, paras. 13-16.

271) Supra note 44, Counter-Memorial of Côte d'Ivoire (4 April 2016), paras. 5.1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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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재판소의 다수의견은 가나의 행위 자체가 해당 수역의 “현상”이

라는 전제 하에 그 현상을 깨고자 하는 코트디부아르 측에 잠정약정의 

제안 의무가 있다는 논리로도 이해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가나에 유

리한 방향으로의 현상 변경을 인정할 정도로 코트디부아르가 가나의 행

위를 묵인했는지는 의문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수역의 현상이 실제 해

양이용의 관행과 국가들의 반응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

기도 가능하다. 만약 그러한 변동 가능성을 인정한다면 신중하게 행위하

는 국가는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현상의 성립을 목도해야 하고 적극적

으로 행위한 국가는 반사이익을 얻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른다. 이러한 

현상의 변동을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 

  이러한 판단의 기저에는 협력의무의 적용 개시시점과의 연계성을 추론

해 볼 수 있다. 판결문상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검토 부분(제627-628단

락)에서는 기술되고 있지 않지만 자제의무 위반에 대한 검토 부분에서 

이와 관련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재판소는 동 의무가 적용되는 

“과도적 기간”의 의미를 “해양경계획정분쟁이 발생하여 최종경계획정의 

합의 또는 판결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기”로 규정했다(전게주 211). 이어

서 동 의무는 코트디부아르가 문제된 수역에 대한 권원을 주장하고 있다

는 점을 가나가 인식 후에 비로소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272) 이는 

곧 자제의무뿐만 아니라 협력의무 또한 가나 측이 동 수역에 대한 코트

디부아르의 주장을 인지한 후에 작동하게 됨을 시사한다.273)

  협력의무는 관련국들이 중첩되거나 중첩될 수 있는 권원을 가지며 그

에 따라 경계획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해진 순간 적용이 개시된다. 

다만 경계획정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거나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별

다른 해양활동이 없는 경우에는 잠정약정의 체결을 위한 합의는 불필요

272) “[…] it is now for the Special Chamber to decide whether the hydrocarbon 

activities of Ghana in the disputed maritime area, after realizing that that area was 

also claimed by Côte d'Ivoire, jeopardized or hampered the reaching of the final 

agreement as claimed by Côe d'Ivoire.” supra note 44, para. 631.

273) Constantinos Yiallourides (2019), supra note 90. p.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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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274) 자제의무의 경우 쌍방 간 권원중첩이 분명해지는 입법이나 의

견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적용이 개시된다. 다만 일국의 권원주장에 타

국이 별다른 주장이나 항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

을 가능성이 높다.275) 이처럼 양 의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관련국의 권원중첩이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법 등을 통해 분명하

게 드러나는 경우 적용이 개시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렇다면 재판소는 근본적으로 코트디부아르가 자국의 주장을 분명하

게 하지 않음으로써 가나에 대해서는 아직 협력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

으로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 즉 가나에 대한 동 의무의 적용을 위해서

는 코트디부아르가 먼저 자국의 주장과 함께 잠정약정을 제안했어야 한

다는 것으로 판결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가나가 코트디부아르의 주장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후술하는 백진현 재판관의 개별의견에서 보듯 2009년 이래 가

나는 코트디부아르와의 관계에서 분쟁수역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110면). 재판소도 사안에서 가나가 주장한 경계선에 대해 코

트디부아르의 묵인을 인정했던 것도 아니다. 결국 가나의 잠정약정을 체

결을 위한 노력 의무는 이미 작동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누락과 실체 판단의 문제

  코트디부아르의 청구는 가나의 의무 위반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판결문상 재판소가 가나의 협력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검토한 흔

적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코트디부아르의 주장에 대한 판단 자체를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협력의무는 권원중첩관계에 있는 관련국 모

두에 적용되는 의무이므로 코트디부아르의 의무 이행 여부가 가나의 의

무 위반 성부에 선결문제가 될 수 없다. 양국에 모두 협력의무가 적용되

고 있다는 전제에서는 코트디부아르의 잠정약정 체결의 未제안을 가나의 

274) BIICL Report, supra note 10, para. 59. 

275) Ibid., para. 108.



- 108 -

의무 위반의 불성립 사유로 원용한 것도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만

약 코트디부아르의 잠정약정 체결 제안의 부재로 인해 가나에 대한 협력

의무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면 이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필요했다. 코트디부아르의 청구는 가나에 대한 협력의무의 적용을 전제

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나에 대한 협력의무의 적용과 그 이

행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한 채 코트디부아르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청구

국의 주장에 대한 명백한 판단 누락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소제기 전부터 가나 측에도 협력의무가 적용되고 있었다는 전제 하에 

실제 가나의 의무 이행 여부 또한 상당히 의심스럽다. 특별한 사정이 없

다면 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나가고자 하는 국가가 사전에 

관련국에 대한 충분한 의사교환과 교섭을 시도해야 한다. 가이아나-수

리남 사건(2007)에서도 CGX의 시험굴착에 대한 대외발표만으로는 가이

아나의 협력의무 이행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하면서 4가지 의무 이행

의 노력을 추가로 열거했다(96면). 가이아나는 전반적으로 수리남에 비해 

양국 간 대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시험굴착 바로 전날인 2000

년 6월 2일에도 수리남과 대화를 시도했다. 그럼에도 재판소는 가이아나

가 협력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가나의 활동이 수년에 걸

쳐 지속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가나의 일방적 굴착행위와 그 후 일련의 

행위에 있어서도 항시 협력의무는 작동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재판소

의 설시와 같이 코트디부아르가 묵인한 것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생각건대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에서 요구된 잠정약정 체결을 

위한 노력 의무는 상당히 구체적․상시적이었으며 또한 상호적이었다. 이

러한 기조에 따르면 당초 TEN 유전에 대한 탐사․개발이 시작되고 코트

디부아르의 항의가 접수된 당시부터 가나에게 잠정약정의 체결을 제안하

고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할 의무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럼에도 코트디부아르의 잠정약정 未제안을 이유로 가나의 의무 위반을 

부정한 것은 주장에 상응하는 판단이 누락된 오류임은 물론, 동 의무에 

대한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의 접근법과도 동떨어진 판단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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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분쟁수역의 현상이 변동될 수 있다는 암시는 정책적으로도 다분히 

위험하고 인위적이다. 실제 위 판결을 토대로 묵인에까지 이르지는 않더

라도 일국의 일방적 행위가 장기간 수행될 경우 동 행위의 허용성이 증

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곧 일방적 행위에 영향을 

받는 주변국에게는 잠정약정 체결을 위한 노력은 물론, 외교적 항의, 국

제재판 회부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276)

    (나) 자제의무 판단 부분

     1) 잠정조치 후 새로운 굴착 부재의 의미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에서 문제된 가이아나의 일방적 행위가 

수행된 수역은 최종적으로 가이아나에 귀속되었다(95면, 그림 9). 위 사건

에서 문제된 가이아나의 행위는 “시험굴착”이었으며 재판소는 해양환경

에 대한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을 이유로 위 행위에 대해 자제의무 위반

을 인정했다. 가나의 행위가 문제된 수역 또한 최종판결에서 가나에 귀

속되었다는 점에서는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과 마찬가지다. 또한 

가나의 지속적인 유전탐사․개발행위는 가이아나의 시험굴착보다 행위태

양의 측면이나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 측면에서 그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재판소는 ① 잠정조치 명령 후 새로운 굴착이 없

었으며, ② 종국적으로 문제된 수역이 가나에 귀속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가나에 대해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수의견이 잠정조치 명령 후 새로운 굴착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든 

배경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가나 측에 대해 자제의무의 적용이 개시되

지 않았다는 인식(106면)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가나 측에 대한 자제의무

의 적용 개시시점을 양국 간 경계획정분쟁의 소송사건화에 따른 잠정조

치의 발령시점으로 잡은 것이다. 이에 따라 결국 잠정조치 이전에 문제

276) Millicent McCreath & Zoe Scanlon, supra note 151, p. 15. Millicent McCreath과 Zoe 

Scanlon은 재판소의 잠정약정 체결을 위한 노력 의무 위반 쟁점에 대한 접근법과 관련하여 

이전 판례들이 매우 좁은 접근법을 취했다고 한다면 이번 사건은 보다 광범위한 상황에서 

일방적 행위가 수행될 수 있다는 입장을 뒷받침한다고 평가한다. ibid., pp.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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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수역에서 가나의 일방적 행위가 그 자체로 해당 수역의 “현상”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과 같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었다. 물론 상대방이 적극적

인 권원주장이 없거나 일국의 일방적 해양활동에 대해 아무런 항의가 없

다면 이러한 논리도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106-107면) 이러한 취지의 판단에 대해

서는 수긍하기 힘들다. 이에 대해 백진현 재판관은 해양경계에 관한 묵

시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고 금반언 역시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분쟁수역

에서 가나의 행위가 해당 수역의 “현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고 보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굴착작업은 해당 수역의 “현상”에 훨

씬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코트디부아르가 오랜 기간 가나의 활

동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1992년, 2009년, 2011년, 

2014년 침묵을 깨고 대응의사를 분명히 했던 점 또한 인정될 수 있다. 

최소한 2009년 2월 코트디부아르가 자신의 해양경계선을 제시했을 때부

터 가나 또한 분쟁의 존재와 분쟁수역의 위치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백 재판관은 적어도 2009년 이래 가나의 활동은 매

우 문제의 소지가 있고 코트디부아르의 반복된 항의에도 이러한 활동을 

가속화한 것은 제83조 3항을 위반한 것이라 지적했다.277) Bankes 교수

와 Churchill 교수 역시 자제의무가 잠정조치 발령 이전부터 이미 작용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재판소의 판단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278)

한편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가나의 자제의무 위반 판단에 있어 가나 

측이 보다 일찍 동 수역에서 관련 활동을 중단하라는 코트디부아르의 요

청에 충실했으면 바람직했을 것이라는 언급을 덧붙였다.279) 사실 법적의

무 위반 여부의 판단에 위와 같은 지적은 굳이 불필요하다.280) 오히려 

277) Supra note 44, Separate Opinion of Judge Paik, paras. 13-16. 

278) Nigel Bankes, supra note 151, p. 9; Robin Churchill, supra note 151, p. 665.

279) “It would […] have been preferable if Ghana had adhered to the request of Côte 

d'Ivoire earlier to suspend […].” supra note 44, para. 632.

280) Churchill 교수는 이러한 언급을 법적의무와 도덕적 의무를 혼동한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Robin Churchill, supra note 151, p.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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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각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아쉬움도 지적되고 있다.281)

     2) 청구취지에 대한 형식적 판단

  문제의 수역이 종국적으로 가나에 귀속되었다는 자제의무 위반 판단의 

두 번째 근거는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에 비추어 볼 때 쉽사리 납

득하기 힘들다. 위 사건에서는 문제된 수역이 가이아나에 최종 귀속되었

음에도 가이아나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2017)에서는 오히려 해당 수역이 코트디부아르에 귀속되지 않았다

는 점을 의무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 근거로 제시했다. 두 사건에 있어 

이러한 차이는 당사국의 청구취지 구성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이아나-수리남 사건에서 가이아나는 “분쟁수역에서”(in a known disputed 

maritime) 가이아나의 탐사공 굴착허가가 규정 위반임을 판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282) 그에 반해 코트디부아르의 청구(2)(ⅲ)에서는(전게주 267)

“코트디부아르의 수역에서”(in the Ivorian maritime area) 가나의 행위들이 

규정 위반임을 판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283) 재판소의 경계획정 결과를 

위 최종 청구취지(2)(ⅲ)에 대입시켜 보면 위 청구대로 주문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 곤란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이에 다수의견은 위 청구취지

를 언급하면서 가나의 활동이 코트디부아르의 수역에서 이루어지지 않았

기 때문에 위 청구는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판결문 제633단락).284) 백진현 재판관 역시 가나 측 행위의 적법성에 유

보를 달겠다고 하면서도 판결문 제633단락에서 지적된 점으로 인해 다

281) Natalia Ermolina & Constantinos Yiallourides, supra note 151, p. 5.

282) “[…] Guyana breached its legal obligations to Suriname under Articles 74(3) and 

83(3) […], by authorizing its concession holder to drill an exploratory well in a 

known disputed maritime area thereby jeopardizing and hampering the reaching of 

a maritime boundary agreement.” supra note 40, para. 161. 2(C). 

283) 이러한 최종 청구취지는 코트디부아르의 항변서(reply)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그 이

전에 제출된 답변서(Counter-Memorial)에도 사소한 문장 체제의 변경 외에 위 “코트디부아

르의 수역에서”(in the Ivorian maritime area) 문구는 그대로 등장한다. supra note 44, 

Counter-Memorial of Côte d'Ivoire (4 April 2016), p. 250.   

284) Supra note 44, para.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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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견의 주문에 찬성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다만 위 근거에 대해서

는 “형식적”(formalistic) 이유라는 표현을 통해 재고의 여지를 남기고 있

다.285) 결국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과 비교할 때 재판소의 결론이 

달라진 결정적 원인은 코트디부아르의 청구취지 구성에 있었다.286) 만약 

위 청구취지를 “분쟁수역에서”(in the disputed waters) 정도로 수정했더라도 

재판소의 고민은 분명 더 했을 것이다.287)

  위 부분에 있어서는 코트디부아르의 청구취지 구성 실패 이외에 재판

소의 실질적인 판단회피라는 문제도 존재한다.288) 코트디부아르가 답변

서(Counter-Memorial)에서부터 이렇게 청구취지를 구성한 이유는 문제된 

수역이 자국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 이상의 의미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변론과정에서 코트디부아르는 가이아나-수

리남 사건(2007)을 원용하면서 가나의 행위가 코트디부아르에 속하는 것

으로 선언된 수역에서 일어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주장했다.289)

분쟁수역에서의 공격적 활동은 적대적 분위기를 만들고 오히려 행위국이 

원용할 수 있는 기정사실을 형성하게 되므로 최종합의의 도달을 저해한

다는 주장도 펼쳤다.290) 이러한 주장을 전반적으로 살피건대 코트디부아

르가 문제의 수역이 반드시 자국에 귀속됨을 전제로 자제의무 위반 주장

을 펼친 것이라 보기는 힘들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재판소가 수역의 귀

285) Supra note 44, Separate Opinion of Judge Paik, para. 1. 

286) Nigel Bankes 교수는 이러한 근거를 기술적 근거(technical argument)라고 평했다. Nigel 

Bankes, supra note 151, p. 9; Van Logchem 교수 역시 형식적 이유(formalistic 

reasoning)라고 비판했다. Youri van Logchem (2019), supra note 151, p. 172.

287) Natalia Ermolina와 Constantinos Yiallourides도 청구취지가 달라졌으면 결론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한다. Natalia Ermolina & Constantinos Yiallourides, supra note 151, p. 5.

288) 西本健太郞 교수는 이 사건에서 자제의무 위반의 판단의 결정적 이유를 위 청구취지 문제에

서 찾으면서도 재판부는 실질적인 판단을 회피했다고 언급한다. 西本健太郞,, 前揭註 257, 

19ページ. 한편 Nuwan Peiris 변호사는 제83조 3항에 대한 재판소의 판단을 회피적이지만 

현명한 접근이라고 평가한다. Nuwan Peiris, “Ghana v. Ivory Coast”,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12, No. 1 (Jan., 2018), p. 92.

289) Supra note 44, para. 612. 

290) Ibid., para.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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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판결을 했더라도 코트디부아르의 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편 재판소로서는 청구취지 

문언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추가 석명 등을 통해 청구의 변경 

가능성을 타진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청구기각이 불

가피하더라도 코트디부아르의 주장 취지에 부합하는 추가 설명을 판결문

에 적시하는 것도 절차적으로는 고려해 볼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

  Youri van Logchem 교수는 당초 코트디부아르가 주장한 수역은 재판

부에 의해 결정된 등거리선보다 더 넓은 범위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재판

부의 근거는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는 제83조 3항의 위

반 판단에 있어 경계획정 이후의 상황이 아니라 경계획정 이전 상황을 

기준으로 행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인다.291) 이러한 지

적은 경계획정 결과와 무관하게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의 위반 여

부가 판단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위 취지에 따르면 재판소는 청구

취지상 “코트디부아르의 수역에서”를 큰 의미없는 문구로 취급하거나 

“코트디부아르가 주장하는 수역”으로 선해하여 판단해야 했을 것이다. 

Millicent McCreath와 Zoe Scanlon 역시 경계미획정 상태에서 연안국은 

경계선의 위치를 알 수 없으므로 제83조 3항의 위반 판단에 있어 수역

의 최종귀속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29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 의무의 공간적 적용범위는 제한될 필요가 없으며 굳이 특정하더

라도 권원중첩수역 전체를 그 적용대상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90면). 비

록 본 사안에서는 청구취지에 따른 제약이 존재했으나 경계획정 결과가 

자제의무 위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 견해

들은 원론적으로 타당한 지적이라 하겠다.

    (다) 새로운 선례로서의 가치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에 따르면 일방적인 유전개발행위는 자제

291) Youri van Logchem (2019), supra note 151, p. 173.

292) Millicent McCreath & Zoe Scanlon, supra note 151,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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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위반 행위로 포섭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가나-코트디부아

르 사건(2017)에서는 의무 위반이 부정되었다. 이로 인해 위 사건의 접근

방식을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과 다소 다르게 파악하는 견해도 있

다. 이 사건에서 가나의 일방적인 석유탐사‧개발행위는 경계획정 결과 당

사국 간 등거리선을 기준으로 가나 측 수역에서 이루어졌던 활동으로 평

가될 수 있다. 실제 제3차 해양법회의 당시 제74조 3항과 제83조 3항의 

성안과정에서는 등거리선‧중간선에 기초한 수역의 잠정적 이용을 주장하

는 입장도 있었다(82-83면: 네덜란드 안, ISNT 제61조 3항). 이에 따를 경우 

신의성실하게 주장된 등거리선‧중간선 내에서의 일방적 활동은 그 행위

태양이나 성질을 불문하고 허용 가능하다는 해석이 도출될 수 있다.293)

유사한 맥락에서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활동의 성격을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은 등거리선을 경계로 가나 측 수역에서 일정한 실행이 형성되어왔던 

분쟁의 맥락을 고려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294) 이러한 시

각들은 이 사건을 기존의 행위태양 중심의 구분론과 달리 (ⅰ) “등거리

선”을 기준으로 한 (ⅱ) “실행”의 지속성 측면에서 일방적 행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인식한다. 이 사건에서 기존 가이아나-수리남 사

건(2007)에서의 기준론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처럼 

이 사건을 자제의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다. 나아가 후술하는 바와 같이 향후 공간적인 관할권의 배분방식으로 

자제의무 위반의 판단기준이 변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128면). 

그러나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의 기준론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리

의 출현으로까지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성급하다고 판단된다. 더욱

이 위 사건에서 코트디부아르의 청구취지에 기초한 형식적 판단에 그친 

점은 자제의무의 해석론에 대한 선례로서의 가치를 상당 부분 상쇄시키

는 대목이라 판단된다.

293)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2007)이 이러한 입장을 확인한 것이라는 기술로는 Nicholas A. 

Ioannides (2019), supra note 50, p. 22.

294) 西本健太郞,, 前揭註 257, 19ペー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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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건대 위 사건에서 재판소는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의 판단

기준의 정치화 측면에서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295) 논자들 역시 위 

사건에서의 접근법이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의 그것과 모순됨을 

비판하며 오히려 백진현 재판관의 개별의견에 높은 설득력을 부여하고 

있다.296) 물론 기존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의 기준론을 그대로 답

습하지는 않았던 점은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 당사국 간 관계 등 여타 

정황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가나의 지속적 실행에 대한 존중의 형태로 

반영된 것으로 선해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접근은 장

기간에 걸쳐 대규모의 일방적 유전개발로 나아갔던 가나에 대해 의무 위

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일방주의의 방임 우려를 증폭시킨 것도 사실

이다.297) 위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리적으로도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의무의 적용 개시시점에 대한 다소 억지스러운 논리가 개입될 수밖

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분쟁수역의 현상 변경 가능성에 대한 

시사는 분쟁수역의 안정화라는 가치에도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

만 이러한 판단이 불가피했던 점도 수긍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미 

막대한 자본이 투여되어 유전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계획정 

결과 가나 측에 귀속될 수역이라 한다면 굳이 가나의 의무 위반을 인정

할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진행 중인 모든 개발활동을 중지시키는 

데 따른 부담에 대한 고려는 이미 잠정조치 사건에서 새로운 굴착만을 

금지시키는 명령을 통해 현실화되기도 했다.298)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의 기준론을 적

용했더라도 큰 무리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 사건 모두 대륙붕에 

대한 개발행위를 대상으로 했으며 행위의 지속성 정도에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종국적으로 문제의 수역이 가나 측에 귀속된 만큼 의무 위반에 

295) 同旨. Natalia Ermolina & Constantinos Yiallourides, supra note 151, p. 6.

296) Nigel Bankes, supra note 151, p. 10; Robin Churchill, supra note 151, pp. 665-666.

297) Natalia Ermolina & Constantinos Yiallourides, supra note 151, pp. 5-6. 

298) Supra note 43, para.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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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선언적 구제 정도로 지속적인 일방적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방식의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가. 법리에 대한 평가

  제74조 3항과 제83조 3항에 투영된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는 

명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론의 구체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위 

의무는 “행위의무”이다. 다만 협력의무가 그 자체로 정형화되지 않은 전

형적인 행위의무라 한다면 자제의무는 상대적으로 결과지향적 성격이 강

한 의무라 할 수 있다.299) 전자는 적극적인 잠정약정의 체결이라는 결과

를 요구하지 않는다. 반면 후자는 “최종합의 도달에 대한 저해 금지”라

는 소극적 결과에 반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

이 높다. 이 점에서 객관적으로 외부에 드러난 결과와 관련을 맺는 자제

의무 위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접근이 가능하다. 

   (1) 회복 불가능한 손해와의 관계

  “해양환경에 대한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 기준은 에게해 대륙붕 잠정

조치 사건(1976)에서 잠정조치의 발령 요건으로 다루어진 “회복 불가능

한 손해”(irreparable prejudice) 요건의 판단기준에 기원을 두고 있다. 위 요

건은 PCIJ 시절부터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금전배상으로 전보가 불가능

한 손해가 있는 경우 잠정조치의 발령요건으로 인정되어 왔다. ICJ는 어

업관할권 사건의 잠정조치 결정(1972)에서 ICJ 규정 제41조상 잠정조치

는 분쟁의 대상인 권리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예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300) 이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 요건에 대

한 원칙적 판시로301) 동 요건은 이후 잠정조치 사건들에서도 재판소의 

299) Supra note 44, Separate Opinion of Judge Paik, para. 6. 

300) “[…] irreparable prejudice should not be caused to rights which are the subject of 

dispute […]” Fisheries Jurisdiction (United Kingdom/Iceland), Order, I.C.J. Reports 
1972; para. 21.

301) 동 요건에 관한 일반적 설명으로는 최지현,「국제사법재판소의 잠정조치에 관한 연구」,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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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응의 관할권(prima facie jurisdiction)이 인정되면 가장 먼저 심사되는 요

건으로 받아들여져 왔다.302)

  에게해 대륙붕 잠정조치 사건(1976)에서의 잠정조치의 발령요건으로 

문제된 행위의 회복 불가능한 손해 여부를 검토했다. 위 판단기준을 토

대로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에서는 “해양환경에 대한 영구적인 물

리적 영향” 여부를 자제의무 위반의 판단기준으로 채택했다. 가이아나-

수리남 사건(2007)에서 잠정조치의 발령요건을 자제의무 위반의 판단기

준으로 도입한 것은 수긍이 가는 측면도 있다. 경계미획정 수역은 관련

국들의 권리 간 경합이 발생하는 잠재적 분쟁상태의 수역이다. 동 수역

에서 별도 합의된 잠정약정 체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관련국들에 요구

되는 최소한의 행위규범은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이다. 즉 잠정약

정의 합의를 통한 구체적인 질서 수립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성글게나마 

동 위무를 통한 최소한의 행위규제가 이루어진다. 한편 잠정약정 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일국의 일방적 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관련국은 제3자적 기관에 의한 잠정조치의 발령을 통해 

잠정적 질서를 수립할 수도 있다. 결국 명확한 행위규범이 부재한 분쟁

상태의 수역에 대해 일정한 행위규범 내지 질서를 수립한다는 점에서 잠

정조치의 역할은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와 유사하다. 즉 양자가 

기능하는 국면은 일정한 상황적 유사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회복 불가능한 손해”의 개념이 곧 최종경계획정

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는 결과와 동일한 것은 아니

라는 점이다.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에서 재판소는 위 회복 불가능

한 손해 요건을 충족시키는 행위는 최종합의 저해금지의 요건도 쉽게 충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10, 124-125쪽 참조.

302) 전통적으로 잠정조치 사건에서는 “일응의 관할권”이 인정되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 긴급성, 

본안관련성을 심사해 왔다. 최근 위 회복 불가능한 손해 요건은 긴급성(urgency) 요건의 일

환으로 흡수되는 경향도 있다. 예컨대 ITLOS의 2013년 Arctic Sunrise호 사건에 대한 잠

정조치 결정에서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에 대한 언급은 별도 등장하지 않았다. The Arctic 
Sunrise Case (Kingdom of the Netherlands v. Russian Federation),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22 November 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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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97면). 그러나 양자가 같은 평면에서 그 

요건 충족의 난이도가 비교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303) 객

관적으로 금전배상으로 손해전보가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

국이 그 피해를 가해국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상당히 주

관적이면서도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다. 또한 제74조 3항과 제

83조 3항의 문언상 동 의무는 어디까지나 행위의무이다. 따라서 최종합

의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발생의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다면 결과 발생

에 대한 면책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다.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

(2017)에서 백진현 재판관 역시 회복 불가능한 손해에 대한 판단과 최종

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법적 기능부터 상이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전자의 기준이 후자에 

직접 유추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304)

  약간 다른 시각에서 Youri van Logchem 교수는 에게해 대륙붕 잠정

조치 사건(1976)에서의 기준을 자제의무 위반의 요건으로 일반화시킬 수 

없다고 평가한다. 그에 따르면 위 사건은 그 자체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

해 여타 잠정조치 사건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었다고 한다.305)

당시 잠정조치의 발령이 거부된 지진파 탐사를 자제의무 위반의 관점에

서 다시 판단해 볼 경우 다른 결론의 도출도 가능할 수 있다(128-129면).

  이처럼 회복 불가능한 손해 요건과 자제의무 위반의 판단기준을 동일

303) Van Logchem 교수는 재판소가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에서 에게해 대륙붕 잠정조치 

사건(1976)에서의 잠정조치 발령요건보다 자제의무 위반의 판단기준이 더 낮다고 설시하면

서도 사실상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은 놀라운 것이라 하며 재판소의 논리 모순을 간접적

으로 지적하고 있다. Youri van Logchem (2013), supra note 12, p. 187. 

304) 잠정조치의 목적은 최종합의에 이르기까지 당사국의 권리를 보존하는 것이며 최종합의 저해 

금지를 위한 노력 의무는 최종경계획정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촉진․보장하고 국가들 간 분쟁

의 평화적 해결에 있어 평화와 우호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supra note 

44, Separate Opinion of Judge Paik, para. 9.

305) Van Logchem 교수는 그 근거로 잠정조치 절차 자체가 그 발령을 위해 높은 요건을 설정하

고 있는 점, 에게해 대륙붕 잠정조치 사건(1976)이 여타 잠정조치 사건보다 잠정조치의 발

령 요건을 좁게 해석한 점, 당시 안보리를 통해 별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정으로 인해 

잠정조치 사건(1976)에서는 분쟁의 악화 방지보다 회복 불가능한 손해 요건의 충족 여부에

만 집중했던 점을 제시했다. Youri van Logchem (2013), supra note 12, pp. 18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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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취급할 별다른 근거가 없는 점, 더구나 에게해 대륙붕 잠정조치 사

건(1976)에서의 판단기준을 통상의 잠정조치 사건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도 힘든 점 등을 고려하면 “해양환경에 대한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 기

준을 논리적으로 자제의무 위반의 판단기준과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 점에서 위 기준론은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2) 중첩 대륙붕에서의 행위규범

  오늘날 자제의무를 관습법상 법원칙으로 인정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

다. 그렇다면 동 의무의 본연의 모습에 보다 근접하기 위해 관련 법원칙

을 더 추적해 나가볼 수 있을 것이다. 초기 경계획정문제가 대륙붕 제도

와 함께 대두된 것임을 감안할 때 해양법상 그 법원칙의 원류는 대륙붕 

제도의 보편화와 맞물려 있을 것임을 익히 짐작할 수 있다.

  1958년 대륙붕협약 제6조는 대향‧인접국을 불문하고 “합의”에 의한 대

륙붕 경계획정 원칙을 규정하고 있었다.306) 여기서 “합의”는 곧 신의성

실한 교섭의무를 전제하는 것으로 대륙붕 경계획정에 있어 교섭의무는 

북해대륙붕사건(1969)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85면). 이 때 교섭의 결과를 

저해할 수 있는 분쟁상태의 대륙붕에 대한 일방적 굴착은 경계획정 교섭

에 대한 신의성실에 반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또한 경계획정의 결과 

다른 국가에 귀속될 수 있는 대륙붕에 대한 굴착은 해당 국가의 대륙붕

에 대한 권리 침해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여기에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분쟁의 악화 방지라는 법원칙이 결합됨으로써 곧 경계미획정의 

대륙붕에서 일방적인 탐사‧개발을 삼가야 한다는 원칙이 도출되었던 것

이다.307) 결국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의 원류에 해당하는 법원칙

은 “대륙붕” 경계획정의 문제가 존재하는 수역에서 연안국 간 경계획정 

306) 1항은 대향국 간 대륙붕 경계획정 원칙, 2항은 인접국 간 대륙붕 경계획정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위 1, 2항 공히 각 1문에서는 “당사국 간 합의에 의해 경계선이 획정되어야 한다.”

([…] shall be determined by agreement between them)고 규정하고 있다. 각 2문은 합

의가 없을 시 중간선‧등거리선 원칙에 따른 경계선 획정을 규정한다.

307) Supra note 210, pp. 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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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을 악화시키는 일방적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더구나 협약의 채택 전까지 여타 법원칙이나 기준이 구체화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국제소송에서 관련 사건이 다루어진 것은 에게해 대륙

붕 잠정조치 사건(1976)이 유일했다. 이러한 연유로 제74조 3항과 제83

조 3항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도 대부분 대륙붕에 대한 탐사․개발행위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88면). 더욱이 EEZ 제도는 대륙붕 제도와 

그 생성과정을 달리했다. 대륙붕 제도가 1958년 대륙붕협약을 통해 일

찍이 제도화의 궤도에 올랐던 반면 EEZ 제도는 트루먼 선언 직후 다양

한 국가실행에도 불구하고 1982년 협약의 채택과 함께 공식화되었다. 

이에 따라 협약 체제 이전 EEZ에서 경합하는 권리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별도의 규범이 자생할 여지는 대륙붕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여기서 도출되는 결론은 기존 관습법적 법원칙과 에게해 대륙붕 잠정

조치 사건(1976)에서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으로 이어진 기준론의 

원류는 중첩되는 “대륙붕”에서의 행위규범이었다는 점이다. 제74조 3항

과 제83조 3항의 규정은 제3차 해양법회의 당시 등거리선‧중간선 원칙과 

형평의 원칙 그룹 간 타협의 산물로 1980년 비공식통합교섭안(ICNT) 제

2수정안에 공식 채택되어 협약 체제로 들어왔다(83면). 위 규정의 기원이 

되는 1978년 제7차 속개회의에서 모로코의 안이 에게해 대륙붕 잠정조

치 사건(1976)과 대륙붕 경계획정의 규범들을 얼마나 참고하였는지는 불

분명하다. 그러나 위 규정상 자제의무의 해석론으로 제시된 “해양환경에 

대한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 기준론은 이처럼 중첩 대륙붕에 관한 규범

들이 투영된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3) 행위양태 기준론으로의 변질

  에게해 대륙붕 잠정조치 사건(1976)에서의 기준론은 외부로 드러난 행

위양태를 기준으로 자제의무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 단초가 되었다. 

즉 위 사건을 계기로 굴착행위, 시설물의 설치는 허용될 수 없지만 지진

파 탐사는 허용될 수 있다는 식의 도식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접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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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이후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에서도 그대로 승계되었다. 이처

럼 외부적인 행위양태를 의무 위반의 잣대로 삼는 것을 “행위양태 기준

론”이라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이 제74조 3항과 제83조 3항의 신의성실한 협력

과 자제 의무의 해석론으로 적합한지는 의문이다. 첫째, 에게해 대륙붕 

잠정조치 사건(1976)에서의 기준론은 제74조 3항과 제83조 3항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론은 아니었다. 당시는 협약 채택 이전이었으며 위 기준론

은 회복 불가능한 손해 요건의 판단기준이었다. 둘째, 위 기준론을 제74

조 3항과 제83조 3항에 직접 연계시킨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에

서의 “해양환경에 대한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 기준론 역시 위 규정의 

직접적인 해석에 토대한 것이라 보기 힘들다. 위 기준론은 중첩 대륙붕

에 관한 분쟁이라는 상황적 유사성을 매개로 에게해 대륙붕 잠정조치 사

건(1976)의 판단을 차용한 것이었다. 셋째, 행위양태 기준론은 자제의무

를 일종의 결과의무로 취급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위 의무는 결과지향

적 개념이긴 하나 엄밀히 행위의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넷째, 학자들

을 통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어업과 같이 대륙붕 이

외의 EEZ에 대한 권리행사 등에는 위 기준론이 그대로 작동할 수 있을

지도 불분명하다(100-103면).

  따라서 행위양태 기준론은 “최종합의 저해 금지를 위한 노력 의무” 위

반 여부 판단의 일응의 기준은 될 수 있을지언정 협약 규정을 완전히 반

영한 기준은 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2017)

에서 가나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제83조 3항은 국가로 하여금 분쟁수역에서 특정 유형의 행위(any particular type of 

activity)를 자제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최종합의에 이르는 것

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쟁수역에서 

행위는 그 물리적 영향에 기초해서 판단되어서는 아니되며 최종합의에 이르는 과정

에 있어 가능한 영향에 기초하여 판단되어야 한다.”308)

308) 위 주장은 판결문에서도 그대로 인용되었다. supra note 44, para.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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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의 위 주장은 자국의 일방적 유전개발행위가 기존 가이아나-수리

남(2007) 사건에서의 기준론에 따를 때 불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

다는 인식 하에 제시된 것임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의도 여하를 불문하고 가나의 위 주장은 기존 행위양태 기준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공해 주는 적절한 언급이라 사료된다.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 위반의 판단기준은 제74조 3항과 제83

조 3항에서 직접 도출되어야 한다.309) 동 규정상 의무 위반 여부는 특

정 행위로 인한 해양의 물리적 현상 변경 여부나 그 현상의 변경이 일시

적·영구적인가의 판단을 넘어서는 영역이다. “해양환경에 대한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과 제74조 3항과 제83조 3항 위반 문제는 구분되는 개념이

다. 전자가 성립된다고 하여 후자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다. 행위의무의 본질에 충실하면 여하한 물리적 영향이 발생하

더라도 면책 가능성도 열려 있다. 최종합의에의 도달을 더욱 수월하게 

하는 별도 행위가 개입되어 물리적 영향을 상쇄시킬 수도 있다. 물리적 

영향을 판단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그 양상은 각양각색일 수 있다. 

여타 정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상대국의 묵인 하에 장기간 지속된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 역시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기준 자체의 불명확성

  보다 근본적인 문제제기도 가능하다. 과연 “해양환경에 대한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 기준 자체는 분명한 기준인가. 어느 정도 수준의 영향이 

있어야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대륙붕에 대한 시

험굴착의 경우 해저에 대한 탐사공 굴착이 수반되나 본격적인 개발‧생산

에 돌입하지 않은 한 영구적인 영향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310) 정

보의 습득은 非물리적 행위이지만 경계획정이 된 수역에서는 취득할 수 

309) 김민철, “중첩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서울국제법연구』, 제22권 2호 (2015. 12), 164쪽.

310) N. Ermolina와 C. Yiallourides도 해양환경에 대한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 기준이 구체적으

로 어떠한 탄화수소 활동이 최종합의의 도달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불분명하

다고 평가한다. Natalia Ermolina & Constantinos Yiallourides, supra note 151,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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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정보를 독점적으로 취득한다면 타국과의 관계 악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해양과학기지의 설치는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만 그 활동 자체

는 해양환경에 별다른 영향이 없으며 언제든 시설물의 철거도 가능하다.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의 판정에는 일응 자제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으로 거론될 수 있는 몇 가지 유사 용어의 사용이 확인된다. Youri 

van Logchem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다음의 총 여섯 가지의 용어가 등

장하고 있다. “해양환경에 대한 물리적 변화”(physical change to the marine 

environment), “해양환경에 대한 영구적인 물리적 변화”(permanent physical 

change to the marine environment), “해저나 하층토에 대한 물리적 손

상”(physical damage to the seabed or subsoil), “해양환경에 대한 영구적인 물

리적 영향”(permanent physical impact on the marine environment), “타방의 권

리에 영구적으로 영향을 주는 방식”([to] affect the other party’s rights in a 

permanent manner), “해양환경에 대한 영구적 손상”(permanent damage to the 

marine environment). 얼핏 보면 유사한 것 같은 위 용어들을 내용적으로 

분류해 보면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 “타방의 권리”에 대한 영향의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그 영향 역시 “영구성” 여부에 따라 추가로 

구분될 수 있으며, “변화”, “영향”, “손상”의 용어가 혼용되기도 한다.311)

  재판소의 논증과정에 있어 이러한 유사 용어의 혼재는 동 기준 자체의 

불명확성과도 관련을 맺는다. 이러한 용어 사용의 불명확성에 비추어 볼 

때 재판소가 “해양환경에 대한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 기준을 흔들리지 

않는 기준으로 확정적으로 제시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아울러 자제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으로 “해양환경”, “타방의 권리”, “영구성” 여부 등 다양

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 발전방향 

   (1) 기준론의 명확화‧구체화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는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행

311) Youri van Logchem (2013), supra note 12, p.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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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규범이다. 제3장에서 살핀 배타성의 내재적 한

계는 타국의 행위를 규제하는 일부 규범에서 발현됨에 반해, 동 의무는 

연안국의 권리행사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제한규범으로 작용한다(77-78

면). 경계미획정 수역의 조화로운 이용을 위해서는 당사국 간 합의에 따

라 잠정약정에 따른 규율체제를 수립함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모든 

권리행사를 아우르는 포괄적 잠정약정의 체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를 고려할 때 잠정약정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경계미획정 수역의 기

본규범인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의 해석론이 갖는 중요성은 결코 

간과될 수 없다. 동 의무의 해석에 따라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행사가 어느 범위까지 제한되는지가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권리 침해를 

문제 삼기는 힘들다.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2017)에서 경계획정을 전

제로 한 소급적인 주권적 권리 침해는 행위국의 선의의 작용으로 자동으

로 성립될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권리의 내

재적 한계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다. 이러한 결론은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백진현 재판관 역시 이러한 맥

락에서 동 의무가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국가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유일

하게 신뢰할만한 법적수단임을 강조했다.312) 그러나 그 중요성에 걸맞지 

않게 동 의무가 투영된 제74조 3항과 제83조 3항은 실질적인 행위제한 

규범으로서 명확성과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규범의 불명확성은 해석

을 통한 보완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하여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

에서의 다음 판시는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된다.

  “경계획정분쟁의 해결과정은 많은 시간을 요하므로 분쟁기간 문제된 수역에서 경제 

적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당사국의 이익을 과도하게 제약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최종합의의 도달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하는 

의무’를 해석함에 있어서 세밀한 균형(delicate balance)이 고려되어야 한다.”313)

312) Supra note 44, Separate Opinion of Judge Paik, para 18.

313) Supra note 40, para.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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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분명한 규범으로부터 충돌하는 이익 간 세밀한 균형을 도출하는 것

은 쉬운 일이 아니다.314) 자칫하면 특정 해석론에 갇혀 균형잡기를 포기

하거나 반대로 모든 요소를 종합 고려해야 한다는 식으로 구체화의 책무

를 방기할 수 있다. 문언의 가능한 범위에서 현상의 존중, 해양의 적정

이용,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악화 방지, 협약의 대상 및 목적에 대한 고

려 속에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해석론의 도출을 고민해야 한다.

  (2) 협력의무 

  협력의무는 결과지향적 성격이 약하고 그 내용 자체가 모호하여 그간 

그다지 부각되지 못한 측면이 강했다. 그러나 이근관 교수의 지적과 같

이 동 의무는 규범력을 더해 가는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다(전게주 9). 가

이아나-수리남 사건(2007)은 교섭의 개시를 비롯한 신의성실한 교섭의

무의 실제적 적용 양상을 상세히 보여주었다. 위 판정에 따르면 동 의무

의 충족을 위해서는 상대방에 교섭을 제안하거나 상대방의 교섭 요청을 

수락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섭 요청의 수락에는 특정 행위의 중단과 같

은 조건 추가도 가능하다. 반면 예정된 협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거

나 상대방의 제안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일련의 구체적 기준들 속에서도 동 의무의 위반 여부 

역시 상황에 따라 상대화된 종합적 판단이 불가피하다. 양국 관계나 실

제 예정된 행위의 권리 침해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형량하지 않고 일관된 

기준만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가이아나-수리남 사건

(2007)에서 요구된 4가지 구체적인 소통의 노력은 상황별 탄력적 해석이 

가능성이 모색되어야 한다(98-99면).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2017)은 동 

의무의 적용 개시시점과 수역의 현상 변동 가능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다만 협력의무의 요체 역시 “신의성실”에 있

는 만큼 위 사건의 논리를 일반화된 접근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직 

314) 경제적 개발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연안국들이 과도한 권원주장으로 나아갈 우려가 있다

는 점도 지적된다. Youri van Logchem (2013), supra note 12, p.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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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하고 판단된다. 덧붙여 동 협력의무의 해석에 있어서는 후술하는 적

절한 고려 의무에 관한 판례사안(142면)도 참고가 될 것이다.

  (3) 자제의무 

   (가) 판단요소의 다양화

  불분명한 규정과 희소한 사례 속에서도 그간 국제재판소는 나름의 자

제의무 위반의 판단기준을 수립‧적용해 왔다. 다만 “해양환경에 대한 영

구적인 물리적 영향” 기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백진

현 재판관은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2017)에서 문제의 행위가 최종합

의에 도달하는 과정을 위태롭게 하거나 협상과정을 방해하는 것인가 하

는 점, 즉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와 함께 해양환경에 대한 영구적인 물리적 변화를 초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훨씬 덜 공격적인 행위라도 당사국 간 심각한 긴장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최종합의를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할 수 있음을 지

적했다. 결국 해양환경에 대한 영구적인 물리적 변화 역시 여러 고려 요

소 중 하나일 뿐이다.315) 아울러 국가의 행위가 최종합의의 도달을 위태

롭게 하거나 방해하는 효과를 가지는지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행위

의 유형, 성격, 위치, 시간, 수행방식 등 여러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따라서 동 의무의 위반 문제를 다루는 사법기관들은 관련

국 간 관계의 틀에서 이러한 모든 요소를 고려하고 “균형”을 잡아야 한

다고 강조했다.316) 백 재판관의 지적과 같이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보다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수역의 위치, 

손해의 성질, 결과의 회복 가능성, 기타 관련국 간 관계 여타 분쟁의 정

황 등이 종합 고려되어야 한다.317) 그밖에 대륙붕 분야뿐만 아니라 EEZ

에서의 연안국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도 그 해석‧적용 가능성이 고려되어

315) Supra note 44, Separate Opinion of Judge Paik, para. 7.

316) Ibid., para. 10.

317) 김민철, 전게논문(각주 309), 165쪽 및 177-1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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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유해한 결과방지를 위한 노력의 고려, 협력‧교섭의무와의 상호

작용 하의 자제의무 위반에 대한 상대적 평가도 고려될 수 있다.

   (나) 분야별‧공간별 접근 가능성

  현 기준론이 일련의 행위들을 공간적 제한 없이 일체 금지하는 행위양

태 기준론으로 흐른 것은 현 기준론이 중첩 대륙붕에 대한 규범에 기원

을 두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대륙붕 분야에 있어서는 북해대륙붕사

건(1969) 이래 자연연장론의 관념과 형평의 원칙에 기초한 경계획정 방

법론이 유력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등거리선‧중간선에 기초한 관

할권 배분의 실행이 쉽게 공감대를 얻기 힘든 상황이었다. 즉 대륙붕에 

있어서는 거리기준과 같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관할권의 범위를 가를 

수 있는 기준에 대한 합의 도출이 힘들었다. 이로 인해 결국 해양에 일

정 수준 이상의 물리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중첩 대륙붕 전체에 걸쳐 

일체 수행할 수 없다는 관념이 자리 잡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제3차 해양법회의 당시 제74조 3항과 제83조 3항의 성안과정에서도 

경계미획정 수역에 대한 관할권의 한계 문제를 둘러싸고 연안국 간 의견

대립은 첨예했다(82-83면). 그러나 EEZ 제도가 협약 체제에 본격적으로 

들어옴에 따라 오늘날 등거리선‧중간선 원칙은 보다 유력한 지위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판례에서 이른바 3단계 접근법으로 알려진 잠

정등거리선의 작도를 기초로 한 경계획정 방법론의 정착 역시 하나의 예

로 평가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현 시점에서 과거 자연연장론이 지배하

던 시절 중첩 대륙붕에서의 행위규범이 과연 오늘날에도 유효한 기준으

로 될 수 있을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에게해 대륙붕 잠정조치 사건(1976) 당시의 기준론에 

얽매일 필요가 없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자제의무 위반 판단에 있어 대

륙붕과 EEZ에 대한 이원적 접근의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다. 우선 자연

연장론과 형평의 원칙이 아직 일정 부분 작동하고 있는 대륙붕 분야에 

있어서는 중첩 대륙붕에 관한 행위규범에 원류를 둔 기존 기준론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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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타 EEZ에 대한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기존 기준론을 고수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오히려 그간의 규범

의 변천과정에 비추어 볼 때 EEZ에 대한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별도의 

자제의무 위반의 판단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 있다. 

예컨대 환경적 영향 이외 적절한 고려 의무와의 연계 속에 해당 행위의 

권리 침해적 요인을 고려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현재 경계획정 판례 추이와 국가실행에 비추어 볼 때 EEZ 분

야에 있어서는 경계미획정 상태에서도 등거리선‧중간선을 토대로 한 관

할권 배분의 방법을 유력하게 취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처럼 

공간적 접근법을 전제할 경우 해양환경에 대한 물리적 영향, 충돌하는 

권리 간 형량 등에 관한 세세한 평가는 그 중요성이 떨어지게 된다. 다

만 등거리선‧중간선에 대한 견해차가 있는 좁은 주장중첩수역에서의 행

위기준으로는 여전히 여타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유효하게 작동할 것이

다. 일부 학자들의 지적에서 엿보이는 바와 같이(114면) 장기적으로는 대

륙붕에 대한 권리행사의 기준 내지 한계 역시 위와 같은 공간적 접근법

으로 변천해 나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 권리 요소의 고려

  “해양환경에 대한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 기준론은 해저와 하층토 등 

해양에 대한 물리적 영향 여부를 중요시한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타

방의 권리 침해 또는 경합하는 권리 간 균형이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상

대적으로 취약한 기준론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지진파를 이용한 자원탐

사의 경우 해양환경에 물리적 영향을 미치는 활동은 아니지만 타방의 권

리에 대한 영향 측면에서는 다른 방식의 접근도 가능하다.318) 에게해 대

륙붕 사건에서 그리스 측을 변론했던 D. P. O’Connell 교수는 “지식”을 

한번 램프를 빠져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요정에 비유했다.319)

318) Youri van Logchem (2013), supra note 12, p. 184.

319) Supra note 154, Argument of Professor O’Connell in Oral Arguments on the Request 
for the Indication of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Minutes of the Public Si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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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hen Fietta 변호사도 2008년 논문에서 에게해 대륙붕 사건 후 30여

년이 지난 당시 기술 수준에서 일방적 탐사는 연안국 간 정보 수준의 현

상을 현저히 변경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320) 가나-코트디부아르 잠정

조치 사건(2015)에서는 가나의 탐사활동을 통해 취득된 정보의 사용에 

대해 일정한 통제가 가해졌다.321) 오늘날 협약은 자원탐사·개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학조사를 연안국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응용된

(applied) 조사의 범주에 포함시킨다(제246조 5항(a)). 그렇다면 해양환경에 

대한 물리적 영향이 없는 지진파 탐사에 대해서도 자원 정보에 대한 타

방의 권리에 여하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반면 동일한 탐사라도 일반적인 대기나 해양에 대한 정보 취득에 대해서

는 상대적으로 권리 침해 가능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지식은 인류 전체에 공개된 것으로 그 정보의 취득이 배타적인 권리의 

침해를 야기한다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 결국 자제의무 위반의 평가

에 있어 상대방의 권리 요소에 대한 고려도 간과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권리 요소의 고려는 어업 등 EEZ에서의 권리행사에 있어 더욱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다. EEZ에 관한 권리행사는 대체로 해양환경에 

대한 물리적 영향을 전제하지 않는 행위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결국 대

륙붕과 EEZ를 아우르는 범용성 있는 기준론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 물리적 영향 기준 외에 권리 요소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신

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와 함께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주요한 제한

규범으로 작동하는 적절한 고려 의무는 본질적으로 타국의 권리에 대한 

배려를 요구한다. 이 점에서 자제의무 위반의 판단기준으로서 권리 요소

에 대한 고려는 적절한 고려 의무와의 해석론상 융합을 통해 더욱 구체

화될 수 있다(152-154면). 이에 관하여는 다음 절에서 살피도록 한다. 

held at the Peace Palace, from 25 to 27 August and on 11 September 1976, p. 108. 

320) Stephen Fietta, “Guyana/Surinam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02, 

No. 1 (Jan., 2008), p. 127.

321) Supra note 43, para.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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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적절한 고려 의무 

1. 일반론

  니카라과-콜롬비아 사건(2012)의 최종판결에서 미결로 남은 양국 간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는 2013년 9월 니카라과의 제소

로 다시 ICJ에 회부되었다. 니카라과는 그 소장에서 첫 번째 청구로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획정을, 두 번째 청구로 경계획정 이전 대

륙붕 중첩수역에서 천연자원의 이용에 관한 규범의 확인을 요청했다.322)

그러한 규범으로는 ① 신의성실 의무, ② 적절한 고려 의무, ③ 협력의

무를 제시했다.323) 이는 협약의 비당사국인 콜롬비아에게도 적용 가능한 

대륙붕 중첩수역에서의 일반국제법상 의무들을 열거한 것이었다.

  위 사건은 니카라과의 대륙붕 경계획정 청구가 기판력에 반하는지, 

CLCS의 최종권고가 부재한 상황에서 재판소가 경계획정사건을 다룰 수 

있는지 등을 두고 선결적 항변 단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결과적으

로 첫 번째 청구는 선결적 항변 단계를 통과했으나,324) 두 번째 청구는 

콜롬비아 측의 분쟁의 부존재 항변이 받아들어져 본안판단을 받지 못하

게 되었다.325) 니카라과의 선결적 항변에 대한 서면진술에 따르면 위 두 

번째 청구는 확정적인 대륙붕의 외측한계 수립시까지 재판소가 국제법원

322) Application Instituting Proceedings filed in the Registry of the Court on 16 

September 2013, Question of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between 

Nicaragua and Colombia beyond 200 Nautical Miles from the Nicaraguan Coast 

(Nicaragua v. Colombia), paras. 2, 11, 12. 

323) “200해리 이원 대륙붕에 관한 최종 경계획정 이전 양국은 대륙붕 중첩수역에서 천연자원의 

이용과 관련하여 타방의 이익에 해를 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위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

는 (ⅰ) 일반국제법상 신의성실 의무에서 도출되며 (ⅱ) 보다 구체적으로는 영해 이원의 수

역에서 권리행사에 있어 국가들에게 부과된 신의성실과 타방의 이익에 대한 적절한 고려

(due regard) 의무, 그리고 (ⅲ) 신의성실과 협력의무로부터 도출된다.” ibid., para. 11.

324) 가장 논란이 많았던 콜롬비아의 기판력 주장에 관한 세 번째 선결적 항변은 재판관들 간 

8:8의 상황에서 소장의 캐스팅보트로 배척되었다. Question of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between Nicaragua and Colombia beyond 200 Nautical Miles from 
the Nicaraguan Coast (Nicaragua v. Colombia), Preliminary Objections, Judgment, 
I.C.J. Reports 2016, para. 126 (a)(b).

325) Ibid., paras. 1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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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범을 선언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었다.326) 특

히 니카라과는 이러한 규범은 분쟁해결과 무력사용금지뿐만 아니라 자제

와 협력에 관한 의무를 포함한다고 하면서 국가들의 과도한 권리주장 상

황을 회피하기 위한 지침을 얻고자 한다고 덧붙였다.327)

  이 절에서 다루고자 하는 적절한 고려 의무는 위 두 번째 청구와 관련

을 맺는다. 니카라과의 위 두 번째 청구는 일반국제법상 경계미획정 수

역에서의 행위규범에 대한 확인을 구한 것이었다. 니카라과는 그 구체적

인 내용은 본안의 문제라고 하면서328) 위 서면진술 수준 이상의 추가적

인 내용은 개진하지 않았다. 위 청구는 아쉽게도 선결적 항변 단계에서 

배척되어 당사국의 보다 상세한 주장내용이나 재판소의 공식 판단도 확

인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청구 자체로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행위규

범에 대한 개별 국가의 인식의 단초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행위규범으로서 적절한 고려 

의무의 적용을 공식 제기한 보기 드문 사안이기도 하다. 

  가. 의 의

  협약 제56조 2항과 제58조 3항은 EEZ에서 연안국과 타국의 권리·의

무를 적절하게 고려할(due regard) 의무를 각 규정하고 있다. 

  제56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관할권 및 의무

   2. 이 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있어서, 연안국은 다른 국

가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하고, 이 협약의 규정에 따르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제58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다른 국가의 권리와 의무

   3. 이 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권리행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각국은 연안

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하게 고려하고, 이 부의 규정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규정과 그 밖의 국제법 규칙에 따라 연안국이 채택한 법령을 준수한다. 

326) Supra note 324, Written Statement of the Republic of Nicaragua to the Preliminary 

Objections of the Republic of Colombia (19 January 2015), paras. 5.38-5.39.

327) Ibid., paras. 5.40-5.41.

328) Ibid., para. 5.40.



- 132 -

  “적절한 고려”라는 표현은 협약상 여타 규정에서도 확인된다. 대표적

으로 공해자유 행사에 있어 타국의 이익과 권리에 대한 적절한 고려를 

규정한 제87조 2항이 있다.329)

  제87조 공해의 자유

   2. 모든 국가는 이러한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공해의 자유의 행사에 관한 다른 국가

의 이익 및 심해저 활동과 관련된 이 협약상의 다른 국가의 권리를 적절히 고려한다.

  제56조 2항과 제58조 3항의 “적절한 고려” 의무는 통상 EEZ에서 연

안국과 타국이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고 양측의 조화로운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신의성실하게 노력할 의무로 설명된다.330) 이는 EEZ 제도의 

확립으로 종래 공해자유가 지배하던 수역에 연안국의 일정한 권리가 인

정됨에 따라 기존 공해자유와 연안국의 권리행사 사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331) 위 의무는 연안국과 타국의 권리 중 어느 하나

에 우선성을 부여하지 않으며,332) Mare Liberum과 Mare Clausum의 긴

장 관계 속에 EEZ에서 국가들의 법적 평등을 반영하고 있다. 즉 기존의 

공해자유와 EEZ 제도 도입에 따른 연안국의 권리 중 어느 한 쪽이 배타

적일 수 없으며 상호 유연한 조화 속에 작동해야 함을 의미한다.333)

  동 의무는 신의칙의 또 다른 모습이다. 권리는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그 행사에 있어 타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타국의 권리나 

329) 그 밖에 제27조 4항, 제60조 3항, 제142조 1항, 제148조, 제234조에도 반영되어 있다.

330) Tullio Treves, “Coastal States’ Rights in the Maritime Areas under UNCLOS”, 

Brazi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2, No. 1 (Jan., 2015), p. 42.

331) James Crawford 교수는 EEZ에서 연안국과 타국의 권리·의무의 할당은 협약 규정상 상당히 

일반적인 용어로 규정되어 있는 섬세한 형량의 과정(delicate balancing process)을 수반한

다고 평가한다. James Crawford, Brownlie’s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8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 278. 

332) Tullio Treves, supra note 330, p. 42.

333) 제2차 M/V Saiga호 사건에서 Laing 재판관은 EEZ에서의 권리나 관할권이 필연적으로 배

타적이어야 한다는 인식은 잘못된 접근법이며 이러한 추론은 협약상 “적절한 고려” 기준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했다. M/V “SAIGA”(No. 2)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v. 

Guinea), Judgment, ITLOS Reports 1999, Separate Opinion of Judge Laing, para.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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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무시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될 수도 있다.334)

  나. 연혁적 고찰

   (1) 공해협정 제2조의 합리적 고려 

  제56조 2항과 제58조 3항의 적절한 고려 의무는 제87조 2항의 공해

상에서 타국의 이익과 권리에 대한 적절한 고려 의무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기존 공해였던 일부 수역이 협약 체제를 통해 EEZ로 그 지위가 

변하게 되었어도 위 세 규정에 의하면 EEZ와 공해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타국의 권리에 대한 적절한 고려 의무가 작동하게 된다. 다만 고려의 대

상이 되는 타국의 권리와 이익의 형태만이 조금씩 달라질 뿐이다.

  광범위한 해양의 자유가 인정되는 공해에서도 개별 국가의 해양이용 

관계를 규율할 필요성은 과거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일찍이 

1958년 공해협정 제2조에서는 공해자유의 행사는 타국의 이익에 대한 

“합리적 고려”(reasonable regard)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했다.335)

  제1차 해양법회의에서 위 “합리적 고려”의 기준은 전통적인 해양의 자

유를 강조하던 미국과 영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었다.336) 위 국가들은 

당초 ILC 초안 제27조의 주석에 있던 “국가는 타국 국민들의 공해사용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자제해야 한다”337)는 문

구를 공해협정에 포함시키는 데 반대했다.338) 대안으로 채택된 위 “합리

334) David Anderson, Modern Law of the Sea: Selected Essay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8), p. 235.

335) Convention on the High Seas, Article 2. 

       […] These freedoms, and others which are recognized by the gener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shall be exercised by all States with reasonable regard to the 

interests of other States in their exercise of the freedom of the high seas.

336) David Anderson, supra note 334, pp. 202-203, 233-235. 

337) “States are bound to refrain from any acts which might adversely affect the use of 

the high seas by nationals of other States.” ILC, Reports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covering the work of its eighth session, 23 April - 4 July 1956 

(A/3159),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Vol. 2, p. 278.

338) A/CONF.13/C.2/SR.16-20 (1958), Summary Records of the 16th to 20th Meetings of 
the Second Committee, para. 10 (1958년 3월 26일 제7차 회의에서 미국대표단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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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고려”의 기준은 그로티우스 식의 광범위한 자유에 가까운 것이었다.

   (2) 제3차 해양법회의와 어업관할권 사건 (1974)

  EEZ 제도의 태동과 함께 제3차 해양법회의에서는 동 수역에서 연안

국과 타국의 권리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했다. 

이는 EEZ의 개념과 성격 문제와도 관련을 맺는다.

  제3차 해양법회의에서 제2위원회를 통해 EEZ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

으로 시작되면서 국가별 견해차도 보다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당시 

EEZ 제도의 도입과 연안국의 권리 강화에 적극적이었던 아프리카 19개

국안에서는 EEZ에서 공해자유의 행사가 연안국의 권리와 이익을 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위 안에서는 연안국의 권리

행사 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았다.339) 반면 보다 광범위

한 공해자유의 영역을 확보하고자 했던 국가들은 연안국과 타국의 권리

행사의 방식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도 상호 등가적인 접근을 선호했다. 

미국의 경우 상이한 이해관계의 조화를 위해 연안국과 타국의 권리행사 

방식에 대해 동일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40) 이러한 논란 

속에 제1-2회기의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에 포함된 제2위원회의 작업문

서341)는 제92조에서 두 가지 형태의 규정안을 제안했다. 그 중 첫 번째

는 연안국 일방에 대해서만 공해의 적법한 사용을 적절히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342) 또 다른 하나는 연안국과 타국 쌍방이 상호적으로 

ibid., paras. 12-13 (같은 회의에서 영국대표단의 발언). 공해협정 제2조는 위 제7차 회의 

이틀 전 제출된 영국안이 그대로 채택된 것이다. A/CONF.13/C.2/L.68 (26 March 1958).

339) A/CONF.62/C.2/L.82 (Gambia, Ghana, Ivory Coast, Kenya, Lesotho, Liberia, Libyan 

Arab Republic, Madagascar, Mali, Mauritania, Morocco, Senegal, Sierra Leone, 

Sudan, Tunisia, United Republic of Cameroon, United Republic of Tanzania and 

Zaire: draft articles o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26 August 1974) Article 5.

340) A/CONF.62/C.2/SR.41, Summary records of meetings of the Second Committee 41st 
meeting para. 14.

341) A/CONF.62/L.8/REV.1, Statement of activities of the Conference during its first and 
second sessions prepared by the Rapporteur-general: Mr. Kenneth O. RATTRAY 
(Jamaica). (17 October 1974), p. 107. Appendix I. Working paper of the Second 

Committee: main trends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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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권리 행사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안이었다.343)

  한편 카라카스에서 제2회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중 본안판결이 내

려진 어업관할권 사건(1974)에서는 1958년 공해협정 제2조상 “합리적 

고려”의 의미를 구체화하게 되었다. 당시 ICJ는 아이슬란드의 12해리 이

원 수역에 대한 배타적 어업 관할권의 확장이 영국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다(not opposable)고 하면서 그 근거로 공해협정 제2조상 합리적 고

려의 원칙을 제시했다. 동 원칙에 따라 아이슬란드와 영국은 어업자원에 

있어 상호 간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due regard)해야 한다고 판시했

다.344) 이어 재판소는 분쟁수역에서 영국의 어업권과 아이슬란드의 우선

적 권리 모두에 적절한 인정([d]ue recognition)이 주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그 어느 권리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즉 연안국의 “우선적 

어업권”과 다른 국가의 “확립된 어업권”은 상호 타국의 권리를 고려하여

야 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345) 이에 따라 사안에서 분쟁의 가장 적

합한 해결방법은 “교섭”이며 그 목표는 어획제한 및 분배와 같은 문제들

의 균형을 잡고 형평하게 규율하기 위해(to balance and regulate equitably)

양측의 권리와 이해관계를 획정하는 것이어야 함을 지적했다.346)

  공해협정 채택 당시 “합리적 고려”는 초안 주석상 “부정적 영향의 자

제”라는 기준에 비하면 상당히 느슨한 관념으로 도입된 것이었다. 그러

나 십수 년이 흐른 어업관할권 사건의 본안판결 당시는 배타적 어업수역 

내지 EEZ의 관념이 각국의 실행 축적 아래 한층 강력히 정착되어 가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아이슬란드의 12해리 이원 수역에서 우선적 

어업권과 영국의 전통적 어업권 사이의 조화를 위한 “합리적 고려”의 관

념은 공해협정 채택시에 비해 훨씬 규범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342) Ibid., p. 121. Provision 92 Formula A 부분. 

343) Ibid., p. 121. Provision 92 Formula B 부분.

344) Supra note 196, para. 68. 

345) Ibid., para. 71. 

346) Ibid., para.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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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판결 후 1975년 제3회기에 채택된 비공식단일교섭안(ISNT) 제45조 

2항과 제47조 4항은 현행 제56조 2항, 제58조 3항과 동일하게 연안국

과 타국 상호 간 의무로 “적절한 고려” 의무를 규정하기에 이르렀다.347)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공해협정 제2조상 “합리적 고려”는 오늘날 협약 제

56조 2항, 제58조 3항, 제87조 2항348)으로 맥을 잊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합리적 고려”와 “적절한 고려”는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가. 

제3차 해양법회의에 참가했던 前 ITLOS 재판관 D. Anderson은 양자 

간 의미론상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해양법회의 당시에도 양자는 사실

상 같은 의미로 이해되었다고 설명한다.349) 한편 ITLOS의 제2차 M/V 

Saiga호 사건(1999)에서 Laing 재판관은 “적절한 고려”가 덜 유동적인 기

준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350) 생각건대 위 두 설명이 상호 모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실제 해양법회의 당시 초안위원회(Drafting 

Committee)에서 “reasonable regard”, “due regard”, “due consideration”을 

상호치환 가능한 용어로 이해하고 접근했다는 점에서351) 협약 채택시 

성안자들의 이해는 전자와 같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해협정 제2

조와 달리 협약 제87조에서는 공해자유의 세부 내용들에 대한 제한이 

추가되었으며, 협약의 채택으로 전체적인 해양법질서 역시 공해협정 당

시보다 규범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모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감

안할 때 실질적으로 공해협정상 “합리적 고려”보다 협약상 “적절한 고려”

347) Supra note 181, p. 159. Article 45 2. 및 Article 47 4.  

348) 협약 제87조 2항의 “적절한 고려”의 경우 제1-2회기 결과보고서에서는 당초 공해협정 제2

조와 같이 “reasonable regard”로 규정하는 안과 “due consideration”으로 규정하는 안으

로 정리되었다. supra note 341, p. 131. 이후 1975년 ISNT에서는 후자, 즉 “due 

consideration”으로 규정되었다가(supra note 181, p. 164), 추후 초안위원회의 자구 검토

를 거쳐 “due regard”로 변경되었다. A/CONF.62/L.57/Rev.1, Report of the Chairman of 
the Drafting Committee (1 August 1980), p. 118.  

349) David Anderson, supra note 334, p. 204. 

350) M/V “SAIGA”(No. 2)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v. Guinea), Judgment, ITLOS 
Reports 1999, Separate Opinion of Judge Laing, para. 32.

351) A/CONF.62/L.57/Rev.1, Report of the Chairman of the Drafting Committee (1 August 

1980), p.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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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 강한 규범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즉 통

시적으로 “합리적 고려”의 질적인 의미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공시적

으로 양자는 동일한 의미로 취급된 것으로 이해된다.

  다. 적용의 전제조건

  적절한 고려 의무는 대립되는 양측의 권리가 모두 온전하게 성립되는 

경우 작동하게 된다. 어업관할권 사건(1974)에서 아이슬란드의 우선적 어

업권과 영국의 전통적 어업권의 대립구도 역시 양자의 권리가 온전하게 

성립된 상태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외견상 권리 간 대립구도를 보이나 

실제로는 일방의 권리가 법적근거가 없는 것일 경우 적절한 고려 의무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제2차 M/V Saiga호 사건(1999)에서는 세인트빈센

트 그레나딘 선적의 Saiga호에 대한 기니의 나포 및 일련의 법집행행위

의 적법 여부가 문제되었다. 당시 기니의 나포행위는 자국 EEZ 내 관세

영역의 설정과 그에 따른 국내법 적용의 결과였다. 기니는 Saiga호의 다

른 어선에 대한 연료공급 행위를 자국 국내법 위반으로 보았다. 이에 따

라 위 사건에서는 기니의 나포 및 일련의 법집행행위가 협약상 근거가 

있는지, 다른 한편으로는 Saiga호의 타 어선에 대한 연료공급 행위가 해

양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위 사안에서 양측의 

행위를 뒷받침하는 권리가 모두 온전하게 성립할 경우 위 사안은 일국의 

EEZ에서 연안국과 타국의 권리 간 충돌 양상으로 되므로 적절한 고려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안에서 기니의 행위는 협약상 근거

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352) 따라서 재판소는 Saiga호의 연료공급 행

위가 해양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할 필요가 

없었다.353) 그 결과 적절한 고려 의무 역시 적용될 수 없었다. 이는 국

가 간 이해관계의 조정 이전에 각국의 권리에 대한 법적근거가 명확히 

확립되는 것이 적절한 고려 의무의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임을 의미한다. 

352) M/V “SAIGA”(No. 2)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v. Guinea), Judgment, ITLOS 
Reports 1999, paras. 127-135.

353) Ibid., paras. 13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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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판례의 검토

  그렇다면 적절한 고려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고려의 수준과 정도는 어

떠한가. 협약상 이에 대한 별도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어떤 

경우 동 의무의 위반이 되는지는 국제판례를 통해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하에서는 협약상 적절한 고려 의무의 해석‧적용이 문제된 사례 중 경

계미획정 수역에 대한 적용과 관련이 있는 차고스 군도 사건(2015)과 남

중국해 사건(2016)에 나타난 동 의무의 적용국면을 살펴보도록 한다.354)

  가. 차고스 군도 사건 (2015)

   (1) 사건 개요

  2015년 3월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에서 판정이 내려진 차고스 군도 사

건은 영국과 모리셔스 간 식민지배의 역사를 둘러싼 영토문제가 해양이

용에 관한 규범의 해석‧적용의 문제로 변모된 사건이었다. 1968년 영국

으로부터 독립한 인도양의 섬나라 모리셔스는 영국과의 관계에서 차고스 

군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을 안고 있었다. 모리셔스의 독립 이전 영

국은 모리셔스로부터 차고스 군도를 분리시켜 미국에 조차하여 군사기지

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모리셔스와 영국 양측은 1965년 9월 차

고스 군도의 분리와 보상, 이주민 문제 등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 이 

합의가 이른바 “랭카스터 하우스 합의”(Lancaster House Undertaking)였

다.355) 양측은 위 합의를 통해 “차고스 군도에 설치된 시설의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 이를 모리셔스에 반환”하기로 했고 위 내용은 추후 영국 정

부에 의해 수차례 확인되었다.356) 즉 국방의 목적이 없어지면 영국이 군

354) 그 외 Arctic Sunrise호 본안판정(2015)에서도 러시아의 협약상 적절한 고려 의무 위반 문

제가 다루어졌다. 제소국인 네덜란드의 청구와 재판소의 결론은 In the Matter of the 
Arctic Sunrise Arbitration (Netherlands v. Russia Federation), Award on the Merits 
(14 August 2015), paras. 140-141, 333.

355) In the Matter of the Chagos Marine Protected Area Arbit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Mauritius and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n Ireland, Award of 
the Arbitral Tribunal (18 March 2015), para. 77.

356) Ibid., Memorial of Mauritius, Vol. I (1 August 2012), para.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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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모리셔스에 반환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이에 따라 1965년 차고스 

군도는 모리셔스에서 분리되어 인도양 영국령(British Indian Ocean 

Territory)에 편입되었다. 모리셔스는 이후 차고스 군도의 반환을 지속 요

구했고, 그러던 중 2010년 영국은 차고스 군도 인근 수역에 해양보호구

역의 설정을 선포했다. 모리셔스는 위 일방적인 해양보호구역 설정 문제

를 협약 제7부속서의 중재재판에 회부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에서 모리셔스의 청구는 총 4가지였다. 첫째, 영국은 협약상 

“연안국”이 아니므로 해양보호구역의 설정 권한이 없다. 둘째, 1965년 

이후 양국 간 일련의 합의를 감안할 때 모리셔스도 “연안국”의 지위를 

보유하므로 영국은 해양보호구역을 일방적으로 설정할 권한이 없다. 셋

째, 모리셔스는 CLCS에 차고스 군도의 대륙붕한계정보를 제출할 권한을 

갖는다. 넷째, 영국의 해양보호구역 설정은 제56조 2항을 비롯한 협약상 

규정 위반이다.357) 이에 대해 영국은 모리셔스의 청구들이 영유권 분쟁

에 관한 것임을 이유로 재판소의 관할권을 부인하는 주장을 펼쳤다. 재

판소는 이 중 마지막 청구에 대해 영국의 협약상 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영국이 해양보호구역의 일방적 설정으로 위반한 협약상 규정들은 제2조 

3항, 제56조 2항, 제194조 4항으로, 제56조 2항의 적절한 고려 의무 위

반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머지 청구들은 관할권 성립이 부정되었다. 

   (2) 재판소의 판단 

  적절한 고려 의무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양측의 적법한 권리 

보유가 성립되어야 한다. 추후 반환이 예정되어 있기는 하나 차고스 군

도에 대한 주권과 인근 수역에 대한 권리는 해양보호구역의 설정 당시 

영국이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모리셔스는 차고스 군도 인근 수역에서 

어업권과 여타 환경상 이익을 주장했다. “랭카스터 하우스 합의”는 실제 

차고스 군도 내 모리셔스의 어업권(fishing rights)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

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영국의 주권국으로서 인근 영해와 

357) Supra note 355, para.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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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에 대한 해양보호구역의 설정 권한과 모리셔스의 어업권 기타 환경

상 이익 간의 충돌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양국은 제56조 2항의 해석․적용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모리셔스는 동 규정에 따라 영국이 자국의 EEZ에서 타국의 권리를 적절

히 고려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모리셔스는 위 “적절한 고려”가 

영국으로 하여금 “모리셔스의 권리에 간섭할 것을 자제할 것”(refrain from 

acts that interfere with [Mauritius’ rights])을 요구한다고 해석했다. 그 근거로

는 1958년 공해협정에 관한 ILC의 주석과 관련 설명이 포함된 Virginia 

Commentary를 제시했다. 동 주석은 공해협정상 “합리적 고려”를 “타국 

국민들의 공해사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하한 행위도 자제해

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358) 또한 제56조 2항은 타

국의 권리의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국가와 협의할 의무를 포

함하며, 개별 상황에 있어 적절한 균형은 협의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어업관할권 사건(1974)을 원용했다.359)

  반면 영국은 제56조 2항의 적절한 고려가 다른 국가의 권리‧의무에 어

떻게든 영향을 미쳐야 한다(shall give effect to)는 의미는 아니라고 반박했

다. “적절한 고려”란 생각하고 고려하며 무시하지 말 것(take account of, 

give consideration to, do not ignore)을 의미할 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타

국의 권리를 넘어서는 것(overriding), 즉 자국의 권리를 우선케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주장했다.360) 또한 제56조 2항은 협의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고 협의 없이 타국의 권리를 고려하는 것도 가능하며 오히려 그

것이 일상적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영국은 모리셔스와 양자 협의를 진

행했고 이러한 협의는 모리셔스의 불응에 따라 종결되었으므로 영국은 

358) Supra note 355, para. 471; Reply of Mauritius, Vol. I (18 November 2013), para. 

6.78. 모리셔스의 항변서(Reply)에서는 이와 같은 해석의 근거로 “ILC Commentaries on 

the 1958 Convention on the High Seas”와 “Nordquist et al.,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A Commentary, (1995) p. 86”을 기재하고 

있다. 다만 이 설명에는 다소 오류가 있다(133-134, 143면). 

359) Supra note 355, para. 473.

360) Ibid., paras. 47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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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구역 설정에 있어 신의성실하게 행위했다고 주장했다.361)

  이에 대해 재판소는 적절한 고려에 관하여 다음의 해석을 제시했다.

  “적절한 고려의 통상적 의미는 영국으로 하여금 그 상황과 권리의 성격에 의해 요청

되는 바에 따라 모리셔스의 권리를 적절히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 협약은 모리

셔스의 권리에 대한 여하한 침해를 일절 방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

국이 단지 그 권리를 토대로 원하는 대로 행위하는 것을 일관되게 허용하는 것도 아

니다. 여기서 협약에 의해 요구되는 고려(regard)의 범위는 모리셔스가 보유한 권리

의 성격, 그 중요성, 예상되는 침해의 정도, 영국에 의해 계획된 행위의 성격과 중요

성, 그리고 대안적 접근 가능성에 의해 좌우된다.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고려는 필연

적으로 최소한 권리보유국과의 협의를 일정 부분 요구한다.”362)

  이를 전제로 재판소는 제2조 3항과 제56조 2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세부 검토로 들어갔다.363) 우선 재판소는 모리셔스의 권리가 해양보호구

역의 설정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했다. 영해에 있어 모

리셔스의 어업권은 소멸하고 군도의 반환에 따른 모리셔스의 장래 해양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상응하는 고려가 요구된다는 

것이다.364) 그러면서 추가 논증을 거쳐 영국이 협의(consultations)의 측면

361) Ibid., paras. 477, 479.

362) “[…] the ordinary meaning of “due regard” calls for the United Kingdom to have 

such regard for the rights of Mauritius as is called for by the circumstances and 

by the nature of those rights. […] The Convention does not impose a uniform 

obligation to avoid any impairment of Mauritius’ rights; nor does it uniformly permit 

the United Kingdom to proceed as it wishes, merely noting such rights. Rather, the 

extent of the regard required by the Convention will depend upon the nature of 

the rights held by Mauritius, their importance, the extent of the anticipated 

impairment,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the activities contemplated by the United 

Kingdom, and the availability of alternative approaches. In the majority of cases, 

this assessment will necessarily involve at least some consultation with the 

rights-holding State.” ibid., para. 519.

363) 영국의 해양보호구역 설정은 차고스 군도의 영해와 EEZ를 포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재판

소는 영해에 관한 제2조 3항과 EEZ에 관한 제56조 2항의 위반 여부를 함께 검토했다. 다

만 이러한 동시 검토를 위한 연결고리로 영국은 제2조 3항에 따라 영해에 있어 신의성실하

게 행위해야 할 의무와 제56조 2항에 따라 EEZ에서 적절한 고려 의무가 있으며, 위 의무들

에 따른 요건들은 동등한 것(equivalent)임을 지적했다. ibid., para. 520.

364) Ibid., para.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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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권리와 이익의 균형 잡힌 행사(balancing exercise) 측면에서 신의성실 

의무와 적절한 고려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365)

  특히 재판소는 협의의 측면에 있어 해양보호구역 설정 문제가 양국 간 

쟁점으로 부각된 2009년 2월부터 최종 선포된 2010년 4월까지의 과정

에 있어 영국의 불성실하고 모순된 태도에 주목했다.366) 재판소는 충분

한 정보 제공이나 합리적 의사소통의 부재, 향후 계획에 대한 잘못된 기

대 형성 등을 감안할 때 영국이 협의의 기본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367) 또한 재판소는 영국이 양국 간 권리․이익에 대한 

형량 역시 적절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영국은 차고스 군도의 

영해에서 모리셔스가 어업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잘못된 입장 하에 모리

셔스에 대한 확인 없이 해양보호구역의 설정이 모리셔스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에 취했던 접근법과는 상반된 

것이었다. 미국에 대해서는 권리와 이익의 의식적 균형, 타협책의 제시, 

확약제공의 의지, 계획된 활동에 갖는 우려에 대한 이해를 보여준 반면, 

모리셔스에 대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368)

   (3) 적절한 고려의 조정적 기능

  이 사건은 국제재판에서 제56조 2항의 적절한 고려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과 그 적용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첫 사례였다. 이 사

건에서 재판소가 양 당사국의 해석론 중 어느 하나의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니었다. 타국의 해양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자제

해야 한다는 모리셔스의 주장과 타국의 권리를 고려하면 족하고 자국의 

권리를 우선시할 수도 있다는 영국의 주장 중 어느 하나를 정면으로 채

택한 것은 아니었다. 대신 적절한 고려를 위한 세부 기준은 문제의 상황

과 권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적절한 고려 의무

365) Ibid., paras. 534-536.

366) Ibid., paras. 522-533.

367) Ibid., para. 534.

368) Ibid., para.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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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반 문제는 궁극적으로 사안별로 접근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했다.

  사실 모리셔스와 영국의 주장은 모두 다소간 흠결을 가지고 있었던 것

으로 판단된다. 타국의 해양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삼가야 한다는 모리셔

스의 해석은 공해협정상 “합리적 고려”에 관한 ILC의 주석에 대한 설명

을 담은 Virginia Commentary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그러나 위 “합리

적 고려” 기준은 ILC 주석에서 제시된 표현(전게주 337)에 대한 반대 입

장으로 개진․채택된 것이었다. 이는 “합리적 고려” 기준에 입각한 영국의 

안(A/CONF.13/C.2/L.68)이 제출된 직후 있었던 1958년 3월 26일 제7차회

의에서 미국과 영국 대표단의 발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전게주 338). 

모리셔스가 원용한 Virginia Commentary에서는 타국의 해양 이용에 대

한 부정적 영향을 삼간다는 관념이 영국의 제안에 따라 공해협정 제2조

에 포함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369) 그러나 이는 위 회의 당시의 정황과 

미국과 영국의 발언에 비추어 보면 부정확한 설명이다. 한편 영국은 적

절한 고려 의무를 외부적인 상호작용 없이 행위국 자체의 내부적 고려로 

충족될 수 있는 주관적 의무로 이해했다. 이러한 인식은 경합된 권리관

계로부터 적절한 고려와 교섭의무를 도출했던 어업관할권 사건(1974)의 

판시에 미치지 못하는 느슨한 해석이었다.

  재판소의 해석은 양측의 주장과 비교해 볼 때 모리셔스 측에 다소 기

운 절충적 지점을 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큰 틀에서는 공해협정 제2조

의 “합리적 고려” 기준과 어업관할권 사건(1974)의 연장선에서 “적절한 

고려”의 규범적 역할을 실체화한 균형 잡힌 접근을 보였다고 판단된다. 

특기할만한 점은 재판소가 크게 협의(consultation)와 균형(balancing)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동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는 점이다. 양자를 엄밀

하게 구분하기 힘든 측면도 있으나 일응 전자는 절차적인 신의성실을, 

후자는 실체적인 신의성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적절한 고려 의무가 해양에서 대립되는 권리 간의 조정적 기능을 

369) Myron H. Nordquist (ed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A Commentary, Vol. Ⅲ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5), p. 86, footnote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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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적용국면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재판소는 양국 

간 협의 과정에서의 신의성실 여부에 대해 판결문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

여 검토함으로써 적절한 고려 의무 위반 판단에 있어 절차적인 성실함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나. 남중국해 사건 (2016)

   (1) 재판소의 판단

  2016년 7월 제7부속서의 중재재판소에서 최종판정이 내려진 남중국해 

사건에서는 필리핀의 아홉 번째 청구370)와 관련하여 중국의 협약 제58

조 3항상 적절한 고려 의무 위반이 인정되었다. 당시 필리핀의 청구는 

자국의 EEZ 내 중국 어민과 선박의 불법조업행위를 중국이 사실상 묵인

‧방조함으로써 협약 제56조로부터 도출되는 필리핀의 주권적 권리와 관

할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371) 문제된 수역은 필

리핀의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내 위치한 남중국해 남부의 Mischief 

Reef와 Second Thomas Shoal372) 인근 수역이었다. 필리핀은 중국이 

두 지형물을 사실상 자국 통제 하에 두고 2013년 5월 이래 중국어선들

이 동 수역에서 중국의 해군함정과 해양감시선의 비호 아래 불법조업 행

위를 했다고 주장했다.373)

  필리핀은 협약 제56조에 따라 중국이 제3국의 EEZ에서 자국민들의 

생물자원 이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성실하게 행위할 의

무가 있다고 주장했다.374) 중국이 불법조업 자체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

370) Supra note 167, para. 717.

371) Ibid., para. 723.

372) 중국은 절차에 불참했으며 소정 외에서 두 지형물에 대해 자국이 다툼의 여지 없는 주권을 

보유함을 주장해 왔다. ibid., paras. 730-732. 그러나 두 지형물은 이 사건 네 번째 청구에 

대한 재판소의 판단을 통해 영해는 물론 EEZ와 대륙붕을 보유할 수 없는 간조노출지

(low-tide elevation)로 확인되었다. ibid., para. 383. 이에 따라 두 지형물의 영유권 귀속 

문제는 중국어선의 조업행위가 있었던 수역의 법적지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373) Ibid., paras. 718-721, 724.

374) Ibid., para.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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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지만 자국 어민들과 선박들의 불법조업을 방지하지 못한 데 책임이 있

다는 것이다.375) 위와 같은 의무 도출의 근거로는 ITLOS의 불법·비보

고·비규제 어업(이하 “IUU 어업”)에 관한 권고적 의견 사건(2015)을 원용했

다. 즉 기국은 제3국의 EEZ에서 자국민과 자국 선박이 조업을 함에 있

어 해당 연안국에 의해 부과된 조건과 규칙을 준수하고 IUU 어업에 관

여하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obligation to ensure)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보장할 의무”란 “결과 달성을 위해 충분한 수단을 사용하고 가

능한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며 최선을 다할 의무”라고 주장했다.376)

  재판소는 우선 문제의 수역이 필리핀의 EEZ임을 전제로 중국의 자국 

선박에 대한 감독행위에 적용가능한 규범으로 EEZ에서 생물자원의 보

존․이용에 관한 제61조와 제62조를 검토했다.377) 특히 재판소는 제62조 

4항378)에 따라 중국 어민들에게 필리핀의 EEZ 내에서 필리핀의 허가와 

접근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부여되고 있음에 주목했다. 위 규정이 필리핀

의 EEZ에 입어하는 중국 어민, 즉 사인들에게(on private parties) 필리핀의 

어업 관련 법령의 준수 의무를 직접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379) 반면 

국가에 대해서는 제58조 3항에서 기국의 국민과 선박이 IUU 어업에 관

여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고 설시했다. 그 과정에서 차고스 군도 사건(2015)에서의 판시(전게주 

362)를 원용하며 그 의무의 성격은 “타국의 권리의무를 적절히 고려할 

의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동 의무는 IUU 어업에 관한 권고적 의견 사

건(2015)에 따를 때 결과의무가 아닌 행위의무이자 상당한 주의 의무(due 

diligence obligation)라는 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EEZ 체제에서 어업의 

중요성, 연안국의 통제 정도, 제62조 4항에 따른 타국민에 대한 직접 의

375) Ibid., para. 728.

376) Ibid., para. 726.

377) Ibid., paras. 735-739.

378) 제62조 (생물자원의 이용)  4. EEZ에서 어로행위를 하는 다른 국가의 국민([n]ationals of 

other States)은 연안국의 법령에 의하여 수립된 보존조치와 그 밖의 조건을 준수한다. […]

379) Supra note 167, para.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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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부과 등을 고려할 때 타국의 EEZ에서 불법조업을 방지할 상당한 주

의 의무는 제58조 3항에 따른 적절한 고려 의무로 귀결된다고 했다.380)

이어서 추가 논증과정을 거쳐 재판소는 중국이 해양감시선의 운용 등을 

통해 자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묵인·방조했다고 판단하고 중국이 제58

조 3항상 적절한 고려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381)

   (2) 상당한 주의 의무로서의 적절한 고려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필리핀이 중국에 대해 그 위반을 주장한 의무의 

정확한 연원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필리핀은 제56조와 IUU 어

업에 관한 권고적 의견 사건(2015)을 기초로 중국이 위반한 의무의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소는 보다 광범위한 검토를 통해 제58조 

3항의 적절한 고려 의무를 위 청구에 적용되는 규범으로 특정했다. 다만 

차고스 군도 사건(2015)과 비교해 볼 때 이 사건에서 적절한 고려를 매

개로 한 경합되는 권리 간 조정은 문제되지 않았다. 즉 권리경합의 조정

을 위한 성실한 협의나 권리행사 간 형량의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적절한 고려 의무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주의 의

무 위반의 판단기준으로 역할을 했다. 적절한 고려가 일국의 EEZ에서 

어업에 관한 필리핀의 “권리”와 중국의 “의무” 간 조정의 역할을 한 것이

다. 이 사건에서 기존 어업관할권 사건(1974), 차고스 군도 사건(2015)과 

비교해 볼 때 적절한 고려 의무의 적용국면상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다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남중국해 사건(2016)에서 적절한 고려 의무의 

적용국면은 기존 규범을 통해 이미 권리의무의 명확한 분배가 이루어진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 일국의 EEZ에서 협약에 따른 어업에 관한 권리

의무 관계는 연안국에 그 우위가 인정된다. 이는 재판소가 언급한 EEZ 

체제에서 어업의 중요성, 연안국의 통제 정도, 타국민에 부과된 의무 등

의 요소를 통해 확인된다. 이처럼 연안국과 타국 간 권리의무의 상당 부

380) Ibid., paras. 741-744.

381) Ibid., paras. 74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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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대립되는 권리 간 조정 문제가 발

생할 영역은 대폭 축소된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적절한 고려 의무는 

차고스 군도 사건(2015)과 달리 일방의 “권리”와 타방의 “의무” 간 대립

구도에 적용되었다. 물론 동일한 어업분야라도 영향을 받는 권리의 우열

관계가 반대로 존재하는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제62조 3항에 의하

면 EEZ에서 연안국은 타국의 입어를 허용함에 있어 각종 요소를 고려해

야 한다. 이 경우 타국의 입어에 대한 연안국의 불성실한 고려에 대해서

는 제56조 2항의 적절한 고려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권리”와 “의무” 간 조정국면에서 “상당한 주의 의무”

로 구체화된 적절한 고려 의무 위반의 구체적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이 

사건에서는 수역의 법적지위 자체에 다툼이 있었다(전게주 372). 해당 수

역이 어느 측에 귀속되는지에 따라 양측이 어업에 대한 권리의무의 우열

관계가 역전된다. 따라서 쌍방의 권리의무 관계가 특정된 상황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조정 문제는 본질적인 관심사는 아니었다. 이러한 영향에서

인지 이 부분 판단과정에서 주의 의무 위반의 판단기준은 달리 언급되고 

있지 않다. 대신 해양환경보호의무 위반이 문제된 열한 번째 청구에 대

한 판단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재판소는 IUU 어업에 

관한 권고적 의견 사건(2015)과 Pulp Mills 사건(2010)을 원용하며 “보장

할 의무”란 행위의무로서 “상당한 주의 의무”를 요구한다고 판시했다. 동

시에 동 의무에 부합되는 조치로 ① 적절한 규칙과 조치를 채택할 것, 

② 그 집행과 행정적 통제에 있어 일정 수준의 감시를 취할 것, ③ 타방

으로부터 불이행의 통지를 받은 경우 사안의 조사와 적절한 구제 조치 

후 해당 국가에 통지할 것을 언급했다.382) 이는 “상당한 주의 의무”로서 

382) “[…] the obligation to ‘ensure’ is an obligation of conduct. It requires “due 

diligence” in the sense of a flag State not only adopting appropriate rules and 

measures, but also a “certain level of vigilance in their enforcement and the 

exercise of administrative control.” Upon receipt from another State of reports of 

non-compliance, the flag State “is then under an obligation to investigate the 

matter and, if appropriate, take any action necessary to remedy the situation as 

well as inform the reporting State of that action.” ibid., para.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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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고려 의무 위반의 판단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경계미획정 수역에 대한 적용

  적절한 고려 의무는 공해협정 제2조에 투영된 느슨한 의미의 “합리적 

고려”에서 출발하여 어업관할권사건(1974)을 거쳐 오늘날 협약상 명문화

되기에 이르렀다. 구체적 적용국면은 조금씩 다르지만 최근 일련의 판례

들을 통해 그 존재가 부각되고 있다. 향후 관련 사례의 축적을 통해 적

절한 고려 의무의 기능영역은 더 구체화되고 그 규범적 의미 역시 강화

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위 적절한 

고려 의무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또한 제74조 3항과 제83조 3항

의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와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가. 일반적 적용가능성

  경계미획정 수역은 일국의 EEZ로 확정되지 않은 과도적 수역이다. 추

후 경계획정 결과 일국의 EEZ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당장 그 

법적지위가 확정된 수역은 아니다. 그렇다고 공해도 아니다. 따라서 동 

수역에서 연안국과 타국의 권리의무가 확정된 상황을 전제로 한 제56조 

2항, 제58조 3항의 적절한 고려가 조약상 의무로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 

힘든 측면도 있다. 그러나 협약은 EEZ와 공해에 있어 모두 적절한 고려

가 수반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차고스 군도 사건(2015)에 따르면 심

지어 영해에서도 제2조 3항을 통해 적절한 고려와 동등한 신의성실 의

무가 작동하고 있다(전게주 363). 협약이 상정한 해양질서 하의 모든 수역

에서는 그 명칭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나 이처럼 신의성실에 바탕을 

둔 적절한 고려 의무가 작동하고 있다. 이미 어업관할권 사건(1974)에서

는 권리경합 상황의 조정규범으로 적절한 고려의 일반적 적용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차고스 군도 사건(2015), 남중국해 사건(2016)도 일국의 

EEZ에서 타국의 권리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허용되기 곤란함을 보여준

다. 경계미획정의 권원중첩수역에서도 그 권원에 터 잡은 일정한 권리와 

이익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경계미획정 수역이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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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고려 의무의 적용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경계미획정 수역에서는 적절한 고려 의무는 어떠한 형태로 

적용되는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EEZ와 대륙붕에 관한 규범 중 연안국

에 의무를 부과하는 규범들은 권원중첩수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78면). 

제56조 2항은 전형적으로 연안국에 의무를 부과하는 규범이다. 따라서 

권원중첩수역에서도 조약상 의무로 직접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권원중

첩상태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국 간 권리의무에 대한 고려가 이루

어져야 한다. 다만 제58조 3항은 그 성격을 달리한다. 동 규정은 연안국

의 입장에서 타국의 행위 규제에 관한 일종의 권리 규정으로 볼 수 있

다. 따라서 경계미획정 수역에는 그 적용이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77-78면). 즉 조약상 의무로 직접 타국에 대해 동 규정에 대한 준수를 

법적의무로 요구할 수 없으며 소송 등을 통한 권리실현도 제한된다. 이

처럼 제58조 3항에 따른 적절한 고려는 완전히 구현될 수 없다. 그러나 

권원중첩관계에 있는 타국의 입장에서도 제56조 2항의 적절한 고려 의

무의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 결국 적절한 고려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무 

관계가 권원중첩수역에서 경합하는 권리 관계로 전환될 뿐, 경계미획정 

수역에서도 제56조 2항을 통해 적절한 고려는 조약상 의무로 직접 적용

된다. 나아가 동 의무는 신의성실, 권리남용금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

칙과 같은 일반규범에 터 잡은 관습법상 원칙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계

미획정 수역에서 적절한 고려 의무는 일반국제법의 형태로도 적용된다.

  전형적인 권원중첩상황에서는 제58조 3항에 따른 소구가 제한되나 권

원중첩 여부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는 제58조 3항에 따른 적절한 고려 

의무의 위반 문제를 소구할 수도 있다. 남중국해 사건(2016)에서와 같이 

제3자적 기관의 판단에 따라 일국의 권원주장이 부정되고 해당 수역에 

일국의 권원만이 인정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그 권원을 인정받지 못한 

국가에 대해서는 조약상 의무로 제58조 3항의 적절한 고려 의무 위반이 

직접 인정될 수 있다. 앞서 남중국해 사건(2016)이 바로 그 예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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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와의 관계

   (1) 기원적 측면

  현재 자제의무 위반의 판단기준으로 자리잡은 “해양환경에 대한 영구

적인 물리적 영향” 기준론은 중첩 대륙붕에서의 행위규범에 뿌리를 두고 

있다(119-120면). 이 점에서 위 기준론은 기원 측면에서 EEZ와 대륙붕의 

모든 권리의무 관계를 아우르지 못하는 반쪽짜리 기준이라는 비판도 가

능하다. 그렇다면 제3차 해양법회의 당시를 즈음하여 중첩되는 EEZ에  

적용되는 행위규범을 찾아볼 수 없는가. EEZ 제도의 태동 시기에도 오

늘날의 경계미획정 수역과 같이 국가들 간 권리경합 상황을 규율하던 규

범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 바로 어업관할권 사건(1974)에서 공해협정 제

2조의 “합리적 고려”에 대한 해석‧적용으로 탄생한 “적절한 고려” 의무가 

그것이다. 위 사건에서는 영해 이원의 해역에서 연안국의 우선적 어업권

과 기존 어업국의 전통적 어업권이라는 경합하는 권리의 조정규범으로 

적절한 고려 기준이 제시되었고 이는 오늘날 협약으로도 흡수되었다. 

  대륙붕에 대한 규범이 주로 반영된 오늘날 자제의무 위반의 판단기준

은 EEZ에 대한 규범까지 아우르는 범용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 빈 

공간을 매워줄 수 있는 것은 적절한 고려 의무이다. 더욱이 아래와 같이 

양 규범은 그 취지, 적용구도, 내용, 적용범위에 걸쳐 두루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양자 간 해석론의 수렴도 예상해 볼 수 있다.

   (2) 규범 간 유사성과 상호보완성

  첫째,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는 경계획정문제에 당면한 권원중

첩국가 간 균형적인 해양이용을 위해 노력할 의무이다. 경계미획정 수역

에서 이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잠정약정의 체결을 통해 조화로운 해양이

용을 도모하고 타방에 해가 될 수 있는 과도한 일방적 행위를 자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동 의무의 취지가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연안국들 간 이

해관계의 조정에 있음은 물론이다. 이는 적절한 고려 의무도 동일하다.

  둘째,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는 대향‧인접국 간 권리가 경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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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에 적용된다. 이 때 연안국의 권리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협약 등 국

제법에 따른 권원에 토대하여 그 성립의 근거를 갖추고 있다. 적절한 고

려 의무 역시 온전하게 성립된 권리 간 경합상황에 적용된다(137면). 

  셋째, 양 의무의 요체는 신의성실에 있다. 잠정약정 체결을 위해 노력

할 의무는 관련국 간 교섭의무를 핵심으로 한다. 최종합의 저해금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는 타방의 권리나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자제를 요구한다. 이는 적절한 고려 의무가 관련국 간 교섭 

내지 협의를 요구하며 대립되는 권리 간 균형을 추구하는 것과 동일하

다. 차고스 군도 사건(2015)에서 양국 간 협의과정에서 적절한 고려 여부

에 대한 판단요소들은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에서 협력의무 위반

의 판단요소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양 의무 모두 성실하고 진정성 있

는 의사소통을 요구한다. 공해협정 제2조에서 채택되지 못했던 ILC 주

석상의 “타국 국민들의 공해사용에 부정적 영향을 삼갈 의무”는 자제의

무의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 “적절한 고려”의 규범적 의미가 “합리적 고

려”에서부터 점차 강화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면 위 “적절한 고려” 역시 

종국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자제”로 수렴할 수 있다.

  넷째, 양 규범의 실질적 적용범위 역시 상당히 중복된다. EEZ에 관한 

규범으로 태동된 적절한 고려 의무는 오늘날 협약 체제에서 200해리 이

내의 해저 및 하층토의 무생물자원에 대한 탐사‧개발에도 적용된다.383)

또한 적절한 고려 의무는 권원중첩수역에서도 조약상 의무와 일반국제법

상 의무로 적용된다. 결국 대륙붕과 EEZ를 불문하고 권원중첩수역에 적

용될 규범으로 특화된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와 그 적용범위나 대

상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권원중첩 여부에 다툼

이 있는 수역에서는 권원중첩 존부에 대한 판단 결과 조약상 의무로서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의 적용이 유보될 수 있다(91-92면). 그러나 

383) 제56조 2항과 제58조 3항은 EEZ에 관한 협약 제5부에 규정되어 있다. 제56조 1항에 따르

면 해저 및 하층토의 무생물자원의 탐사‧개발에 대해서도 EEZ에 관한 주권적 권리가 인정된

다. 이에 따라 제56조 2항과 제58조 3항에 따른 적절한 고려 의무는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의 대륙붕에 대한 탐사‧개발에 대해서도 조약상 의무로 직접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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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일방의 권원이 인정된 수역에는 적절한 고려 의무가 조약상 

의무로 직접 적용된다. 이는 권원중첩 여부에 관한 관련국 간 대립 속에 

양 의무가 조약상 의무로서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게 됨을 의미한다.

<표 6 - 규범들 간 적용형태와 관계>

   (3) 규범 간 관계의 재인식과 해석론의 발전 

  이처럼 적절한 고려 의무는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와 광범위한 

유사성과 적용상의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다. 양 의무는 판례의 축적과 

함께 그 내용들이 점차 구체화되고 실질적인 역할이나 기능에 있어서도 

규범력을 더해가고 있다.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양 의무는 연안국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주요규범으로 작동한다. 이 점에서 불분명한 규범에 대

한 해석상 명확성과 구체성에 대한 요구는 이 절에서 살펴본 적절한 고

려 의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특히 경계미획정 수역에 

적용되는 규범의 명확화‧구체화라는 관점에서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 적절한 고려 의무 간 상호작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의미가 충

분히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어업관할권사건(1974)에서의 교섭

명령,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에서의 협력의무의 요구, 차고스 군도 

사건(2015)에서 진정성 있는 협의에 대한 강조는 분절된 개개가 아닌 큰 

줄기를 같이 하는 절차적 신의성실의 반영이다. 또한 오늘날 자제의무에 

관한 해석론은 적절한 고려 의무의 해석론과 융합되어 보다 일반적이고 

범용성 있는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행위규범을 형성해 가야 한다. 

  앞서 EEZ와 대륙붕을 아우르는 자제의무 위반의 판단기준으로서 권리 

요소에 대한 고려를 지적한 바 있다(128-129면). 이와 관련하여 자제의무 

권원중첩수역 권원중첩에 다툼이 있는 수역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제74조 3항 및 제83조 3항 적용  
제74조 3항 및 제83조 3항의 

일반법(관습법)원칙 형태로 적용 

제279조, 제283조, 제300조, 제301조 적용

적절한 고려

제56조 2항 적용
단, 제58조 3항에 근거한 상대방에 

대한 의무 위반 소구는 불가

일방의 권원주장 先배제시
제56조 2항, 제58조 3항 적용

제56조 2항, 제58조 3항의 일반법(관습법)원칙 형태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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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의 판단기준으로 적절한 고려 의무의 해석론이 작용할 수 있는 영역

도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차고스 군도 사건(2015)에 따르면 적절한 고려

의 범위는 “권리의 성격, 그 중요성, 예상되는 침해의 정도, 계획된 행위

의 성격과 중요성, 대안적 접근 가능성”에 의해 좌우된다(141면). 경계미

획정 수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의 적법 문제 역시 해양환경에 대한 물리

적 영향만이 아니라 위와 같은 요소들에 대한 추가 고려 하에 이루어질 

수 있다. 남중국해 사건(2016)에서 설시된 상당한 주의 의무에 상응하는 

조치들은 의무 위반의 면책을 위한 판단요소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구

체적으로 David Anderson과 Youri van Logchem의 환경적 요인을 기준

으로 한 허용가능 행위에 대한 구분(101-102면, 표 5)을 적절한 고려 의

무의 적용국면에서 접근해 보면 사안에 따라 상이한 결론도 가능할 것으

로 보인다. 적절한 고려 의무는 상호 간 권리에 대한 균형 문제로 접근

하게 된다. 이 점에서 현재 자제의무에 대한 해석론이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을 주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과 구분된다. 대륙붕의 탐사‧개발 

이외의 분야를 중심으로 예시로 몇 가지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권원중첩수역에서의 남획이나 어획 장려는 환경적 요소를 기준으

로 할 경우 자제의무 위반의 소지가 높다고 평가되었다. 위 문제는 중첩

되는 권원을 보유하는 상대국의 어업에 관한 권리 침해 내지 그에 대한 

적절한 고려의 해태 문제와도 연결된다. 이 점에서 남획과 어획 장려는 

적절한 고려 의무의 위반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안적 접

근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했는지, 또한 일정한 주

의 의무의 준수 여부가 수반되었는지도 추가로 고려될 수 있다. 예컨대 

중첩수역에서 자국어선에 대한 어획 장려는 상대국의 권리 침해 가능성

이 높은 행위지만, 일정한 행정적 관리가 신의성실하게 수반되었다면 달

리 볼 여지도 있다. 남중국해 사건(2016)에서 제시된 ① 적절한 규칙과 

조치의 채택, ② 집행과 통제에 일정 수준의 감시, ③ 대외적 항의 등에 

직면하여 적절한 소명 및 구제조치 여부 등을 구체적 판단기준으로 활용

할 수 있다. 한편 과학적 자료에 기초한 어업보존수역의 설정은 해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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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대한 물리적 영향이 없으므로 허용가능한 행위로 분류되었다. 그러

나 이는 상대국의 어업에 대한 권리 내지 어업상 이익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고려의 적용 측면에서는 결론을 달리할 수 있다. 차

고스 군도 사건(2015)에서 영국의 일방적 해양보호구역 설정도 적절한 

고려 의무 위반이 인정되었다. 이 경우 수역 설정의 필요성과 정당성, 

설정방법‧기간 측면에서의 합리성, 상대국과의 협의의무의 성실한 이행 

여부, 상대국의 권리에 대한 영향 정도 등이 중요한 추가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자제의무의 위반 소지가 높은 행위로 평가되었

던 분쟁수역에서 타국 어선의 나포와 기소의 경우 적절한 고려의 적용 

차원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가능하다. 특히 법집행 이전에 타국 어선에 

대한 퇴거 요구, 기타 상대국에 대한 관련 조치의 요구와 협의 등 대안

적 접근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 경우 상황적 요건에 따라 법집행의 필

요성과 비례성 준수 여부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대기‧해양과학조사 등의 경우 종전 기준론에 따르면 허용가능한 행위

로 분류되었다. 일련의 조사행위의 경우 조사를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정보의 개방성과 민감성, 정보취득의 목적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타방의 권리에 대한 영향 정도가 종합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예컨대 자원에 관한 정보의 경우 상대적으로 타국의 자원탐사·개발에 관

한 권리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이상과 같이 개별 사안별 적절한 고려 의무의 적용 결과는 “해양환경

에 대한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 기준과 그 결론을 같이할 수도, 달리할 

수도 있다. 이는 곧 기존 기준론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음을 시사한

다. 양 의무는 구분되는 별개의 규범이지만 오늘날 경계미획정 수역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구별을 둘 필요가 없다. 양 규범의 해석

론 간 적극적인 상호작용은 경계미획정 수역의 규범체계를 명확화‧구체

화시킬 수 있는 선순환의 계기가 될 것이다. 향후 각 규범의 해석론의 

발전상과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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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유엔해양법협약의 분쟁해결절차 적용상 문제

제1절 경계미획정 수역과 협약상 분쟁해결절차

1.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분쟁

  가. 권리침해 성립의 제한

  경계미획정 수역에서는 권원중첩관계에 있는 대향·인접국 사이에 해당 

수역의 이용을 둘러싼 분쟁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분쟁은 

통상 일국의 일방적 권리행사가 그 단초가 된다. 그러나 경계미획정 수

역에서 연안국이 향유하는 권리의 제한성으로 인해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권원중첩관계에 있는 상대국의 행위에 대해 직접 주권적 권리나 관할권

의 침해를 주장하기는 힘들다. 즉 자국의 권리침해 금지를 법적의무로 

관철시킬 수 없는 내재적 한계가 작동한다(제3장). 다만 경계미획정 수역

에서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규범들은 연안국 자신은 물론 권원중첩관계의 

상대국에게도 적용된다(제4장). 이에 따라 경계미획정 수역의 이용을 둘

러싼 분쟁은 기본적으로 위 제한규범들의 위반 여부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 이는 분쟁해결과정에 있어 일국에 최종 귀속된 수역에서의 분쟁과

는 실체적으로 적용되는 규범 자체가 달라짐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러한 

특수성은 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의 적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쟁점들을 

추가로 발생시킨다. 이에 이 장에서는 연안국의 권리행사의 제한으로 대

변되는 경계미획정 수역의 규범적 특수성이 협약상 분쟁해결절차의 적용

에 있어 어떠한 문제들을 발생시키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나. 분쟁해결절차 적용의 현실적 의미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의무는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호소를 선택 가능한 

방안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유엔헌장 제2조 3항·제33조 1항, 협약 제279조). 

특히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에서 재판소는 수리남의 대응조치에 

대해 협약상 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소는 수리남이 취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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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조치로 교섭의 개시와 제15부 2절의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호소, 잠

정조치의 요청을 언급했다(97면). 위 조치들이 가능함에도 자위적 대응조

치를 선택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위 대안적 

조치들의 실효성 등을 이유로 예외적인 대응조치 내지 법집행행위를 긍

정하는 견해도 있다.384) 그럼에도 물리적 대응이 통상 분쟁의 양상을 더

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385)

  결국 현실 국제사회에서 많은 국가들은 일방적인 대응 내지 법집행을 

자제하는 가운데 교섭을 통한 분쟁해결의 길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협약상 분쟁해결절차 회부와 같은 사법적 해결방안은 현실적 부담

이 클 수 있다.386) 그러나 일방의 독자적 행위가 지속되고 사실상 교섭

이 의미가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방적 행위

의 지속이 수역의 현상으로 기정사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국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제규범의 테두리 내에서 적절한 견제도 필요하게 된다. 

더구나 당사국 간 협약 제298조 1항(a)에 따른 배제선언이 존재하는 경

우라면 해양경계획정문제 자체를 협약상 강제절차를 통해 다툴 수 없다. 

그렇다면 타국의 일방적 행위의 적법성 문제만을 다투는 방식으로 협약

상 강제절차 회부를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이 장에서의 논의

는 곧 경계미획정 수역의 이용에 관한 분쟁이 협약상 분쟁해결절차에서 

어떻게 다루어질 수 있는가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다. 쟁점의 정리

  현재까지 협약상 강제절차가 적용된 사례 중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일

384)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법집행행위는 일반적으로 자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선행하는 타국의 

자제의무 위반에 대한 국가책임법상 대응조치(countermeasures)로서 그 허용 가능성이 언

급되기도 한다. BIICL Report, supra note 10, para. 412. 그 외 일방적 행위의 착수 이후 

단계에서는 대안적 조치들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으로는 전게주 258 참조.

385) Youri van Logchem (2013), supra note 12, p. 193.

386) Van Logchem 교수는 제3자적 분쟁해결기관에 대한 사건 회부는 당사국의 자율에 맡겨진 

문제이며 비용적 측면에서 비효율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일방적 행위만을 다투는 것이 아니

라 개별 국가의 경계선에 대한 주장까지 함께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에서 개별 국

가의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ibid., p.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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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적 행위의 적법 문제가 본안판단까지 받았던 사례는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과 남중국해 사건(2016) 두 건에 불과하다. 양자 모두 제297조 

3항에 따라 제7부속서의 중재재판에 회부된 사안이었다. 이 중 전자는 

전형적인 권원중첩수역의 경계획정 문제와 일방적 행위의 적법성 문제가 

함께 다루어졌다. 반면 후자는 권원중첩 여부에 다툼이 있던 사안으로 

경계획정 쟁점과 분리되어 일방적 행위의 적법성 문제만이 다루어졌다. 

그러나 두 사건도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분쟁에 있어 협약상 강제절차

의 적용상 문제들에 대한 망라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해양법협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주장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하는 점이다.387) 동일한 상황도 주장을 구성하기에 따라 협

약상 강제관할권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포함될 수도 있다. 

그만큼 다양한 관할권 쟁점이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경계미획정 수역

에 적용되는 실체규범의 특수성으로 인한 협약상 강제절차의 적용상 문

제들은 대략 다음과 같이 간추려 질 수 있다. 첫째, 경계미획정 수역에

서의 해양과학조사나 어업에 관한 분쟁에 있어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나 

관할권 행사에 대한 강제절차 배제 규정인 제297조 2항(a) 및 3항(a) 

각 단서가 적용되는가. 둘째, 제298조 1항(a)에 따른 해양경계획정분쟁

에 대한 강제절차 적용 배제선언이 있는 경우 제74조 3항‧제83조 3항의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에 대해 협약상 

강제절차의 적용이 가능한가. 셋째, 잠정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제74조 3

항‧제83조 3항의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

을 협약상 강제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가. 넷째, 잠정약정상 별도 분쟁해

결조항이 존재하는 경우 당사국이 합의한 분쟁해결절차 이외 여타 절차

의 적용을 배제하는 제281조 1항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387) 이석용, “유엔해양법협약 분쟁해결 강제절차와 관련 실행에 관한 고찰”,『국제법학회논총』,

제62권 2호 (2017. 6), 144쪽. Boyle 교수도 영유권에 다툼이 있는 도서의 EEZ 권원 분쟁

을 통해 청구취지 구성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Alan E. Bolye, “Dispute Settlement and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Problems of Fragmentation and Jurisdiction”,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46, No. 1 (Jan., 1997),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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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쟁점들은 큰 틀에서 경계미획정 수역을 규율하는 실체규범의 특수

성이 협약상 강제절차의 적용에 있어 일정한 작용을 하는 지점이라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자의 둘은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권리의 제한성으

로 인해 발생하는 협약상 강제절차의 적용상 문제이다. 한편 후자의 둘

은 경계미획정 수역을 규율하는 별도 잠정약정 체제가 존재하는 경우 발

생하는 협약상 강제절차 적용상 문제이다. 이하에서는 협약 제15부의 주

요내용을 개관한 후 위 질문들에 접근해 본다.

2. 협약 제15부의 개관

  가. 도  입

  해양법의 영역에서 독자적인 분쟁해결제도의 도입 시도는 1930년 헤

이그 법전화 회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준비작업 과정에서 분쟁해결

조항을 포함시키기 위한 논의가 잠시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작 실제 회

의에서는 위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388) 이후 1958년 제1차 해양

법회의에서는 제네바 4조약 이외에 “분쟁해결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채

택했다. 동 의정서에서는 해양법협약에 대한 해석․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일방의 제소에 따라 ICJ에 회부되도록 규정했다(제1조). 이와 별

도로 “공해어로와 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에서는 동 협약에 따라 제

기되는 분쟁을 5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했다(제9

조). 하지만 이와 같이 탄생한 최초의 해양법 영역의 분쟁해결제도는 그

다지 많은 국가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 채389) 역사의 뒤안길로 잊혀졌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협약 제15부의 분쟁해결절차의 도입은 제3차 

해양법회의의 가장 중요한 성취 중 하나로 평가된다.390) 제3차 해양법

388) Myron H. Nordquist (ed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A Commentary, Vol. V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9), p. 5.

389) 이창위, “해양분쟁의 전개 및 평화적 해결제도의 정착”,『국제법학회논총』, 제48권 3호 

(2003. 12), 172쪽.

390) Myron H. Nordquist (eds.), supra note 388, p. 5. 이석용 교수도 양자 간 합의에 의해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국가들이 제3자에 의한 강제적 분쟁해결제도를 도입

한 것은 참으로 획기적인 일이라고 평가한다. 이석용,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제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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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협상과정에서 일괄타결(package deal) 원칙을 적용했고 이에 따라 

채택된 협약은 일체의 유보를 허용하지 않았다(제309조). 제15부는 협약

의 일체성과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확보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

로 여겨졌다.391) 그러나 예외 없는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에 대한 부담 역

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제3차 해양법회의 당시 분쟁해결제도의 마련

을 위한 초기 작업부터 참가했던 케냐의 A. O. Adede는 당시 주요 쟁점

으로 크게 두 가지를 지적했다.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분쟁

해결제도에 구속되도록 할 것인가, 또 하나는 모든 분쟁을 강제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할 것인가, 일부 제한된 경우로 한정할 것인가였다.392) 이러

한 평가는 협약의 통일적이고 일관된 이행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국가들

의 강제절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최대한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

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담겨 있는 대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협약 제15부는 “분쟁의 해결”(Settlement of 

Disputes) 제하 총 세 개의 절로 구성된다. 제1절 총칙, 제2절 구속력 있

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 제3절 강제절차 적용의 제한과 예외이다.

   나. 주요 내용

    (1) 임의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 (제15부 1절)

  제15부 1절은 제279조부터 제285조에 걸쳐 총 7개의 규정으로 구성

되어 있다. 심해저 분쟁에 대한 준용규정인 제285조를 제외하면 제15부 

1절의 실질적인 규정은 다음의 총 6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제279조에서는 분쟁해결의 대원칙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

쟁해결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협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을 유엔헌장 제2조 3항에 입각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되 이를 위해 

제해양법재판소를 중심으로”,『국제법학회논총』, 제49권 3호 (2004. 12), 66쪽.

391) 백진현, “유엔해양법협약 체제의 평가와 전망: 협약상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국제법학회

논총』, 제50권 3호 (2005. 12), 132-133쪽.

392) A. O. Adede, “Settlement of Dispute Arising under the Law of the Sea”,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69, No. 4 (Oct., 1975), p.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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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 제33조 1항에 제시된 수단에 의한 해결을 추구하도록 규정한다. 

  다음으로 제280조, 제281조, 제282조에서는 분쟁의 임의적‧자발적 해

결 원칙을 규정한다. 국가들은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강제적 분쟁해결절

차의 발동을 꺼린다. 이에 따라 협약은 제15부 2절에 강제절차를 도입

하면서 그 선결조건으로 강제절차의 발동에 앞서 개별 국가들이 합의한 

수단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했다. 위 규정들은 

제15부 2절의 강제절차 적용의 전제로서 제15부 3절과 더불어 일방의 

소제기에 직면하여 협약상 강제관할권의 성립을 부인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제283조은 분쟁에 직면한 당사국들 간 의견교환

의무를 규정한다. 동 의무는 사전적 분쟁해결을 위한 기제이자 일방에 

의한 갑작스러운 강제절차의 개시를 방지하는 완충 역할을 한다. 

  제284조는 “조정”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는 당사국들 간 합의에 따른 

임의적 조정이라는 점에서 제15부 3절의 강제조정과는 구분된다. 협약

상 조정제도는 제5부속서에 세부 규정을 두고 있다. 동 부속서 1절에서

는 제15부 1절에 따른 조정절차(제1조-제10조, “임의조정”)를, 2절에서는 제

15부 3절에 따른 조정절차(제11조-제14조, “강제조정”)를 규정한다. 

    (2)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 (제15부 2절)

  제15부 2절은 제286조부터 제296조에 이르기까지 총 11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용적으로는 제15부 1절에 따라 임의적 해결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강제절차를 규정한다. 따라서 제15부 2절은 

협약이 마련한 분쟁해결제도의 요체라 할 수 있다. 제286조에서 제288

조까지는 제15부 2절의 핵심인 ① 강제절차의 적용, ② 절차의 선택, ③ 

협약상 재판소의 관할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89조 이하에서는 

재판소의 절차나 판결의 효력, 잠정조치 등 여타 규정을 두고 있다.

  제286조는 협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이 제15부 1절, 즉 당사자가 

합의한 임의적 수단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일방의 요청에 

의해 2절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는 재판소에 회부되어야 함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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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된다”(shall be submitted)는 표현에서 보더라도 강제절차 회부는 당사

국의 의무이다. 다만 여기에는 제15부 3절의 조건을 따를 것이라는 요

건이 추가된다. 즉 일정한 분쟁유형에 대해서는 강제절차의 적용이 배제

되고 당사국이 선택적으로 적용배제를 선언할 수도 있다.

  제288조 1항도 제287조에 언급된 재판소가 협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다는 원칙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즉 협약상 

재판소가 관할권을 갖는 분쟁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 다툼이 있는 

해석‧적용의 대상이 유엔해양법협약(제288조 1항의 문언상 “this Convention”)이

어야 한다. 또한 제288조 2항은 “협약의 목적과 관련된 국제협정의 해석

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으로서 그 국제협정에 따라 재판소에 회부된 분

쟁”에 대해서도 제287조상 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한다.393)

  제287조에는 당사국이 선택할 수 있는 재판소들이 열거되어 있다(1

항). 이는 제3차 해양법회의 제3회기에서 논의된 “몽트뢰 포뮬라”가 반영

된 것으로394) 당사국들의 강제절차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재판소 선

택의 여지를 제공하기 위함이다.395) 다만 당사국이 재판소를 선택하지 

않거나 공통된 재판소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부속서에 의한 

중재재판에 회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3항․5항). 

  한편 제293조는 협약상 강제관할권을 갖는 재판소의 적용법규, 즉 재

판규범을 규정하고 있다. 제15부 2절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 재판소는 

동 규정 1항에 따라 ① “협약”, ② “협약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국제규칙”을 사안에 적용할 수 있다. 동 규정 2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합

393) 이러한 협약의 목적과 관련된 국제협정에 대하여는 Donald R. Rothwell & Tim Stephens,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Hart Publishing, 2010), p. 449; 이석용, 전게논문(각

주 387), 136-137쪽; 이창열,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영토분쟁에 대한 관할권 행사 가능성 

분석”,『국제법학회논총』, 제60권 2호 (2015. 6), 194쪽. 그 밖에 ITLOS에 대해서는 협약 

제6부속서에서 추가적인 관할권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정진석,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관할권”,『국제법학회논총』, 제50권 2호 (2005. 8), 281-282쪽.

394) 제3차해양법회의 당시 재판소의 선택에 관한 논의에 대하여는 Myron H. Nordquist (eds.), 

supra note 388, pp. 8-9, 11.

395) 백진현, 전게논문(각주 391), 134쪽.



- 162 -

의하는 경우 “형평과 선”(ex aequo et bono)의 적용도 가능하다. 위 제293

조는 ICJ 규정 제38조와 일맥상통하는 법원(法源)에 관한 규정이다.

    (3) 강제절차의 적용제한 및 선택적 예외 (제15부 3절)

  제15부 3절은 제297조부터 제299조에 걸쳐 단 3개 조문으로 구성되

어 있다.396) 그 중 핵심은 강제절차에 대한 적용제한(limitations) 규정인 

제297조와 선택적 예외(optional exceptions) 규정인 제298조이다. 제297조

는 동 규정상 열거된 분쟁유형에 해당할 경우 강제절차의 적용이 자동적

으로 배제된다는 의미에서 “자동배제”, “당연배제”, “일반적 예외” 등으로

도 불린다. 제298조는 당사국의 선택에 따라 일정 유형의 분쟁을 강제

절차의 적용에서 배제시킨다는 의미에서 “선택적 배제”로 불리기도 한

다. 위 규정들은 강제절차 적용의 예외라는 점에서 성안과정에서부터 많

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실제 채택된 규정 형식과 내용 역시 상당히 

복잡하고 다의적인 해석의 여지도 상당하다. 이 점은 위 규정들이 법률

가들의 부단한 연마 과정을 거쳐 탄생한 것이라기보다 국가들 간 대립 

속에397) 일련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우선 제297조는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 행사와 관련된 분쟁을 일정 

부분 강제절차에서 제외하기 위해 채택된 것이다. 이는 EEZ와 대륙붕에

서 보다 넓은 재량을 확보하기 위한 연안국들의 희망이 반영된 것이었

다. 그러나 동 규정의 형식은 원칙과 예외가 상당히 불명확하게 규정되

어 있다. 동조 각 항은 ① 주권적 권리나 관할권 행사에 관한 분쟁 중 

396) 제15부 3절에 관한 일반적 설명은 정진석, 전게논문(각주 393), 272-275쪽; 이창열․성재호, 

“실체적 규정의 해석에 의한 UN해양법협약 강제적 관할권 배제의 문제해결”,『영남법학』, 

제31호 (2010. 10), 491-493쪽.

397) 대체로 등거리선․중간선 원칙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강제절차의 적용 확대, 형평의 원칙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강제절차의 적용 축소의 입장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Myron 

H. Nordquist & Choon-ho Park (eds.), Reports of the United States Delegation to 
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Honolulu: Law of the 

Sea Institute, University of Hawaii, 1983), p. 284; A. O. Adede, The system for 
settlement of disputes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 

drafting history and a commentary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7), p.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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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의 공해자유·해양환경과 관련된 분쟁(1항), ② 해양과학조사 관련 분

쟁(2항), ③ 어업 관련 분쟁(3항)을 협약상 강제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297조 2항(a) 및 3항(a) 각 단서는 해양과학조

사와 어업 관련 분쟁 중 강제절차의 적용이 배제되는 주권적 권리나 관

할권 행사에 관한 분쟁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제297조 2항(a) 

및 3항(a) 각 단서에서 강제절차의 적용 배제대상으로 규정한 항목 이

외의 주권적 권리나 관할권 행사에 관한 분쟁도 포괄적으로 강제절차의 

적용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다(170면 이하).

  제298조는 강제절차 적용에 대한 선택적 예외를 규정한다. 위 규정은 

당사국이 배제선언을 통해 강제절차의 적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분쟁유형을 크게 세 항목으로 나눈다. ① 해양경계획정 관련 분쟁 

또는 역사적 만․권원 관련 분쟁, ②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 또는 해양과학

조사․어업 관련 법집행활동에 관한 분쟁, ③ 안보리가 유엔헌장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수행하고 있는 분쟁이 그것이다(1항 각호). 이 중 해양경

계획정 관련 분쟁의 경우 동 규정에 따른 배제선언에도 불구하고 강제조

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육지·도서영토에 대한 주권 문제 등이 결

부되어 있는 경우는 강제조정 회부도 불가능하다. 제298조에 따른 배제

선언은 상호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자신이 배제선언을 한 분쟁유형에 

대해서는 스스로 강제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다(3항). 다만 언제라도 선언

을 철회할 수 있으며(2항) 배제된 분쟁유형이라도 상대방의 동의 또는 

당사국 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협약의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2·3항).

   다. 관할권의 확대 가능성 

  이상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정리하면 크게 다음과 같다. ① 우선 협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

쟁이 존재(제286조․제288조 1항)해야 한다. ② 다음으로 제15부 1절상 선결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만약 당사국이 별도로 합의한 분쟁해결수단이 

존재할 경우 해당 절차의 적용이 우선 고려된다(제281조․제282조). 분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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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관련된 의견교환(제283조)도 필요하다. ③ 끝으로 제15부 3절에 따른 

적용배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제297조․제298조). 

  여기서 협약 제286조와 제288조는 협약상 강제관할권 성립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실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어떠한 사안에서 협약 또

는 협약의 목적과 관련된 국제협정에 대한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이 도

출되어야 협약상 강제절차 회부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협약 등의 특정 

규정이 아니라 관습국제법과 같은 일반국제법상 규범이 강제관할권 성립

의 토대가 될 수는 없는가. 예컨대 미국은 과거 니카라과 사건에서 

1946년 선택조항 수락시 다자조약과 관련된 일정 분쟁에 관한 유보 첨

부를 이유로 ICJ의 관할권을 부인했다.398) 그러나 ICJ는 동일한 내용의 

관습국제법에 의해서도 관할권 성립이 가능하다는 니카라과의 주장을 받

아들여 동 유보는 관할권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399) 협

약 규정 중 관습국제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규범도 상당수 존재한다. 따

라서 협약 규정을 통한 관할권 성립에 어떠한 장애가 있더라도 니카라과 

사건의 예와 같이 관습국제법의 해석‧적용의 문제로도 관할권 성립이 가

능하다면 협약상 강제절차 회부의 관문은 상당히 확대될 수 있다.

  ICJ 규정 제36조 2항은 다음 사항에 관한 모든 법률적 분쟁에 대해 

강제관할권 수락선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 조약의 해석, (b) 

국제법상의 문제, (c) 확인되는 경우 국제의무의 위반에 해당하는 사실

의 존재, (d) 국제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배상의 성질 또는 

범위. 이에 따르면 선택조항 수락 결과 ICJ는 특정 조약뿐 아니라 관습

국제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보유할 수 있다. 

(b) 국제법상의 문제, (c)와 (d)에 열거된 국제의무 위반 문제에는 관습

398) 당시 미측 유보의 내용은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Judgment, 
I.C.J. Reports 1984, para. 67 참조. 반면 니카라과는 1926년 ICJ 제36조 2항의 전신인 

PCIJ 규정에 따른 강제관할권을 무조건적으로 수락했다. ibid., para. 15. 

399) 관습국제법과 동일한 규칙이 조약상 규정되어 있더라도 관습국제법은 조약과 별도로 계속 

적용된다는 것이 주요 근거였다. ibid., para.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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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해석‧적용 또는 그 위반의 문제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양법협약상 강제관할권의 근거가 되는 제286조와 제288조는 “협약”과 

“협약의 목적과 관련된 국제협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한정한다. 따라서 위 규정들을 통해서는 관습국제법의 해석‧적

용의 문제로 협약상 재판소의 관할권이 확대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과거 제293조의 적용법규 규정을 통해 관할권의 확대가 이루

어진 것과 같이 판시된 사례도 있었다.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에서

는 가이아나의 일방적 행위에 대한 수리남의 대응조치가 유엔해양법협

약, 유엔헌장 및 관습국제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당시 유

엔헌장이나 관습국제법의 위반 문제는 재판소의 관할 범위 밖이라는 수

리남의 주장에 대해 재판소는 제293조 1항에 따라 위 주장은 수락될 수 

없다고 했다.400) 특히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명시적으로 제293조를 재

판소의 관할권 창설규정으로 언급했다.401) 유엔헌장이나 관습국제법의 

위반 문제는 “협약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제

293조 1항을 근거로 수리남의 주장을 배척한 판단은 분명 문제가 있다. 

엄밀하게는 해당 청구를 수리남의 협약 규정 위반 문제로 파악하여 관할

권을 인정한 후 본안에서 제293조 1항에 따라 유엔헌장 여타 관습국제

법을 실체 판단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함이 타당했다.402)  

  이처럼 제293조를 관할권의 창설근거로 언급했던 선례는 차고스 군도 

사건(2015)에서 제동이 걸렸다. 당시 모리셔스는 자국의 첫 번째 청구와 

관련하여 “연안국”으로서의 지위는 협약 및 협약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일반국제법에 의해 결정된다고 전제했다. 이어서 이 사건은 영유권 문제

400) Supra note 40, paras. 402-406.

401) “[…], Article 293 of the Convention gives this Arbitral Tribunal jurisdiction over any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ibid., para. 413.

402) 유사한 취지의 비판으로는 James Harrison, “Guyana -Suriname Arbitration under the 

1982 Law of the Sea Convention” (27 September 2007); 박덕영, “가이아나-수리남 해

양경계획정을 위한 중재판정의 주요 법적쟁점 고찰”,『국제법학회논총』, 제54권 1호 (2009. 

4), 224쪽; 이기범, “UN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 개념에 관한 소고: UN해양법협약 제

288조 1항의 논의를 중심으로”,『국제법학회논총』, 제60권 3호 (2015. 9), 1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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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결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협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이라고 

주장했다.403) 특히 협약의 해석․적용에 “관한”(concerning) 요건과 관련하

여 협약상 분쟁에는 협약에 의해 직접 제기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하게 연계되거나 부수된(closely linked or ancillary) 쟁점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제293조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404) 반면 영국은 제293

조는 적용법규의 의심을 없애기 위한 규정으로 관할권 확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293조 1항상 “협약과 상충되지 아니하

는 그 밖의 국제규칙”의 예로 조약법, 국가책임법, 외교보호 등과 같은 

2차 규칙들을 열거했다. 아울러 협약 규정 밖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

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인정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405) 제293조를 

통해 일반국제법의 문제인 영토문제도 협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으

로 포섭된다는 모리셔스의 주장에 따르면 제293조는 그 자체가 관할권 

창설규정으로 된다. 그러나 재판소는 모리셔스의 첫 번째 청구의 본질을 

영토주권 문제로 보고 관할권을 부인했다.406) 따라서 제293조를 관할권 

창설규정으로 보는 입장은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이후 Arctic Sunrise호 사건의 본안판정(2015)에서는 제293조가 

관할권 확장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보다 명확히 했다. 재판소는 관할권 

확정은 협약 규정에 근거해야 하고 그 목적을 위해 일부 협약 규정들이 

다른 국제법규칙과 직접 결합될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예

로 EEZ의 경계획정은 “[…] ICJ 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협약 제74조 1항을 제시했다.407) 또

한 제293조는 원칙적으로 협약 이외의 조약들에 대한 위반 여부 판단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덧붙였다.408)

403) Supra note 355, paras. 176-177.

404) Ibid., para. 182.

405) Ibid., para. 184-186.

406) Ibid., paras. 219-221, 230.

407) Supra note 354, para. 188.

408) Ibid., para.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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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판시에 따르면 제293조를 독자적인 관할권 성립 근거로 본 가이아

나-수리남 사건(2007)에서의 입장은 유지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협약 

이외의 광범위한 국제규범 위반 판단 역시 그 가능성이 대폭 축소된다. 

예를 들어 무력사용금지에 관하여는 제301조409)와 같은 유사 규정을 통

해 협약상 관할권 성립과 협약 위반의 판단이 가능하다. 그 과정에서 유

엔헌장 제2조 4항 등이 부수 적용법규로 재판소의 판단에 포함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제301조상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의 원칙”이라

는 문구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 즉 제293조만을 근거로 협약 외 규범

으로의 적용법규의 확장도 불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현재 판례의 태도상 협약 규정과 동일·유사한 내용의 관습국제

법을 통한 독자적인 협약상 강제관할권은 성립되기 힘들다. 관할권 규정

과 적용법규 규정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접근은 타

당하다. 결국 협약상 관할권 규정과 ICJ 규정상 선택조항의 내용상 차이

로 인해 협약상 강제절차에서는 니카라과 사건에서와 같은 접근이 인정

되기 힘들다. 이 점에서 협약상 강제절차는 협약 자체의 규범체계 내에

서 작동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제2절 경계미획정 상황으로 인한 해석상 문제

1. 주요 쟁점

  경계미획정 수역이 갖는 규범적 특수성은 협약상 강제절차 적용에 있

어 어떤 문제들을 발생시키는가. 위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지점은 적용제한(제297조)과 선택적 예외(제298조) 규정의 적용문제

이다. 이는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권리의 제한성이 분쟁해결절차의 적용

국면에서 해석상 문제를 발생시키는 핵심적인 지점들이다. 위 규정들은 

일괄타결 방식에 따른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서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

409) 제301조 (해양의 평화적 이용)  이 협약에 따른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있어서 당사국은 다

른 국가의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해가 되거나 또는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

의 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방식에 의한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를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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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들을 다수 안고 있다. 이 절에서 다루는 쟁점들 역시 명백한 판

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일견 다수설적 해석도 있지만 반대 견해가 

유력하게 제기되기도 한다.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과학조사와 어업에 대한 주권적 권리나 관할권 행사에 관한 

분쟁을 강제절차의 적용에서 배제하는 제297조 2항(a) 및 3항(a) 각 단

서가 경계미획정 수역에도 적용되는가. 연안국은 경계획정이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자국의 권원이 미치는 일정 수역을 자국의 배타적인 EEZ와 

대륙붕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 관념에 따르면 경계미획정 수역에

서의 행위도 자국의 EEZ와 대륙붕에 대한 주권적 권리나 관할권의 행사

이므로 위 규정들에 의해 강제절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전제를 관철하면 제298조 1항(b)410)에 따른 배

제선언을 통해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나 어업에 관한 권리행

사와 관련된 “법집행활동”에 관한 분쟁도 강제절차의 적용에서 배제될 

수 있다. 과연 이러한 해석은 타당한가. 

  둘째, 제298조 1항(a)는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제15조, 제74조 및 

제83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을 당사국의 배제선언에 따라 제15부 2

절의 강제절차의 적용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렇다면 위 

제298조 1항(a)에 규정된 분쟁유형에 제74조 3항 및 제83조 3항의 신

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도 포함되는가. 제

74조 3항과 제83조 3항은 협약이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연안국의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규범으로 마련해 둔 규정이다. 그런데 제74조 3항과 

제83조 3항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분쟁이 위 제298조 1항(a)에 기술된 

분쟁의 범주에 포함된다면 일국의 배제선언만으로도 해당 분쟁에 대한 

강제절차 적용이 차단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에 따르면 제298조 1항

(a)에 따른 배제선언은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일방적 행위로 인한 분쟁에 

410) 제298조 1. (b) […] 주권적 권리나 관할권의 행사와 관련된 법집행활동에 관한 분쟁으로서 

제297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판소의 관할권으로부터 제외된 분쟁. 위 분쟁유형에 

대한 설명은 양희철, “해양환경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국제분쟁 가능성: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중재판정을 중심으로”,『영토해양연구』, Vol. 14 (2017. 12), 122-12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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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강제절차 적용을 가로막는 강력한 장치가 될 수도 있다. 제298조 

1항(a)에 기술된 분쟁에 “제74조 3항․제83조 3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

쟁”이 포함된다는 위와 같은 해석은 타당한가.

  위 두 쟁점은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실체규범과 절차규범 간 특수성이 

상호 교차하는 문제들이다. 이하에서는 위 두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제297조와 제298조의 해석․적용에 있어 경계미획정 상황이라는 특수성

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 경계미획정 수역에 대한 당연배제 규정의 적용

  가. 강제절차의 적용제한

  분쟁해결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가 개시된 제2회기(1974, 카라카스)에 비

공식작업반이 제출한 작업문서에는 마지막 제11항에 분쟁해결절차 적용

에 관한 세 가지 안이 포함되어 있었다(이하 “1974년 초안”). ① 협약의 해

석‧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에 대해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는 안(Alternative 

A), ② 일정 분쟁을 일괄적으로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에서 제외하는 안

(Alternative B.1 및 B.2), ③ 당사국의 선택에 따라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에

서 제외하는 안(Alternative C.1 및 C.2)이 그것이었다.411)

  오늘날 제15부 3절과 비교하면 위 두 번째 안은 제297조, 세 번째 안

은 제298조의 개념적 토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제297조는 

EEZ와 대륙붕에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의 행사와 관련된 

분쟁”에 강제절차의 적용상 예외를 두기 위한 것이었다. 제3회기(1975, 

제네바)에서는 최초로 조문형태로 통합된 비공식단일교섭안(ISNT) 제4부

가 제시되었다(이하 “1975년 ISNT”). 위 안의 제18조 1항은 연안국의 배타

적 관할권 행사로 인한 분쟁을 강제절차의 적용배제 대상으로 규정했

다.412) 위 규정은 이후 수차례 수정을 거쳐 현행 제297조로 변모했다. 

411) A/CONF.62/L.7, Australia, Belgium, Bolivia, Colombia, El Salvador, Luxembourg, 

Netherlands, Singapore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working paper on the 

settlement of law of the sea disputes (27 August 1974), Official Records of 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Vol. III, pp. 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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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7조 제2절 적용의 제한 

   1. 이 협약에 규정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 행사와 관련된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으로서 다음의 각 경우 제2절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다.

      (a) 연안국이 항해·상공비행의 자유와 권리, 해저전선·해저관선 부설의 자유와 권

리 또는 제58조에 명시된 그 밖의 국제적으로 적법한 해양이용권에 관한 이 

협약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되는 경우

      (b) 어느 한 국가가 앞에 언급된 자유, 권리 또는 이용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 

협약 또는 이 협약 및 이 협약과 상충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국제법규칙에 

부합하여 연안국이 채택한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되는 경우

      (c) 연안국이 이 협약에 의하여 수립되었거나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나 외교회의를

통하여 이 협약에 부합되게 수립되어 연안국에 적용되는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을 위한 특정의 규칙과 기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된 경우

   2. (a)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한 이 협약의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제2

절에 따라 해결된다. 다만, 연안국은 다음의 경우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대

하여는 제2절에 규정된 절차에 회부할 것을 수락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ⅰ) 제246조에 따르는 연안국의 권리나 재량권의 행사 

          (ⅱ) 제253조에 따르는 조사계획의 정지나 중지를 명령하는 연안국의 결정 

      (b) [생략, 註: 강제조정 규정]

   3. (a) 어업과 관련된 이 협약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제2절에 따라 

해결된다. 다만, 연안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의 생물자원에 대한 자국의 주권적 

권리 및 그 행사(허용어획량, 자국의 어획능력, 다른 국가에 대한 잉여량 할

당 및 자국의 보존관리법에서 정하는 조건을 결정할 재량권 포함)에 관련된 

분쟁을 그러한 해결절차에 회부할 것을 수락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b) [생략, 註: 강제조정 규정]

  나. 적용범위에 대한 논란 

  제297조에 따라 강제절차의 적용이 배제되는 분쟁은 동 규정상 명시

된 주권적 권리나 관할권 행사에 관한 분쟁에 국한되는가, 명시되지 않

은 분쟁도 포함되는가. 이 문제는 그간 판례에서도 혼란을 보여 왔다. 

412) A/CONF.62/WP.9, Informal single negotiating text (part IV) (21 July 1975), Official 

Records of 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Vol. V, 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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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의 태도 

    (가) 포괄적 배제 

  남방참다랑어 사건(2000)에서 호주와 뉴질랜드는 EEZ와 공해를 넘나

드는 남방참다랑어와 같은 고도회유성어종에 관한 분쟁에는 제297조 3

항(a)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며 제297조에 명시되지 않은 강제절차의 배

제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 초안자들이 협약의 여하한 분쟁을 

강제절차에서 배제하고자 했다면 제297조 등에 명시적 규정을 두었을 

것이라 덧붙였다.413) 이 입장은 제297조에 명시된 분쟁 이외에는 강제

절차의 배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재판소는 반대 입장

을 보였다. 재판소는 제297조 1항의 각 호에 규정된 특정 분쟁에 대해

서만(in certain identified cases only) 강제절차가 적용된다고 해석했다.414)

즉 규정상 명시되지 않은 분쟁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강제절차의 적용

이 배제된다는 취지였다. 또한 재판소는 협약이 진정으로 구속력 있는 

포괄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415)

    (나) 명시적 배제

  위 사건에서 강제절차의 배제를 폭넓게 인정하던 해석은 이후 판례에

서 부정된다.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에서 수리남은 이 사건 분쟁이 

“무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제297조에 따

413) Southern Bluefin Tuna case between Australia and Japan and between New Zealand 
and Japan, Award o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Decision of 4 August 2000, 
R.I.A.A. Vol. XXIII, Reply on Jurisdiction, Vol. I (31 March 2000), paras. 29-30.

414) “Article 297 of UNCLOS is of particular importance in this connection for it 

provides significant limitations on the applicability of compulsory procedures 

insofar as coastal States are concerned. Paragraph 1 of Article 297 limits the 

application of such procedures to disputes concerning the exercise by a coastal 

State of its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in certain identified cases only, i.e.: (a) 

[…] and (b) […].” Southern Bluefin Tuna case between Australia and Japan and 
between New Zealand and Japan, Award o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Decision 
of 4 August 2000, R.I.A.A. Vol. XXIII, para. 61.

415) Ibid., para.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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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강제절차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주장했다. 제297조에는 위 분쟁 유형

에 대해 강제절차를 적용한다는 명시적 언급이 없으므로 강제절차가 적

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416) 이에 대해 재판소는 오히려 제297조상 

위 분쟁유형이 강제절차의 적용배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강제절차가 적용된다고 해석했다.417)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297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논란을 상세히 다루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재판소가 보인 입장은 분명 남방참다랑어 사건(2000)과 달리 명시된 특

정분쟁에 대해서만 적용배제를 인정하는 취지였다.

  이후 차고스 군도 사건(2015)에서는 제297조의 성안과정까지 구체적으

로 살펴보며 좁은 예외를 인정하는 해석의 타당성을 논증했다. 당시 이 

사건 네 번째 청구(139면)와 관련하여 모리셔스의 입장은 영국의 해양보

호구역 선포는 환경상 조치로서 제297조 1항(c)에 의해 관할권이 성립

된다는 것이었다.418) 반면 영국은 위 청구가 연안국의 EEZ에서 어업에 

관한 권리행사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제297조 3항(a) 단서에 따라 강제

절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입장이었다.419) 이에 대해 재판소는 영국의 

과거 공적진술 등에서 환경상의 목적도 언급된 점을 토대로 해양보호구

역의 성격이 단지 어업에만 관련된 조치는 아니라고 판단했다.420) 따라

서 제297조 3항(a) 단서에 의해 재판소의 관할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

라는 결론에 이르렀다.421) 하지만 제298조 3항(a) 단서에 따라 강제절

차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더라도 남방참다랑어사건(2000)의 논리에 따르

416) Supra note 40, paras. 411-412.

417) 재판소는 제15부 3절에 의해 배제되지 않는 여하한 협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은 2절에 

따른 강제절차에 따르게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서 제297조 3항(a) 규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그 중 특히 제297조 3항(a) 단서(“다만,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에 대한 자국

의 주권적 권리 및 그 행사에 관련된 분쟁을 그러한 해결절차에 회부할 것을 수락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를 이탤릭체로 강조했다. 그리고 무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는 위 규정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ibid., paras. 413-416.

418) Supra note 355, paras. 240-243, 249-252.

419) Ibid., paras. 234-239, 244-248.

420) Ibid., paras. 286-291.

421) Ibid., paras. 2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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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제297조 1항 각 호의 규정에 포섭되어야 관할권이 성립하게 된다. 

이에 재판소는 별도의 명시적 배제가 없으면 바로 관할권이 성립하는지, 

추가로 제297조 1항 각 호를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재판소는 제297조 2항(a) 및 3항(a)에는 각 단서 규정이 존재함에도 

1항에는 이러한 규정 없이 전체적으로 긍정문의 형태인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제297조 1항은 오로지(only) 각 호에 열거된 분쟁에 대해서만 강

제절차를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1항 각 

호에 열거된 분쟁에 대해서만 강제절차의 적용을 예정할 경우 굳이 2항

(a) 및 3항(a) 단서를 통한 적용배제는 불필요하다는 취지를 덧붙였

다.422) 만약 1항 각 호가 강제절차 적용대상의 제한적 열거라면 1항 각 

호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이미 강제절차의 적용은 배제되기 때문이다. 

위 지적들은 1항 각 호가 제297조의 전체 구조 내에서 강제절차 적용대

상의 제한적 열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어서 재판소는 제3차 해양법회의 당시 1976년 수정단일교섭안

(RSNT)부터 최종안까지 제297조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세 가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제297조 1항에 규정된 분쟁들 이외의 주권적 권리나 관

할권 행사에 관한 분쟁의 강제절차 회부에 대한 “제한” 규정이 종국적으

로 삭제되었다.423) 둘째, 관할권 제한규정인 제297조 내에 위 1항이 배

치된 것은 당초 동 규정 내에 포함되어 있다가 최종적으로 제294조로 

배치된 절차적 보호규정(예비절차 규정)으로 인한 것이었다. 따라서 위 1항

은 예비절차의 적용을 전제로 각 호에 열거된 분쟁유형의 강제절차 적용

에 대한 “제한”을 부과한 것으로 협약의 관할권 구조 내에서 아무런 효

과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셋째, 제297조 1항 각 호는 명시적으로 협약 

이외의 국제규범 위반 문제에 대해 강제절차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으므

로 제288조 1항이 적용되는 경우보다 재판소의 관할권을 확장하고 있

다.424) 위 결론을 통해 재판소는 제288조 1항을 충족하면 제297조 1항

422) Ibid., paras. 307-308.

423) 다만 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잘못된 지적이다(178-1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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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가로 충족시킬 필요 없이 관할권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425)

  위 논증과정을 살펴보면 재판소는 우선 문언적 해석을 통해 제297조 

1항 각 호가 강제절차 적용대상의 제한적 열거가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

했다. 그리고 이후 제297조의 성안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제297조 1

항의 의미를 분명히 함으로써 제297조의 구조나 체계상으로도 앞서의 

결론이 뒷받침될 수 있음을 논증했다. 특히 성안과정에 대한 검토 결과

에 따르면 제297조 1항은 별도의 관할권 창설규정으로 2항 및 3항과 구

분되는 별도의 존재의의를 갖는다. 이 때 1항 각 호는 강제절차의 적용

대상의 제한적 열거는 아니지만 적어도 관할권 창설규정으로서는 제한적 

열거의 성격을 갖게 된다. 또한 제294조의 예비절차에 종속된다는 의미

에서 제297조 1항 역시 개념적으로는 강제절차의 적용제한에 해당하게 

된다. 이 결론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우선, 제297조 1항의 문언 

자체가 강제절차 적용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실질적으로

는 예비절차의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따라서 위 1항이 강제절차의 적용

제한 규정에 포함되는 것이 체계상 큰 문제는 없다. 또 하나, 제297조 1

항에 명시되지 않은 주권적 권리나 관할권 행사에 관한 분쟁을 강제절차

의 적용대상으로 해석하더라도 이들 역시 예비절차에 종속된다는 의미에

서 강제절차의 적용에 대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따라서 제297조 2항

(a) 및 3항(a) 각 단서만이 제한규정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2) 검 토

    (가) 성안과정

  위 문제는 EEZ와 대륙붕에서 연안국의 권리행사에 관한 분쟁의 적용

배제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75년 ISNT 제18조 1항

은 아래와 같이 연안국의 배타적 관할권 행사로 인한 분쟁을 원칙적인 

424) Supra note 355, paras. 314-316.

425) Ibid., para. 317. 다만 재판소는 추가 검토를 통해 제297조 1항(c)에 의한 관할권의 성립도 

인정했다. ibid., paras. 31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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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절차의 적용배제 대상으로 규정했다.

  1975년 ISNT (A/CONF.62/WP.9, 21 July 1975, 전게주 412) 

  [Article 18]

   1. Nothing contained in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require any Contracting 

Party to submit to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provided for in the 

present Convention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exercise by a coastal State 

of its exclusive jurisdiction under the present Convention, except […]. 

  이후 1976년 RSNT 제17조 또한 중재재판소의 지적과 같이426) 열거

된 일정 유형의 분쟁들에 대해서만 강제절차를 적용하고자 했던 것은 명

확해 보인다. 특히 아래 제17조 1항의 “각 항에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만

(only in the following)” 문구와 동조 2항을 함께 읽을 경우 이는 큰 의문이 

없다. 여기서도 위 1975년 ISNT 제18조 1항과 동일하게 위 1항에 명시

되지 않은 여타 분쟁은 강제절차의 적용대상이 아니었다.

  1976년 RSNT (A/CONF.62/WP.9/Rev.2, 23 November 1976)427)

  [Article 17]

   1. Disputes relating to the exercise by a coastal State of sovereign rights, 

exclusive rights or exclusive jurisdiction recognized by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subject to the procedures specified in section 2 only in 

the following cases. [(a)-(d) 각 호]428)

426) Ibid., para. 310.

427) A/CONF.62/WP.9/Rev.2, Revised single negotiating text (part IV) (23 November 

1976), Official Records of 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Vol. VI, pp. 147-148.

428) (a) When it is claimed that a coastal State has acted in contraven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in regard to the freedom of navigation or overflight or of 

the laying of submarine cables and pipelines and other internationally lawful uses of 

the sea related to navigation or communication; or 

      (b) When it is claimed that any State, in exercising the aforementioned freedoms, has 

acted in contraven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or of laws or 

regulations enacted by the coastal State in conformity with the present Convention 

and other rules of international law not incompatible with the present Convention; or 

      (c) When it is claimed that a coastal State has acted in contravention of specified 

international standards or criteria for the pre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r 

for the conduct of marine scientific research, which are applicable to the coa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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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ny dispute excluded by paragraph 1 may be submitted to the procedure specified 

in section 2 only with the express consent of the coastal State concerned. 

  한편 1977년 ICNT 단계로 넘어가면서 적지 않은 변화가 이루어진다. 

  1977년 ICNT (A/CONF.62/WP.10, 15 July 1977)429)

  [Article 296]

   1. […], disputes relating to the exercise by a coastal State of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provided for in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only be subject to 

the procedures specified in the present Convention when the following 

conditions have been complied with: [(a)-(c) 각 호 생략]

   2. Subject to the fulfillment of the conditions specified in paragraph 1, such 

court or tribunal shall have jurisdiction to deal with the following cases: 

[(a)-(c) 각 호 생략]

   3. No dispute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with marine scientific research shall be brought before 

such court or tribunal unless the conditions specified in paragraph 1 have 

been fulfilled; provided that: [(a-(c) 각 호 생략]

   4. [생략, 註: 상기 3항과 동일 구조]

   5. Any dispute excluded by the previous paragraphs may be submitted to the 

procedures specified in section 2 only by agreement of the parties to such dispute.

  첫째, 제296조 1항에 법적절차의 남용에 대한 보호규정이 마련되었다. 

그 세부내용은 (a) 제소국의 청구의 근거 제시, (b) 법적절차의 남용 방

지, (c) 분쟁회부 사실 및 항변제출권에 대한 고지와 같은 일련의 절차

적 조건이었다. 이는 연안국의 권리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대한 제

한으로 작용하는 것이었다. 추후 위 규정은 1979년 ICNT 제1수정안에

서 제297조의 별도 독립규정으로 분리되었다가 종국적으로 현행 제294

State and which have been established by the present Convention or by a competent 

international authority acting in accordance with the present Convention; or

      (d) When it is claimed that a coastal State has manifestly failed to comply with 

specified conditions established by the present Convention relating to the exercise 

of its rights or performance of its duties in respect of living resources, provided 

that in no case shall the sovereign rights of the coastal State be called in question.

429) Supra note 183,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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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예비절차 규정과 제300조의 권리남용금지 규정으로 자리 잡은 것으

로 설명된다.430) 둘째, 제296조 2항에서는 위 1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

로 현행 제297조 1항 각 호에 상응하는 규정들이 배치되었다. 제297조 

1항에 제294조를 통한 예비절차에 따른 제한이 부과된다는 차고스 군도 

사건(2015)에서의 평가(173면)는 위 1977년 ICNT 제296조 1항과 2항의 

관계에서 비롯된 구조를 설명한 것이다. 다만 1976년 RSNT 제17조 1

항에서 “각 항에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만”(only in the following cases) 관할

권이 성립한다는 한정적 문구는 제296조 2항에서 사라졌다. 대신 이는 

제296조 1항의 절차적 조건 규정에 “오로지”(only)라는 문구로 옮겨간 것

으로 설명된다.431) 셋째, 1976년 RSNT 제17조 1항(c)의 “해양과학조

사”와 (d)의 “어업”에 관한 항목(전게주 428)은 1977년 ICNT 제296조 3

항과 4항에 별도 규정되었다. 여기에도 제296조 1항에 따른 제한이 추

가되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강제절차 적용이 예외적으로 가

능하도록 하는 규정형식을 취했다. 이처럼 1977년 ICNT는 (ⅰ) 절차적 

보호규정(제296조 1항)의 도입과 함께 (ⅱ) 해양과학조사 및 어업에 대한 

예외적 강제절차 적용의 규정형식을 통해 적어도 두 분야에서는 연안국

의 재량이 종전보다 보호되는 방향으로 수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주목할 만한 변화는 어업과 해양과학조사 규정의 변천이다. 

1979년 ICNT 제1수정안에서는 어업,432) 1980년 ICNT 제2수정안에서

는 해양과학조사433)에 대해 원칙적 강제절차 적용으로 규정형식을 변경

하고 강제조정 제도를 새로이 도입했다. 예컨대 해양과학조사 항목의 경

우 위 1977년 ICNT 제296조 3항과 달리 1980년 ICNT 제2수정안 제

296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1980년 ICNT 제2수정안 (A/CONF.62/WP.10/Rev.2, 11 April 1980) 

430) Supra note 355, para. 312.

431) Myron H. Nordquist (eds.), supra note 388, p. 104.

432) Supra note 184, p. 136. 

433) Supra note 185, p.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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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296]

   2. (a) […], disputes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with regard to marine scientific research shall be settled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except that the coastal State shall not be 

obliged to submit to such settlement any dispute arising out of: […] 

      (b) [생략, 註: 조정에 관한 규정] 

  이러한 규정형식의 변경과 강제조정의 도입은 표면적으로 해양과학조

사와 어업 분야에 있어 협약상 분쟁해결절차의 배제영역을 대폭 축소하

는 방향으로의 수정이라 판단된다. 한편 1979년 ICNT 제1수정안부터는 

절차적 보호규정인 1977년 ICNT 제296조 1항이 조(條)를 달리하여 별

도 규정으로 분리되었다. Virginia Commentary는 위 제3자적 분쟁해결

절차(註: 강제조정)의 추가에 따라 1977년 ICNT 제296조 1항이 별도 조

항으로 옮겨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한다.434)

  이러한 변화를 거쳐 종전 제296조는 1980년 ICNT 제3수정안435)에서 

비로소 현행과 같이 제297조로 배치되었다. 또한 강제절차에서 배제되

는 분쟁에 대한 합의에 의한 강제절차 회부 규정(1976년 RSNT 제17조 2항, 

1977년 ICNT 제296조 5항, 1979년 ICNT 제1수정안 제296조 4항, 1980년 ICNT 제2

수정안 제296조 4항까지 포함)은 위 제297조에서 삭제되었다. 이를 통해 현

행 제297조의 최종안 형태가 성안된 것이다.

    (나) 차고스 군도 사건 판정의 오류 

  차고스 군도 사건(2015)에서는 1980년 ICNT 제3수정안에서 위 합의

에 의한 강제절차 회부 규정의 삭제를 중요하게 언급했다. 위 규정은 

1980년 ICNT 제3수정안 이전까지 각 조문의 최종항에 배치되어 강제절

차에서 배제된 분쟁들에 대한 강제절차 회부를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

었다. 재판소는 위 규정을 “catch-all final paragraph”라는 용어로도 지

434) Myron H. Nordquist (eds.), supra note 388, p. 105 

435) A/CONF.62/WP.10/Rev.3, Informal Composite Negotiating Text (Revision 3): Draft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formal Text) (22 September 1980), pp. 1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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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하며436) 본질적으로 제297조 1항에 명시되지 않은 분쟁의 강제절차 

회부에 대한 “제한” 규정으로 이해했다.437) 그리고 동 규정의 삭제를 제

297조의 성안과정을 통해 확인되는 첫 번째 시사점으로 언급하기도 했

다(173면). 그러나 위 판단에는 오류가 있다. 실제 1980년 ICNT 제3수

정안의 제297조에서는 위 규정이 삭제되었지만 이에 상응하는 내용은 

제299조 1항에 별도 규정되어 현행 협약438)에도 일부 문구 수정을 거쳐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439) 그러나 판정문상으로는 위 제299조 1항에 대

한 아무런 언급도 나타나지 않는다. 

  1980년 ICNT 제3수정안 (A/CONF.62/WP.10/Rev.3, 22 September 1980)440)

  [Article 299]

   1. Any dispute which has been excluded under article 297 or excepted by a 

decla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298 from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provided in section 2 of this Part may only be submitted to such 

procedures by agreement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따라서 재판소가 위 1980년 ICNT 제3수정안 제299조 1항을 간과하

고 강제절차에서 배제되는 분쟁에 대한 합의에 의한 강제절차 회부 규정

이 삭제되었다는 취지로 기술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아울러 이러한 

오류는 제297조 1항에 명시되지 않은 분쟁에 대하여도 협약상 강제절차

가 적용된다는 재판소의 결론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재판소는 1976년 RSNT 제17조 1항과 2항의 구도와 같이(175-176면) 

436) Supra note 355, para. 314.

437) 예컨대 판정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용어로 사용되었다. “the ultimate paragraph restricting 

jurisdiction over any dispute excluded by the previous paragraphs” ibid., para. 313. 

“a limitation on the submission to compulsory settlement of disputes involving the 

exercise by a coastal State of its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in cases other than 

those set out in Article 297(1) […]” ibid., para. 314.

438) 제299조 (분쟁해결절차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는 당사국의 권리)

       1. 제297조에 따라 배제되거나 제298조에 따른 선언으로 제2절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로

부터 제외된 분쟁은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만 이러한 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

439) 동 규정의 성안과정은 Myron H. Nordquist (eds.), supra note 388, pp. 144-145.

440) Supra note 435, p.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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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ICNT 제2수정안까지는 규정에 직접 명시되거나 규정상 일정 요

건을 갖춘 분쟁에 대해서만 강제절차의 적용을 긍정하는 “닫힌” 구조로 

파악했다. 즉 규정상 강제절차 회부 여부가 명시되지 않은 분쟁은 강제

절차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당사국 간 합의에 의해서만 강제절차에 회부

될 수 있다고 이해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합의에 의한 강제절

차 회부 규정의 삭제는 곧 “닫힌” 구조에서 “열린”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

하게 된다. 즉 규정상 강제절차 회부 여부가 명시되지 않은 분쟁도 반드

시 강제절차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무방하게 되는 

것이다. 재판소는 그러한 전환점을 1980년 ICNT 제3수정안으로 파악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은 

1980년 ICNT 제3수정안 제299조 1항의 간과를 통해 분명해졌다.

  재판소의 판단 과정에서 위 규정의 삭제에 부여된 의미와 비중에 비추

어 볼 때 만약 위 오류가 없었더라면 재판소가 어떠한 결론을 도출했을

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생각건대 1976년 RSNT 제17조 1항까지는 분명 

주권적 권리나 관할권 행사에 관한 분쟁을 포괄적으로 배제하는 취지였

다. 그러나 1977년 ICNT 단계로 접어든 후 일련의 문언상 변화에 담긴 

초안자들의 의도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전체적으로는 예비절차의 도입을 통해 연안국의 재량을 확보하면

서 한편으로 어업과 해양과학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절차의 적용배제 

영역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수정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다. 이는 일견 

예비절차의 도입을 통한 재량 확보의 반대급부로 어업과 해양과학조사에

서의 재량 축소가 이루어진 형국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1977년 

ICNT 단계 이후 당사국들의 의사가 포괄적 배제에서 명시적 배제로 실

질적 변화를 도모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재판소가 간과한 합의에 의한 강제절차 적용 규정에 부여될 해석상 의미

와 가치에 대한 평가도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제재판소 역시 해

석상 혼란을 보일 만큼 적어도 성안과정에 담긴 당사국들의 의사 측면에

서 동 규정의 해석은 여전히 까다로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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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경계미획정 수역에 대한 적용 여부

   (1) 의 의

  앞서 제297조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위해 동 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논의를 비교적 상세히 살펴보았다. 다만 포괄적 배제나 명시적 배제 중 

어느 견해를 취하든 제297조 2항(a) 및 3항(a) 각 단서에 따른 연안국

의 권리행사에 관한 분쟁이 강제절차의 적용에서 배제됨은 문언상 분명

하다. 위 규정들은 “연안국”(coastal State)441)의 해양과학조사 및 어업에 

관한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을 강제절차의 적용배제 대상으로 규정한다. 

예컨대 제297조 2항(a) 단서의 전형적인 적용상황은 다음과 같다. A국

의 EEZ에서 B국이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고자 협약 기타 A국의 국내법

에 의거하여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여기서 A국의 거부는 제

246조에 의한 연안국의 권리행사이므로 A국은 제297조 2항(a) 단서에 

따라 B국의 제15부 2절에 따른 강제절차 회부를 수락할 의무는 없다.

  그렇다면 경계미획정 수역에서도 위 각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는가. 

A국이 B국 또한 권원을 주장하고 있는 수역에서 제246조에 따라 일방

적으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상정해 본다. 이 때 B국은 A국

이 제246조상 연안국이 아니므로 조사를 실시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

며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B국이 A국의 조사가 협약 위반

임을 주장하며 협약상 강제절차에 회부한다면 A국은 제297조 2항(a) 

단서를 근거로 재판소의 관할권을 부인할 수 있는가. 위 쟁점은 경계미

441) 제297조 (제2절 적용의 제한) 

      2. (a) […] 다만, 연안국은 다음의 경우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는 제2절에 규정된 

절차에 회부할 것을 수락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ⅰ) 제246조에 따르는 연안국의 권리나 재량권의 행사

             (ⅱ) 제253조에 따르는 조사계획의 정지나 중지를 명령하는 연안국의 결정

      3. (a) […] 다만, 연안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의 생물자원에 대한 자국의 주권적 권리 및 그 

행사(허용어획량, 자국의 어획능력, 다른 국가에 대한 잉여량 할당 및 자국의 보존관

리법에서 정하는 조건을 결정할 재량권 포함)에 관련된 분쟁을 그러한 해결절차에 

회부할 것을 수락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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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 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나 어업에 관한 일방적 권리행사를 협약상 

강제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 핵심이 된다.

   (2) 관련 판례

    (가) 경계획정을 전제로 한 사안

  제297조 2항(a) 및 3항(a) 각 단서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위 규정들의 적용이 실제 문제된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다. 기존 사례들

에서는 대체로 어업에 관한 동조 3항(a) 단서의 적용이 문제되었다.

  위 규정에 따라 재판소의 관할권 성립이 부정된 사례로는 바베이도스

-트리니다드 토바고 해양경계획정사건(2006)을 들 수 있다. 위 사건에서 

바베이도스는 경계획정 후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EEZ에서 자국 어민들의 

어업접근 체제(fisheries access regime)를 요구했다.442) 반면 트리니다드 토

바고는 제297조 3항(a) 단서를 원용하며 위 청구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

권 성립을 부인했다.443) 재판소 또한 위 항변을 받아들여 트리니다드 토

바고 측 EEZ의 일부로 결정될 수 있는 수역에 대한 어업체제의 설정을 

결정할 관할권은 없다고 판단했다.444) 위 사건에서 문제된 바베이도스의 

청구는 경계획정 후 트리니다드 토바고에 귀속될 수역을 전제로 한 어업 

접근권에 관한 주장이었다. 따라서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권리행사에 

대해 직접 제297조 3항(a) 단서가 적용된 사례는 아니었다. 

  다만 앞서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에서 수리남의 주장은 경계미

획정 수역에도 제297조의 강제절차 배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논리적 전

제로 한 것이었다(171-172면, 전게주 417). 그러나 구두절차에서 제기된 위 

쟁점에 대해 양국 간 의견 대립은 달리 부각되지 못했다. 재판소도 경계

미획정 수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강제절차 배제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442) In the Matter of an Arbitration between Barbados and the Republic of Trinidad and 
Tobago, Award of the Arbitral Tribunal (11 April 2006), para. 72.

443) Ibid., para. 79.

444) Ibid., paras. 217, 27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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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남중국해 사건의 판시

  남중국해 사건에서는 청구취지 8항, 9항의 중국의 어업 관련 행위에 

대해(해당 청구 관련 설명은 73-74, 144-146면) 제297조 3항(a) 단서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다.445) 당시 필리핀은 제297조 3항(a) 단서가 적용 가

능한 상황은 관련 수역이 중국의 EEZ에 속하는 경우로만 제한된다고 주

장했다. 그러면서 중국 측이 문제의 수역 인근에 영유권을 주장하는 도

서들은 EEZ나 대륙붕 권원을 창출할 수 없으므로 사안에서 제297조 3

항(a)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446) 위 사건의 관할권 

판정(2015)에서 위 쟁점은 해당 수역에서 지형물들의 법적지위에 대한 

판단이 선결적으로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본안으로 그 판단이 보류되었

다.447) 이어 본안판정(2016)에서는 해당 지형물들의 성격이 간조노출지

에 불과하다는 판단 하에 해당 수역에 중국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았고 

제297조 3항(a) 단서 역시 적용되지 않았다.448)

  당시 필리핀은 해양지형물의 법적지위와 그에 기초한 중국의 권원주장 

자체를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것으로 간주했다. 따라서 이러한 

과도한 주장에 기초한 제297조 3항(a) 단서나 제298조 1항(b)의 적용

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필리핀은 제297조 3항(a) 단서가 권리의 “존

재”가 아니라 그 “행사”에 관한 사항을 강제절차에서 배제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즉 협약이 부여한 권원을 초과한 권리행사와 같이 그 행위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존재”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행사”

에 대해서도 제297조 3항(a)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449)

445) In the Matter of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v.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ward o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29 
October 2015), para. 359.

446) Ibid., para. 363; 필리핀은 재판소의 추가석명 요청에 따라 제출된 보충서면에서 제297조 3

항(a) 단서는 (ⅰ)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에 관한 (ⅱ) EEZ에서의 생물자원에 관련된 분쟁

에 적용되나 해당 수역에서 중국은 “연안국”이 아니므로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

했다. Supplement Written Submission of Philippines (16 March 2015), paras. 5.3.-5.5.  

447) Supra note 445, para. 394.

448) Supra note 167, paras. 695,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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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연안국”의 권리행사라는 “주장”만으로는 제297조 3항(a) 단서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의미였다. 결국 재판소는 중국이 위 규정을 원용할 

“연안국”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필리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위 결론은 객관적으로 권원이 중첩되는 수역에서도 제297조 3항(a)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시사점을 주지 않는다. 그러

나 위 사건의 관할권 판정(2015)에서는 동 규정이 이른바 권원중첩수역

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한 판시도 확인된다. 재판소는 가정적으

로 중국의 선결적 항변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297조 3항(a) 단서

가 필리핀의 어업에 관한 청구에 잠재적으로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전제

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경우로 문제의 행위가 “중국의 EEZ”나 “권원중첩

수역”에서 이루어진 경우를 언급했다.450) 또한 어업에 관련된 법집행활

동에 관한 분쟁을 선택적 배제사유로 규정한 제298조 1항(b)의 적용 문

제451)에 관한 판시에서도 유사 내용이 확인된다. 재판소는 문제의 법집

행활동이 “중국의 EEZ” 내에서 또는 “당사국들이 중첩되는 EEZ 권원을 

보유한 수역”에서 일어난 경우에 제298조 1항(b)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452) 위 판시들은 이른바 권원중첩수역에도 위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 보기 드문 국제판결례로 보인다.

  그러나 일국의 EEZ뿐만 아니라 권원중첩수역에서도 제297조 3항(a) 

449) Supra note 167, Memorial of the Philippines, Vol. I (30 March 2014), paras. 

7.98-7.99. 또한 필리핀은 제297조가 권리의 공간적 한계에 관한 분쟁에 대한 관할권마저 

배제하는 것이라면 제298조 1항(a)에서 경계획정에 관한 분쟁을 별도 선택적 예외사유로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ibid., paras. 7.100.

450) “[…] Article 297(3) could potentially bar the Tribunal’'s jurisdiction over the 

Philippines claims in relation to fisheries, to the extent that the events in question 

took place in China’s exclusive economic zone or in an area of overlapping 

entitlements.” supra note 445, para. 359. 

451) 제298조 1항(b)는 제297조 3항(a) 단서에 의해 강제절차의 적용이 배제되는 분쟁과 관련된 

법집행활동에 관한 분쟁에 적용된다. 따라서 제298조 1항(b)의 적용상황에 관한 판시는 곧 

제297조 3항(a) 단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제298조 1항(b)의 규정은 전게주 410. 

452) “Specifically, the exclusion from jurisdiction in Article 298 for disputes relating to law 

enforcement activities may apply to the extent that such law enforcement activities took 

place within China’s exclusive economic zone or in an area in which the Parties possess 

overlapping entitlements to an exclusive economic zone.” supra note 445, para.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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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및 제298조 1항(b)가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위 판시는 이후 본

안 판정(2016)에서는 다시 반복되지 않았다. 본안 판정에서는 위 두 규정

이 자신의 EEZ(in its own exclusive economic zone)에서의 생물자원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청구에 적용되며 다른 국가의 EEZ에서 협약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453) 다만 여기서 “자

신의 EEZ”가 경계획정이 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자신이 EEZ 권원이 미

치는 수역”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3) 검 토

    (가) 문제의 본질

  이 문제는 권원중첩수역의 성격 또는 동 수역에서 연안국이 갖는 권리

의 속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연관을 맺는다. 연안국이 

향유하는 권원(entitlement)의 의미가 경계획정을 통해 확정된 권원(title)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온전한 권리를 토대로 제약 없는 행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계획정을 통해 확정적인 권원(title)이 확립되어야 한다. 권원

중첩관계에 있는 상대국에 대해 권리침해 금지를 법적의무로 강제하는 

데에도 경계미획정 상태의 권리로는 한계가 있다.

  제297조 2항(a) 및 3항(a) 각 단서에서 강제절차 적용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의 행사는 잠재적 권원(entitlement)에 기

초한 것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확정적인 권원(title)에 기초하여야 하는가. 

여기서 확정적 권원에 토대한 권리행사가 배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의문이 없다. 문제는 일견 권원중첩이 인정될 수 있는 상태, 즉 경계획

정이 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행위국의 권원(entitlement)이 미치는 수역에

서는 어떠한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규

453) “These provisions serve to limit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where a claim is 

brought against a State’s exercise of its sovereign rights in respect of living 

resources in its own exclusive economic zone. These provisions do not apply 

where a State is alleged to have violated the Convention in respect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f another State.” supra note 167, paras.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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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들의 적용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상세 검토 

     1) 문언‧내용 및 취지

  첫째, 제297조 2항(a) 및 3항(a) 각 단서의 문언(170면)은 일국의 

EEZ 또는 대륙붕에 대한 주권적 권리나 관할권의 행사를 전제하고 있

다. 우선 제297조 2항(a) 단서는 제246조와 제253조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규제‧허가‧수행․동의권과 정지‧중지요구권의 행사에 대한 강제절차의 

적용 배제를 규정한다. 여기서 위 규정들은 이러한 권리들이 “자국의 

EEZ와 대륙붕에서”454)의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자국

의”(their, its)라는 표현에 연안국이 “주장하는”(claiming) 또는 “잠재적

인”(potential)의 의미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협약이 

명시적으로 경계미획정 상황에 적용되는 규범으로 상정한 것은 제74조 

3항과 제83조 3항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297조 3항(a)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권적 권리 및 행사에 관한 분쟁 역시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을 명시적인 공간적 대상으로 한

다. 물론 위 “자국의”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같은 표현을 국내적인 

입법관할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충족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

러나 이러한 해석에 기초할 경우는 과도한 주장에 기초한 행위마저 위 

제297조 2항(a) 및 3항(a) 각 단서에 의해 강제절차의 적용이 배제된다

는 결론이 된다. 이는 남중국해 사건의 판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454) 제246조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

      1. 연안국은 그 관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 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에서의(in their exclusive economic zone and on their continental shelf) 해

양과학조사를 규제, 허가 및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2.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는 연안국의 동의를 얻어 수행한다. […]

     제253조 (해양과학조사의 정지나 중지)

      1. 연안국은 다음의 경우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에서(within its exclusive 

economic zone or on its continental shelf) 수행되고 있는 해양과학조사활동의 정지를 요

구할 권리를 가진다. […]

      3. 연안국은 또한 제1항에 해당하는 상황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

양과학조사활동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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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7조 2항(a) 및 3항(a) 각 단서의 내용과 취지도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한다. 제297조 2항(a) 단서는 일국에 속하는 EEZ나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 여타 외국의 조사에 대한 동의권 행사 등을 협약상 강제절

차의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297조 3항(a) 단서를 통

해 강제절차의 적용이 배제되는 분쟁도 연안국의 배타적 어업권을 토대

로 타국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결정에 관한 것을 예정한다. “허

용어획량, 자국의 어획능력, 다른 국가에 대한 잉여량 할당 및 자국의 

보존관리법에서 정하는 조건을 결정할 재량권”은 관련국과 별도 합의 없

이 권원중첩 상황에서는 일방적으로 관철되기 힘든 성질의 것들이다. 이

렇게 제297조 2항(a) 및 3항(a) 각 단서는 내용상 일국의 EEZ와 대륙

붕에서 연안국의 재량 확보라는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권원중첩

수역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재량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되기 힘들다. 

     2) 권리의 성격

  둘째, 근본적으로 권원중첩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행사의 토대가 되는 

“권리”가 제297조 2항(a) 및 3항(a) 각 단서에서 말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는가. 경계미획정 수역에서도 연안국은 협약에 따른 해양권원을 보

유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원에 토대하여 연안국이 행사하는 권리는 확정

적 권원에 기초한 주권적 권리와는 거리가 있다. 동 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는 그 자체로 주권적 권리의 핵심 속성인 배타성이 흠결되어 있다.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 등의 제약이 병과된 제한된 권리이기도 하

다. 이처럼 경계미획정 상황에서 연안국이 보유하는 권리의 불완전성은 

앞서 살핀 여타 해양법의 법리에서도 확인된다. 경계획정 이전의 일방적 

행위로 타국의 주권적 권리나 관할권 침해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

니다. 즉 경계미획정 상태의 권리에 대한 침해금지를 직접 법적의무로 

요구할 수 없다. 이처럼 타국에 실체적인 법적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에

도 강제절차 배제의 수인이라는 절차적인 의무부담을 인정하는 것은 규

범체계상으로도 정합적이지 않다. 이러한 불완전한 권리에 대한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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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협약이 강제절차 배제규정을 마련했다고 보기도 힘들다.

     3) 규정 간 체계 정합성

  셋째, 제298조 1항(a)에서 해양경계획정분쟁을 강제절차 적용의 선택

적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경계미획정 상황에서 일방적 행위

에 대해 강제절차의 적용이 당연배제된다고 보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

다. 강제절차의 당연배제는 EEZ와 대륙붕에서 연안국의 재량 확보, 선

택적 배제는 국가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분쟁유형에 대한 추가 예외 마련

을 위한 것이다. 협약에서 경계획정분쟁은 후자에 포함되었다. 즉 제298

조 1항(a)에 따른 선언이 없다면 경계획정분쟁에도 강제절차가 원칙적

으로 적용된다. 하물며 동 수역에서의 개별 행위가 당연배제 대상이라고 

보는 것은 분쟁의 중요성이나 민감도 측면에서 쉽사리 납득하기 힘들다.

  더욱이 제297조 2항(a) 및 3항(a) 각 단서에 따른 강제절차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면 제298조 1항(b)에 따라 그와 관련된 법집행활동으로까

지 예외가 확대될 수 있다.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나 어업과 

관련된 법집행활동은 실제 관련 선박에 대한 승선, 검색 등 물리력의 행

사까지 포함한다. 즉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나 어업을 둘러

싸고 발생 가능한 상황의 상당 부분은 협약상 강제절차의 적용이 자동배

제될 수 있다는 결론이 된다. 정작 경계획정분쟁에 대해서는 선택적 배

제 대상으로 하면서도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개별 행위들의 상당 부분을 

당연배제 대상으로 포섭시키는 것은 체계 정합적인 해석이 아니다.

     4) 재량의 축소 경향과 협약의 실효성 

  넷째, 전반적인 협약 해석에 있어 연안국의 재량과 그에 대한 통제 정

도에 대한 고려도 수반될 필요가 있다. 제297조 1항은 일련의 공해자유

와 관련된 연안국의 권리행사에 관한 분쟁을 강제절차의 원칙적 적용대

상으로 규정한다. 당초 위 규정은 EEZ와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무분별

한 권리행사로부터 잔존하는 공해자유의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

다.455) 해양과학조사와 어업 역시 종래 공해자유에 속하던 대표적인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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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오늘날 강제절차의 적용이 관철되고 있

다. 제297조 2항(a) 및 3항(a) 각 단서에 따라 강제절차의 적용이 제한

된 일부 사항도 경우에 따라 강제조정에 회부될 수 있다. 즉 준사법적 

통제의 틀까지 보충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제3차 해양법회의에서 

동 규정의 규율방향 역시 회기를 거듭하면서 연안국에 부여된 재량을 축

소하고 통제의 공백을 채우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178, 180면). 제

297조의 적용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상존하나 남방참다랑어 사건(2000)

이후 비교적 최근 판례에서 제297조의 적용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는 

경향성 역시 이와 일맥상통한다. 경계미획정 수역에 대한 강제절차의 적

용 배제를 인정할 경우 연안국에 전례 없이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게 

된다. 경계미획정 상황에서 개별 행위들에 대해 강제절차의 적용이 자동

배제되고 추가로 당사국 간 관계에서 제298조 1항(a)에 따른 배제선언

까지 존재한다면 협약상 강제절차는 경계미획정 상황으로 인한 분쟁들에 

사실상 무력하게 된다.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연안국의 재량 보호의 필

요성이 일국에 최종 귀속된 수역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에

서 이러한 결론은 타당하지 않다.

  유사한 맥락에서 협약의 안정적 운영과 실효성 확보 측면도 고려되어

야 한다.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권원주장에 기초한 해양과학조사

나 어업에 관한 행위들에 일괄적인 면제가 부여된다면 국가들은 협약 등 

국제법을 토대로 신의성실하게 권원주장을 펼치거나 진정성 있게 경계획

정협상에 임할 유인이 없다. 개별 국가의 주장에 따라 강제절차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면 터무니없는 권원주장을 내세우는 국가들만 반사이익

을 보는 구도가 형성될 여지도 있다. 예컨대 EEZ와 대륙붕 권원을 보유

할 수 없는 도서 인근 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일방적 권리행사

에 대해서도 제297조 2항(a) 단서의 적용을 긍정한다면 이는 연안국의 

455) Bolye 교수는 항해와 환경보호 문제를 강제절차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EEZ 내에서 해

상운송에 대한 연안국의 점진적 관할권 확대 경향(creeping jurisdiction)을 제한하고 항해의 

자유 측면에서 EEZ에 관한 협약 제5부와 공해에 관한 협약 제12부에 의해 확립된 균형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Alan E. Bolye, supra note 387,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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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권원주장을 방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연안국의 해양과학조사 

및 어업에 대한 권리행사에 관한 분쟁은 제297조 2항(a) 및 3항(a) 각 

단서에 의해 강제절차의 적용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본

질적으로 위 문제는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의 내재적 한계, 

즉 배타성의 결여가 협약상 강제절차 적용에 있어 규범적으로 발현되는 

일단면이라 할 수 있다.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권리의 실체적 한계가 강

제절차의 적용배제 문제에 있어서도 한계로 작용하는 것이다. 

3. 해양경계획정분쟁에 대한 선택적 배제선언의 효과

  가. 강제절차의 선택적 예외

  제298조는 1974년 초안의 세 번째 안(Alternative C.1 및 C.2)을 모태로 

한다. 위 규정은 국가들이 민감하게 여길만한 일정한 분쟁을 그 선택에 

따라 강제절차에 회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456) 협약

은 일관되고 통일된 강제분쟁해결절차를 채택하면서도 국가들로 하여금 

일종의 안전장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범주에 포함되는 분

쟁 유형의 항목 또한 회기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수정되었다. 그러나 최

종 채택된 제298조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분쟁을 유형화했다.

  제298조 제2절 적용의 선택적 예외 

   1. 국가는 제1절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침이 없이 이 협약 서명, 비준, 

가입시 또는 그 이후 어느 때라도 다음 분쟁의 범주 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

에 관하여 제2절에 규정된 절차 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수락하지 아니한다

는 것을 서면선언할 수 있다.

      (a) (i)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제15조, 제74조 및 제83조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

한 분쟁 또는 역사적 만 및 권원과 관련된 분쟁. 다만, […], 어느 한 당

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이러한 선언을 행한 국가는 그 사건을 제5부속서 

2절에 따른 조정에 회부할 것을 수락하여야 하나, 육지영토 또는 도서영

토에 대한 주권이나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미해결의 분쟁이 반드시 함께 

456) Alexander Proelss (ed.), supra note 14, p.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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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되어야 하는 분쟁은 이러한 회부로부터 제외된다.

      (b)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 및 주권적 권리나 관할권의 행사와 관련된 법집

행활동에 관한 분쟁으로서 제297조 2항 또는 3항에 따라 재판소의 관할권으

로부터 제외된 분쟁 

      (c)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수행하고 

있는 분쟁. […]

  여기서 제298조 1항(a)의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제15조, 제74조 및 

제83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 규정은 당사국들의 경계획정문제에 대

한 제15부 회부 의무와 관련을 맺는다. 협약은 상당한 기간 내 경계획정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위 문제를 제15부의 절차에 회부하도록 규정

한다(제74조 2항‧제83조 2항). 그러나 동 분쟁이 해양관할권의 범위를 가르

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제298조 1항(a)는 당사국의 선택에 따

라 강제절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물론 이 경

우도 동 규정 단서에 따라 강제조정에 회부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457)

  나. 배제선언의 효과

   (1) 의 의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일방적 행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데 있어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규범은 협약 제74조 3항 및 제83조 3항의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이다. 문제된 행위가 동 의무 위반임을 주

장할 경우 해당 분쟁은 “제74조 3항․제83조 3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

쟁”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제298조 1항(a)에 따른 배제선언이 있을 경우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제15조, 제74조 및 제83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457) 제298조 1항(a)에 따른 강제절차의 배제선언은 일부 해안에 대해서 또는 경계획정이나 역사

적 만 관련 분쟁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Myron H. Nordquist (eds.), supra
note 388, pp. 115, 133. 한편 동 배제선언에 따라 영토문제가 결부된 경계획정분쟁은 강

제절차는 물론 강제조정에도 회부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제3차 해양법회의 당시 분쟁해

결제도의 산파 역할을 했던 Louis B. Sohn 교수는 배제선언에 의해 “육지영토 또는 도서영

토에 대한 주권이나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미해결분쟁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혼합 분쟁”은 

협약의 분쟁해결절차로부터 완전히 배제(totally excluded) 된다고 언급했다. Louis B. 

Sohn,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in Ocean Conflicts: Does UNCLOS Ⅲ Point 

the Way?”,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Vol. 46, No. 2 (1983), p.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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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은 협약상 강제절차의 적용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위 “해양경계획

정과 관련된 제15조, 제74조 및 제83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에 “제

74조 3항․제83조 3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이 포함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도 위 문제는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그

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견 다수설적 해석에 

대한 반대견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위 문제

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살펴보고 나름의 해석론을 제시해 본다.

   (2) 기존 논의

    (가) 가능한 해석론

  “제74조 및 제83조”에 “제74조 3항 및 제83조 3항”이 포함된다는 것

은 의문이 없다. 그럼에도 제298조 1항(a)의 적용범위에 대하여는 논란

이 있다. 이는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제15조, 제74조 및 제83조의 해

석‧적용에 관한 분쟁”(dispu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article 15, 74 and 83 relating to sea boundary delimitations)의 문언 중 “관련

된”(relating to)과 “관한”(concerning) 표현의 불명확성 때문이다.  

  우선 위 “관련된”(relating to)의 의미를 좁게 파악하여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이라는 문구를 “제15조, 제74조 및 제83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의 범위를 특정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제

298조 1항(a)에 기술된 분쟁은 제74조 3항 및 제83조 3항이 적용되는 

분쟁이 아닌 단순한 해양경계획정분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

의 근거로는 협약이 원칙적으로 강제분쟁해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그 예외는 가급적 좁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이 제시된다.458) 반

면 “관련된”의 의미를 넓게 파악하여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이라는 문

구를 “제15조, 제74조 및 제83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을 단순히 설

458) 中谷和弘, “境界未画定海域における一方的資源開發と武力による威脅: ガイアナ‧スリナム仲裁

判決として”、柳井後二‧村瀬信也(編), 国際法の実践 - 小松一郞大使追悼 (新山社, 2015年), 

534ページ (西本健太郞, 前揭註 257, 21ページ에서 재인용). 西本健太郞 교수 역시 협의설

에 입각한 주장도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 역시 선택지로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평한다. 西本健太郞, 前揭註 257, 22ペー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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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거나 분쟁 유형을 예시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

면 제298조 1항(a)에 기술된 분쟁은 곧 “제15조, 제74조 및 제83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과 동일한 의미로 된다.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는 

논자들은 그 근거로 협약의 초안자들이 해양경계획정분쟁만을 제298조 

1항(a)에 포함시킬 의도였다면 “제74조 및 제83조”라는 규정을 굳이 적

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459)

  “관한”(concerning)의 문구가 포괄하는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다. “관한”의 의미를 넓게 해석할 경우 제15조, 제74조 및 제

83조가 실제 적용되는 분쟁뿐만 아니라 그 적용 “여부”에 관한 분쟁, 즉 

실제 위 규정들의 적용 여부가 다투어지는 분쟁도 포함된다. 반면 위 

“관한”의 의미를 좁게 보면 제15조, 제74조 및 제83조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분쟁은 제298조 1항(a)에 기술된 분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

으로 볼 수도 있다. Chris Whomersley는 해양권원의 존재에 관한 분쟁

과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분쟁을 구분함으로써 제298조 1항(a)에 따른 

배제선언을 우회한 남중국해 사건의 관할권 판정(2015)460)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의 비판의 주된 근거는 위 “관한”의 의미에 관한 전자의 해

459) Rainer Lagoni 교수는 1984년 논문에서 당사국들이 제298조 1항(a)에 따른 배제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계획정 이전의 잠정조치에 대한 분쟁 회부의 전망은 어둡다고 평가했

다. Rainer Lagoni, supra note 12, p. 368. Lagoni 교수가 제298조 1항(a)에 따른 배제선

언에 따라 제74조 3항 및 제83조 3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의 강제절차 회부가 차단되

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대체로 이러한 견해들은 제298조 1항(a)상의 

제74조와 제83조의 규정 자체에 따른 당연한 귀결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 외 Youri 

van Logchem (2013), supra note 12, p. 195. 위 견해는 남중국해 사건의 관할권 판정이 

나오기 전인 2013년에 발표된 논문에 제시된 것으로 Van Logchem 교수는 중국의 배제선

언으로 인해 남중국해 사건에서 중국의 일방적 행위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부인됨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동 교수는 위 글에서 제74조 3항 및 제83

조 3항에 규정된 의무들이 해양경계획정문제와 분리될 수 있다면 재판소가 위 규정상에 기

초해 판결할 여지도 있다고 언급하여 좁은 해석의 여지도 배제하지는 않았다. 한편 BIICL 
Report 연구에 참여했던 Naomi Burke 박사도 제74조 3항 및 제83조 3항 위반 주장만으로

는 제298조 1항(a)에 따라 배제선언을 한 국가에 대한 강제절차 회부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

였다. Burke 박사는 위 배제선언의 적용을 고려하여 필리핀이 남중국해 사건에서 제74조 3

항 및 제83조 3항 위반을 주장하지 않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이해했다.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Obligations of States in Undelimited Maritime 
Areas: Report of Conference held on 22 July 2016 (BIICL, 2016), p. 27.

460) Supra note 445, paras. 15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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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 기초하고 있다.461) 또한 그는 당초 1974년 초안에서는 “해양경계

획정”(sea boundary delimitation)만이 언급되었으나 이후 1979년 NG 7 의장

안(NG7/45)에서 현재와 같이 “제15조, 제74조 및 제83조”의 적시가 추가

된 점을 강조했다. 즉 위 문구의 추가로 순수한 경계획정분쟁뿐만 아니

라 위 규정들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분쟁들까지 광범위하게 제298조 

1항(a)에 포함되었다는 취지이다.462) 이러한 시각에 입각하면 권원중첩

수역에서의 분쟁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사건과 같이 권원중첩 여부에 다

툼이 있는 수역에서의 분쟁도 모두 제298조 1항(a)에 포섭될 수 있다.

  이처럼 제298조 1항(a)의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위 “관련된”(relating to)

과 “관한”(concerning)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들이 펼쳐질 수 

있다. 가장 좁게는 권원중첩수역에서의 순수한 경계획정분쟁에서부터 가

장 넓게는 권원중첩 여부에 다툼이 있는 수역에서의 여타 분쟁(예컨대 제

74조 3항 및 제83조 3항의 “적용 여부”에 관한 분쟁)까지 아우를 수도 있다.

461) 그는 남중국해 사건 판정을 두고 현상이라는 마차가 주권이라는 말을 끄는 격이라 비판하기

도 했다. 특히 ITLOS의 M/V Louisa 호 사건에서의 제소국인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의 재

판소 선택 선언에 등장한 선박의 체포와 억류에 “관한”(concerning) 문구에 대한 ITLOS의 

해석을 원용하면서(M/V “Louisa”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v. Kingdom of 
Spain), Judgment, ITLOS Reports 2013, paras. 75, 83), “관한”(concerning)이란 넓은 

의미에서 “영향을 미치는”(having a bearing)의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Chris 

Whomersley, “The South China Sea: The Award of the Tribunal in the Case Brought 

by Philippines against China - A Critiqu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5, No. 2 (Jun., 2016), p. 255. 같은 저자의 다른 글로는 Chris Whomersley, “What is 

a Maritime Delimitation?”, Public International Law Colloquium on Maritime Disputes 
Settlement: Proceedings (Co-Organisers: Chinese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2016), pp. 305-306; 다른 연구자의 유사한 주장

으로는 Keyuan Zou & Qiang Y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298 of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in Recent Annex VII Arbitrations: An Appraisal”,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48, Nos. 3-4 (Oct., 2017), pp. 335-336. 위 

“관한”의 해석에 관한 Whomersley의 해석을 소개하고 있는 국내문헌으로는 이기범, “유엔

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의 관할권 문제에 관한 소고: 필리핀과 중국 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중재결정을 중심으로”,『영토해양연구』, Vol. 13 (2017. 6), 162쪽.

462) Chris Whomersley, “The South China Sea: The Award of the Tribunal in the Case 

Brought by Philippines against China - A Critiqu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5, No. 2 (Jun., 2016),  p. 249. 양희철 박사 역시 2017년 논문에서 제298조 

1항(a)에는 사실상 모든 형식과 유형의 해양경계획정 분쟁이 포함된다고 기술하면서 그 근

거로 1980년 ICNT 제2수정안 전단계까지의 분쟁해결에 관한 조문은 모두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분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 양희철, 전게논문(각주 410), 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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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동티모르-호주 사건의 조정권한 판단 (2016)

  “제74조 3항․제83조 3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이 제298조 1항(a)

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례는 없다. 다만 동티모르-호주 

간 해양경계획정 조정사건에서 관련 논의가 간략히 다루어진 바 있다. 

  호주는 2002년 3월 제298조 1항(a)에 따른 배제선언을 했다.463) 이

로 인해 양국 간 해양경계획정문제에 대해서는 제15부 2절의 강제절차 

회부가 불가능했다. 이에 동티모르는 양국 간 해양경계획정문제를 제

298조 1항(a)(i) 단서에 따라 강제조정에 회부했다. 강제조정 절차에서 

호주는 조정위원회의 권한(competence) 문제를 다투었다. 당시 호주는 양

국 간 해양경계획정문제가 제298조 1항(a)(i) 단서상 강제조정의 요건

(“이러한 분쟁이 이 협약 발효 후 발생하고, 합리적 기간 내 당사자 간 교섭에 의해 합

의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주력했다.464)

  한편 동티모르는 구두변론 과정에서 조정위원회에서 내려질 최종해양

경계선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양국 간 “과도적인 약정”의 합의에 조력해 

줄 것을 조정위원회에 추가로 요청했다.465) 호주는 이러한 추가 요청이 

제298조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항변했다.466) 그러나 조정위원회는 

제74조와 제83조가 해양경계획정뿐만 아니라 잠정약정의 문제도 포함하

고 있다고 하면서 위 추가 요청은 제74조와 제83조의 범위 내에 있으며 

제298조 1항(a)의 범위 내에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467)

463) 호주는 2002년 3월 22일 제287조 1항에 따른 재판소로 ITLOS와 ICJ를 선택하면서 제298

조 1항(a)에 따른 배제선언을 했다. DOALOS 홈페이지(http://www.un.org/Depts/los/settle 

ment_of_disputes/choice_procedure.htm) 참조(2019. 7. 14. 최종확인).

464) In the Matter of a Conciliation betwee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imor-Leste and 
the Commonwealth Australia, Decision on Australia's Objection to Competence (19 
September 2016), para. 68.

465) Ibid., para. 93. 그 외 기존 잠정약정(2006 Treaty on Certain Maritime Arrangements in 

the Timor Sea, CMATS)의 종료 후 새로운 협정으로 이행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데 조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ibid.

466) Ibid., para. 94.

467) Ibid., para.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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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티모르의 새로운 요청은 잠정약정의 체결에 관한 것으로 제74조 3

항 및 제83조 3항의 규율대상에 포섭된다. 조정위원회는 위 요청사항이 

곧 제74조 및 제83조의 범주 내에 포함되므로 제298조 1항(a)(i) 단서

에 따른 강제조정의 대상에도 포함된다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조

정위원회가 제298조 1항(a)의 배제선언을 통해 잠정약정에 관한 분쟁이 

강제절차에서 배제되는지 여부 그 자체를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었다.

   (3) 검 토

  위 동티모르-호주 사건을 근거로 제298조 1항(a)의 배제선언이 있는 

경우 “제74조 3항․제83조 3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의 협약상 강제

절차 회부가 차단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위 사건은 조정위원회

의 권한 판단 과정에서 일부 방론으로 위 쟁점과 관련된 논의가 언급된 

정도로 이해된다.468) 원론적으로 이 문제는 조약해석의 문제로 귀착된

다. 비엔나협약 제31조에 따라 문언과 전체 문맥, 대상과 목적. 신의칙, 

추후 합의와 관행의 측면을 두루 살펴야 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기존 

논자들의 해석론 중 몇 가지 문제점들을 우선 지적할 필요가 있다.

    (가) 기존 해석론에 대한 평가 

     1) “제74조 및 제83조” 추가의 의미

  논자들은 협약의 성안과정에서 제298조 1항(a)에 “제74조 및 제83조”

라는 규정에 대한 적시 문구가 추가된 점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다. 위 

문언의 추가는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분쟁을 제298조 1항

(a)에 포함시키는 핵심 근거로 원용된다(194면 및 전게주 462). 제74조 3

항·제83조 3항에 관한 선구적 저작인 Lagoni 교수의 1984년 논문도 동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이 제298조 1항(a)의 관문을 통과할 가능

성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전게주 459). 이러한 평가 역시 위 규정의 적시

에 따른 것임은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이처럼 위 “제74조 및 제

468) 西本健太郞 교수도 위 조정결정이 상세한 이유를 제시했던 것은 아니므로 추가적인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한다. 西本健太郞, 前揭註 257, 22ペー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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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조”의 문언은 “제74조 3항․제83조 3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이 제

298조 1항(a)에 기술된 분쟁에 포함된다는 인식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지적 내지 인식은 타당한가. 

  당초 1974년 초안부터 “제15조, 제74조 및 제83조의 해석․적용”의 문

구가 처음 등장한 NG 7 의장안(NG7/45)에 이르기까지 현행 제298조 1

항(a)의 성안과정에서 제시된 주요 안들은 다음과 같다.

  1974년 초안 (A/CONF.62/L.7, 27 August 1974)469)

  [Alternative B.2] 

   (b) Disputes concerning sea boundary delimitations between adjacent and 

opposite States, including those involving historic bays and the delimitation 

of the adjacent territorial sea.  

  1975년 ISNT (A/CONF.62/WP.9, 21 July 1975)470)

  [Article 18]  

   2. (b) Disputes concerning sea boundary delimitations between adjacent States, 

or those involving historic bays or titles, […]

  1976년 ISNT 제1수정안 (A/CONF.62/WP.9/Rev.1, 6 May 1976)471)

  [Article 18]  

   2. (a) disputes concerning sea boundary delimitations between adjacent or 

opposite States, or those involving historic bays or titles, […]

  NG7/45 의장안 (NG7/45, 22 August 1979)472)  

  [Article 298]  

   1. (a) Dispu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articles 15, 74 and 

83 relating to sea boundary delimitation, or those involving historic bays 

469) Supra note 411, p. 92. 

470) Supra note 412, p. 115.

471) A/CONF.62/WP.9/Rev.1, Informal single negotiating text (part IV) (6 May 1976), 

Official Records of 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Vol. V, p. 191.

472) NG7/45, Report of the Chairman of negotiating group 7 (22 August 1979), in 

A/CONF.62/91, Reports to the plenary Conference (19 September 1979), Official Records 

of 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Vol. XII, p.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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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titles, […] 

  1975년 ISNT 제18조 2항(b)는 1974년 초안의 Alternative B.2의 형

식을 따른 것이었다. 이듬해 1976년 ISNT 제1수정안에서 확립된 “인접

국‧대향국 간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분쟁”이라는 표현은 1976년 RSN

T,473) 1977년 ICNT,474) 1979년 ICNT 제1수정안475)까지 변경 없이 유

지되었다. 이후 NG 7 의장안에서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제15조, 제74

조 및 제83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으로 변경되었다. 위 문구는 

1980년 ICNT 제2수정안,476) ICNT 제3수정안477)을 거쳐 현행 협약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러나 제74조․제83조와 관련된 여하한 분쟁들을 모

두 제298조 1항(a)에 포함시킬 의도 하에 “제15조, 제74조 및 제83조의 

해석․적용”이라는 문안을 추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첫째, NG 7 의장의 보고(NG7/45)에는 위 문안이 추가된 이유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다. 위 의장보고서(NG7/45)와 Virginia Commentary를 

통해 제8회기(속개) 당시 논의 상황을 추적․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NG 7에서는 직전 회기 후반부에 제출된 의장의 1979년 4월 20일자 보

고서의 안(註: 1979년 ICNT 제1수정안과 동일)을 토대로 추가 논의를 했으나 

극심한 의견대립 속에 난항을 겪었다. 당시 미국 대표단이 수정안

(NG7/40)을 제출했고 추가 논의를 거쳐 의장이 다시 수정안(NG7/41)을 제

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제8회기(속개) 말미에 의장

이 제출한 당시까지의 최종수정안이 바로 위 의장보고서(NG7/45)에 포함

된 안이었다.478) 이에 미루어 보건대 미국 대표단의 수정안(NG7/40)에서

부터 위 의장보고서(NG7/45)가 도출되는 과정에서 “제15조, 제74조 및 

473) Supra note 427, p. 148.

474) Supra note 183, p. 48.

475) Supra note 184, p. 137.

476) Supra note 185, p. 141.

477) Supra note 435, p. 117.

478) Myron H. Nordquist (eds.), supra note 388, pp. 127-128.



- 199 -

제83조의 해석․적용”이라는 문안으로의 변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입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 문구의 변경이 있었던 회의 당시 여타 

관련 기록들에서도 그 의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다.479) 오히려 

Adede는 다소 다른 설명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위와 같은 “제15조, 

제74조 및 제83조”의 규정 적시에 따라 제298조 1항(a)에서 “인접국‧대

향국 간” 해양경계획정분쟁이란 점을 추가로 적시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고 설명한다.480) 위 NG 7 의장안(NG7/45) 직전의 1979년 ICNT 제1수

정안까지는 “제15조, 제74조 및 제83조”의 적시 없이 “인접국․대향국 간

(between adjacent or opposite States)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분쟁”으로 표현하

고 있었다(1976년 ISNT 제1수정안과 동일, 197면). 그러나 NG 7 의장안부터

는 “제15조, 제74조 및 제83조의 해석․적용”이라는 표현이 도입되면서 

위 “인접국‧대향국 간”이라는 문구는 자취를 감추었다. 이러한 변화가 

Adede의 설명처럼 “인접국․대향국 간”이라는 표현을 대체하는 의미 밖에 

없다면 현재의 표현도 의미적으로는 “인접국․대향국 간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분쟁”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된다. 

  둘째, “제15조, 제74조 및 제83조의 해석․적용”이라는 문안이 등장한 

제8회기(속개) 당시까지 제298조 1항(a)를 둘러싼 NG 7의 주관심사는 

강제절차 적용이 배제되는 해양경계획정분쟁에 대한 추가적인 절차 구성

에 있었다.481) NG 7에서 분쟁해결절차의 구성 초안자로 활동했던 미국

479) 위 성안과정상 논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서는 당시 미국 대표단의 수정안

(NG7/40)부터 의장안(NG7/45)의 도출 과정에 제시된 각종 안들의 내용과 이에 대한 NG 7 

내에서의 논의가 추가로 확인되어야 한다. Virginia Commentary에 따르면 위 미국의 수정

안(NG7/40)과 의장의 중간수정안(NG7/41)은 R. Platződer (ed),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Documents, Vol. IX (Oceana Publications, 1986), 

pp. 464, 465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Myron H. Nordquist (eds.), supra note 

388, p. 128, footnotes 29, 30. 다만 국내 주요도서관 중 위 책자가 비치된 곳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위 책자는 현재 절판되어 구매가 불가능하다. 위 문서들이 수록·소개된 여타 책자

도 확인할 수 없었다. NG 7에서의 내부 논의 역시 공식적인 확인은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480) A. O. Adede, supra note 397, p. 180.

481) Myron H. Nordquist (eds.), supra note 388, pp. 126-128; A. O. Adede, supra note 

397, pp. 175-180; Myron H. Nordquist & Choon-ho Park (eds.), supra note 397, pp. 

285-286,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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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Louis B. Sohn 교수는 당시 위 문제에 대한 국가들 간 의견 대립 속

에 그 타협점을 찾기 위해 다양한 안을 제시했다.482) (ⅰ) 당시 강제절

차의 배제 대상이 되는 분쟁은 크게 협약 발효 전후, 영토문제의 혼재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되었다. 실제 경계획정분쟁은 강제절차의 적용을 

배제하더라도 경계획정의 원칙과 방법론 설정 문제에 국한해서는 강제절

차 회부를 긍정하는 안도 있었다. (ⅱ) 이러한 개별 조합들에 대한 절차 

구성안으로는 분쟁해결절차의 완전 배제, 강제조정, 제3의 기구를 통한 

해결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결과적으로 최종 확정된 현행 규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의 관심사는 협약 발효 전 분쟁의 처리 문제를 비롯한 경계획

정분쟁에 대한 강제조정 회부 요건 구성, 영토문제가 혼재된 경계획정분

쟁의 처리에 있었다고 보인다. 오늘날 제298조 1항(a)의 포함 여부가 

논란이 되는 권원중첩 여부에 관한 분쟁, 일방적 행위로 인한 분쟁 등 

경계획정과 관련된 유사 분쟁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제298조 

1항(a)에 포함될 수 있는 분쟁 유형에 대한 논의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예컨대 제74조 2항‧제83조 2항, 제74조 4항‧제83조 4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도 가능할 수 있으나 이러한 논의도 찾아볼 수 없다.483)

  셋째, 현재 문안을 토대로도 다른 해석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예컨대 

기존 표현과의 의미 변경 없이 단지 EEZ와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한 

규정을 특정하기 위해 “제74조 및 제83조”라는 문구를 추가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제74조, 제83조와 나란히 규정된 제15조는 별도 세부 항 

없이 영해경계획정에 관한 규정 하나만을 두고 있다.484) 따라서 제15조, 

482) 이러한 안들은 수차례 변경을 거듭했다. 대표적인 안으로는 Informal Working Paper by 

Prof. Louis B. Sohn, Informal Conference Doc. NG7/27 (27 March 1979), in Louis B. 

Sohn & John E. Noyes, Cases and Materials on the Law of the Sea (Transnational 

Publishers, 2004), p. 819 수록 45개 조합표 참조. 

483) Louis B. Sohn 교수의 제298조 1항(a)에 대한 설명에서도 위 규정을 “해양경계획정분쟁”의 

강제절차 배제를 위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 이에 포함될 수 있는 여하한 분쟁의 구체적 

형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Louis B. Sohn & Kristen Gustafson, The Law of the Sea 
in a nutshell (West Publishing Company, 1984), p. 244.

484) 제15조 (대향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영해의 경계획정) 

       두 국가의 해안이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경우, 양국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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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제83조를 통일적으로 관통하는 교집합에 해당하는 분쟁은 그것

이 영해에 관한 것이든 EEZ·대륙붕에 관한 것이든 “해양경계획정분쟁”

만이 해당된다. 이를 강조․특정하기 위해 현행과 같이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제

15조, […]의 해석․적용”이라는 표현을 통해 영해경계획정에 관한 내용이 

제298조 1항(a)에 명확히 현출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1974년 초안

(Alternative B.2)에 규정되어 있던 “인접 영해의 경계획정”(the delimitation 

of the adjacent territorial sea) 항목은 이듬해 1975년 ISNT 제18조 2항(b)

에서 자취를 감추었다(197면의 각 세부안 참조). 이처럼 영해경계획정의 항

목은 ISNT 이래 그 명시적 표현이 사라졌으나 실질적인 의미는 “해양경

계획정”(sea boundary delimitations)의 표현에 흡수되어 이어졌던 것으로 이

해된다. 이렇게 “해양경계획정”이라는 표현 속에 묻혀있던 영해경계획정

의 의미가 NG 7 의장안에서 “제15조”라는 문구의 추가로 다시 드러났

다. 그렇다면 “제15조, 제74조 및 제83조의 해석․적용”이라는 표현의 추

가는 위 영해경계획정의 의미도 제298조 1항(a)에 포함된다는 점을 보

다 명확히 명시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넷째, “관한”(concerning)의 의미를 광의로 파악한다면 굳이 “제15조, 제

74조 및 제83조의 해석․적용”이라는 문언의 추가도 불필요하다. 위 “관

한”의 해석에 따라 1974년 초안에서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분쟁”이라는 

표현이 포괄하는 범위는 상당한 확장이 가능하다. 순수한 해양경계획정

분쟁, 권원 존부에 관한 분쟁, 경계미획정으로 인한 일방적 행위의 적법 

여부에 관한 분쟁,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법집행활동이나 무력사용에 관

한 분쟁들도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상의 점들을 종합할 때 “제15조, 제74조 및 제83조의 해석‧적용”이

라는 문구의 추가가 시사하는 바는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Adede의 지적이나 영해경계획정에 관한 제15조의 추가 등 좁은 해석을 

한 양국의 각각의 영해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

결한 중간선 밖으로 영해를 확장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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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해 줄 수 있는 논거들도 제시가 가능하다. 결국 위 문구의 추가가 

초안자들의 의사를 단언하는 절대적인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보인다.

     2) 초안자들의 의사 확인의 한계

  오늘날 제298조 1항(a)의 해석․적용에 있어 협약 초안자들의 의사 확

인이 갖는 한계는 다음의 점에 의해서도 뒷받침될 수 있다. 무엇보다 당

시 1974년 초안에 최초 설정된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분쟁”의 범주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형태로 확립되어 있었는지부터 불분명하다. 새로운 

해양법질서에 따른 제도를 직접 운용해 보지 못한 상황에서 해양경계획

정과 관련된 분쟁의 범주를 완벽하게 세분화하여 논의․인식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EEZ와 대륙붕 제도에 따라 해양경계획정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분명했을 것이다. 그러나 권원 존

부에 관한 분쟁, 일방적 행위로 인한 분쟁과 같은 유사 분쟁 유형에 대

한 인식이 얼마나 확립되어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제74조 3항 및 제83조 3항의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의 위반 문제가 처음으로 현실화된 사건은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이었다.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일방적 행위의 적법 여부 판단에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현실화된 것도 위 사건이 계기였다. 

위 규정의 내용은 상당 부분 기존 국제법원칙에 토대를 둔 것이었지만 

규정 그 자체는 협약 채택을 즈음한 당시 출현하는 관습법으로 간주되었

다(91면). 위 사건 이전까지 동 규정상 의무 위반의 판단기준이나 구체적

인 해석론이 국제판례를 통해 제시된 상황도 아니었다. 현실적으로 중첩

수역에서 많은 갈등이 촉발됨에도 협약 채택 후 20년이 더 지나서야 위 

규정의 적용 문제가 실제 사건화된 것은 동 규정의 존재와 그 활용 가능

성에 대한 국가들의 인식 미약과도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유사하

게 해양경계획정분쟁과 권원 존부에 관한 분쟁의 구분이 첨예한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것도 비교적 최근의 남중국해 사건(2016)에서였다. 

  오늘날의 시각에서 순수한 해양경계획정분쟁과 여타의 유사 분쟁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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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선명하게 구분이 가능하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규범이 존재하고 

그 적용이 문제된 선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지지 

않은 미래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야 했던 협약의 초안자들에게도 오

늘날과 마찬가지의 인식을 기대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결국 오늘날의 분

쟁 유형에 대한 세밀하고 정치한 구분법을 토대로 협약 성안자들의 의도

를 재단하는 것은 다분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일괄타결 원칙에 따라 체결된 협약 체제가 갖는 규정의 모호성과 해석

상 한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협약은 일괄타결 방식을 관철

시킨 것으로 많은 칭송을 받아 왔지만 이는 완전무결한 체제라 할 수 없

다. 물론 협약을 채택한 국가들 사이에 어떠한 형태의 해양경계획정분쟁

을 강제절차 적용의 예외로 하기로 한 합의는 분명 있었다. 그것이 바로 

제298조 1항(a)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관점에서 위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포괄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합의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순수한 해양경계획정분쟁과 유사 분쟁들 간

의 구분에 대한 인식 미약이 일차적인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 나아가 

설령 그러한 구분이 일정 부분 가능했다 하더라도 동 규정의 성안과정과 

관련 논의들을 볼 때 순수경계획정분쟁과 유사 분쟁 간의 구분이나 위 

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는 달리 논의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합의 여부가 불분명한 영역에 대해서는 열린 해석이 불가피하다. 

규정의 성안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974년 초안 이래 줄곧 

유지되어 온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분쟁”을 강제절차의 적용에서 배제하

고자 했고 그 최소한은 권원중첩수역의 경계획정분쟁 정도가 될 것이다. 

즉 오늘날 해석상 논란이 있는 나머지 영역은 불분명한 상태에 놓여있다

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해석상 논란은 해양법 질서의 주체들인 

국가들과 국제재판소의 해석실행에 달려 있는 것이다. 

    (나) 해석론의 제시

     1) 일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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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건대 “제15조, 제74조 및 제83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이라도 

“해양경계획정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298조 1항(a)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과 

“제15조, 제74조 및 제83조의 해석·적용”의 문구 중 어느 하나를 무의미

하게 만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위 규정의 적용범위를 순수한 

해양경계획정분쟁에 한정하거나 “제15조, 제74조 및 제83조의 해석·적용

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하여 이해하는 것은 모두 문제가 있다. 위 “해양

경계획정과 관련된”의 문구는 “제15조, 제74조 및 제83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의 범주를 제한하는 추가 요건 정도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해석에는 강제절차 배제의 제도적 취지와 협약의 대상과 목적

의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제298조는 주권국가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분쟁 유형들을 협약상 강제절차에서 배제될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해

양경계획정분쟁이 대표적이다.485) 그런데 제74조 3항․제83조 3항의 위

반 여부에 대한 다툼은 그 민감성이나 중대성 측면에서 해양경계획정분

쟁에 비할 바가 못 된다. 해양경계획정은 그 자체가 국가의 관할권을 종

국적으로 가르는 사안이다. 그에 반해 일방적 행위의 적법 여부에 대한 

다툼은 일시적인 현상관리와 분쟁수역에서의 잠정적 질서 구축에 그치는 

사안이다. 이 점에서 양자를 동일선 상에 두기는 힘들다. 따라서 위 제

298조 1항(a)의 규정의 해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74조 3항․제83조 3

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이 제298조 1항(a)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제298조의 도입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오히려 협약의 통일적인 적용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분쟁수역 관리를 

위해 일정한 “제74조 3항․제83조 3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은 강제

절차의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도 권리의 배타성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연안국들에게 분쟁수역에서 준수

485) 1974년 초안에서는 이러한 분쟁의 유형으로 집행관할권의 행사, 해양경계획정, 역사적 만과 

영해의 경계, 주권면제를 향유하는 선박․항공기,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을 제시했다. supra 

note 411. 위 사항들은 현행 제297조 및 제298조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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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할 규범과 질서에 대한 인식을 확산․제고시켜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심각한 해양분쟁의 감소와 잠정약정 체제의 수립과 협력 증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이는 협약의 대상과 목적에도 부합한다. 

     2) 해양경계획정과의 관련성

  “해양경계획정과의 관련성”을 “제15조, 제74조 및 제83조의 해석·적용

에 관한 분쟁”의 추가 요건으로 이해할 경우 “해양경계획정과의 관련성”

이 어떠한 경우 인정될 수 있는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질적으로 해양경계획정과 관련이 없는 “제74조 3항․제83조 3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은 존재할 수 없다. 제74조 3항과 제83조 3항의 

적용상황은 경계획정을 요하는 권원중첩수역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러

한 관점에서 “제74조 3항․제83조 3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은 제298

조 1항(a)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하는 논자도 있다. Natalie 

Klein 교수는 “제74조 3항․제83조 3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은 최종

경계획정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기 위해 취해질 조치들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제298조 1항(a)에 포함된다고 설명한다.486) 이러한 설

명은 제74조 3항 및 제83조 3항의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가 본질

적으로 해양경계획정과의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된다. 반

면 Robert Volterra 변호사는 제74조 3항 및 제83조 3항의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가 해양경계획정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통해 제298조 1

항(a)의 허들을 넘을 수 있다고 평가한다.487) 이러한 견해는 실질적으로

는 위 규정상 의무들이 해양경계획정과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다는 점

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의 두 견해는 공통적으로 “해양경계획정과의 관

련성” 요건을 통해 “제74조 3항․제83조 3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의 

486) Natalie Klein, supra note 12, pp. 124-125.

487) Robert Volterra, “The infringement of the obligations of self-restraint and cooperation 

under Articles 74(3) and 83(3), and possible strategies to bring disputes emanating 

from such infringement before relevant courts and tribunals”, (The Rule of Law in the 

Seas of Asia: Navigational Chart for Peace and Stability, 12 February 2015),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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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조 1항(a) 적용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경계획정과의 

관련성” 요건에 대한 시각차로 인해 정작 상반된 결론에 이르고 있다.

  생각건대 경계미획정 상태라는 상황적 배경만으로는 “해양경계획정과

의 관련성” 요건을 무한정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엄밀

하게 법적으로는 최종경계획정 이전에 이루어진 당사국 간 약정이나 각

종 조치들은 최종경계획정과 무관하다. 제74조 3항 및 제83조 3항의 각 

2문(동 규정은 81면 참조)은 잠정약정이 최종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한다는 점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제74조 3항 및 

제83조 3항의 해석·적용 문제는 최종경계획정과는 근본적으로 단절되어 

있다. 더구나 동 규정의 문언상으로도 그 의무 위반 판단에 있어 경계획

정의 기준이나 방법론에 대한 검토를 직접 요구하는 부분은 없다.

  그러나 사실적 측면에서 제74조 3항 및 제83조 3항과 해양경계획정의 

여하한 관련성 또는 영향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특히 “최종합의의 도달 

저해”라는 결과는 관련국이 인식하는 경계선과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수

역의 위치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종합의의 

도달 저해 여부의 판단에 있어 재판소가 경계획정의 기준이나 방법론을 

검토하거나 실제 잠정적인 경계선을 작도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나아가 재판소의 심리과정에서 제시된 경계획정의 기준이나 방법론 등은 

추후 양국 간 경계획정협상이나 여타 분쟁해결과정에 일종의 선례로 작

용할 여지도 있다. 이는 제298조 1항(a)에 따른 배제선언을 한 국가의 

입장에서 자국의 배제선언을 우회하여 사실상 재판소가 경계획정에 영향

을 미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 된다. 재판소가 원용한 기준이나 방법론

이 자국의 입장에 불리한 국가로서는 당연히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재판소가 제74조 3항 및 제83조 3항의 위반 여부 판단

을 위해 경계획정의 기준이나 방법론에 대해 여하한 판단을 해야 한다면 

“해양경계획정과의 관련성” 요건도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제74조 3항 및 제83조 3항의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 위반 

판단에 있어 반드시 경계획정의 기준이나 방법론의 도출이 선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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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것은 아니다. 특히 전형적인 행위의무인 협력의무의 위반 판단은 

실제 경계선의 획선과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현재 자제의무의 

위반 판단의 기준론으로 자리 잡은 “해양환경에 대한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 여부의 판단 역시 경계획정의 기준이나 방법론과는 직접 관련을 

맺지 않는다.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에서는 경계획정 결과 자국에 

귀속된 수역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도 동 의무 위반이 인정되었다. 西村弓 

교수도 관계국의 행동을 규율하는 제74조 3항 및 제83조 3항은 경계획

정의 기준이나 방법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298조 1항(a)에 따른 강

제절차의 배제가 직접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한 바 있다.488)

     3) 위치 요소에 대한 평가

  그럼에도 자제의무 위반 판단에 있어서는 수역의 위치에 대한 평가가 

수반될 수 있다. 상대국의 연안 인근에서 이루어진 행위와 행위국의 연

안 인근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평가가 동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

구나 관련국 간 경계획정에 대한 기준과 방법론이 상이하다면 동일 위치

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도 그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이 점에서 

자제의무 위반 판단에 있어 경계획정의 기준 또는 방법론이 연계될 가능

성은 열려 있다. 西本健太郞 교수도 자제의무의 위반 판단이 경계획정의 

기준과 완전하게 단절될 수 없다는 견해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489)

  만약 자제의무 위반 판단에 있어 위치에 대한 평가가 당사국 간 주장

에 따라 달라진다면 결국 권원이나 경계선 주장을 최대한 크게 하는 국

가에게 유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과도한 주장의 영향을 제거하고 

위치 요소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재판소는 권원이나 경계선 주장의 신의

성실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국의 청

구와 무관하게 자제의무 위반 판단의 전제로 권원이나 경계선 주장의 적

절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면 이는 자칫 청구 이외 사항에 대해 재판

488) 西村弓, 前揭註 226, 41ページ.

489) 西本健太郞,, 前揭註 257, 22ペー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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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재판소는 경계획정의 청

구가 자제의무 위반의 청구와 함께 제기되거나 당사국이 경계획정의 기

준이나 방법론을 자제의무 위반 판단의 선결문제로 삼지 않는 한 권원주

장이나 경계선 주장에 대한 당부 검토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자제의무 위반 판단을 위한 위치 요소의 고려에 있어 권원이나 

경계선 주장의 신의성실 여부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연계되어야 하는 것

은 아니다. 위치 요소에 대한 고려는 기본적으로 권원중첩수역 내에서 

행위가 이루어진 위치에 대한 상대적 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다

만 이 때 재판소가 당사국들의 권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도출할 필요는 

없다. 협약 등 국제법에 따라 당사국에 부여된 권원의 대체적인 범위만 

확인하면 충분하다. 이 과정에서 당사국들의 권원주장을 존중하여 그 주

장의 중첩수역을 권원중첩수역으로 간주하여 판단의 기초로 삼는 것도 

방법이다. 국가들의 권원주장도 대체로는 국제규범에 근거를 두고 펼쳐

지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당사국의 권원주장 역시 실제 객관적인 권

원의 범위와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

론 세세한 권원의 최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안의 기점 문제나 도서

의 법적지위 문제가 다투어질 수도 있다. 만약 당사국이 이러한 쟁점들

도 다투고자 한다면 자제의무 위반의 청구와 함께 별도 청구로 다투면 

된다. 상대국의 기점 설정이나 도서의 법적지위 문제를 포함한 권원주장

의 당부는 제298조 1항(a)에 따른 배제대상이 아니므로 위 규정에 따른 

배제선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없다. 나아가 당사국이 주장하는 별도 

경계선이 있다고 한다면 그 경계선 주장에 대한 당사국의 입장도 고려하

여 위치 요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제의무는 상대국과의 

관계에서 행위의무이므로 동 의무에 대한 부합 여부에는 상대국의 주관

적 인식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상대국이 주장하

는 경계선 외측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의무 위반의 가능성은 상대적으

로 낮게 평가될 것이다. 반면 상대국이 주장하는 경계선 기준 상대국 연

안에 가까운 수역에서의 행위는 의무 위반의 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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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만 이 경우도 경계획정의 기준이나 방법론에 대한 검토를 통해 

경계선 주장의 적절성을 평가할 필요는 없다. 즉 당사국의 경계선 주장 

역시 그대로 존중하여 의무 위반 판단에 고려하면 충분하다.

  근본적으로는 자제의무 위반 판단에 있어 위치 요소가 얼마나 결정적

인 고려요소로 작용할 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오늘날 현실적으로는 등

거리선‧중간선에 토대한 해양이용의 실행이 유력하게 작동할 것으로 예

상된다. 즉 당사국들이 주장하는 경계획정의 기준이나 방법론과 무관하

게 상대국이 인식하는 등거리선‧중간선 기준 상대측 수역에 대해서는 권

리행사를 자제함이 통상적일 것이다. 이는 상호주의의 작용에 따른 당연

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등거리선·중간선에 대한 인식차가 존재

하는 수역이나 상대국이 인식하는 등거리선‧중간선 기준 상대측 수역에

서의 행위 정도 외에는 위치 요소에 대한 고려가 자제의무 위반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해양경계획정과의 관련성” 요건은 추후 제74조 3항 및 제83조 3항의 

의무 위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와 개별 사례별 평가방식의 추이에 따라 

구체화되어야 할 부분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제74조 3항․제83조 3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에 있어 “해양경계획정과의 관련성” 요건이 부인

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협력의무의 경우 실체적인 경계

선의 도출과 무관한 점, 재판소가 청구의 범위를 넘어 자제의무 위반 판

단을 위해 경계획정의 기준이나 방법론을 선결문제로 다루는 것은 타당

하지 않은 점, 경계획정의 기준이나 방법론이 반드시 자제의무 위반 판

단의 선결문제로 되는 것도 아닌 점, 현실적으로도 위치 요소에 대한 고

려가 자제의무 위반 판단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한적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는 충분히 도출 가능한 결론이다.

     4) 권원중첩 여부에 다툼이 있는 수역

  권원중첩 여부에 다툼이 있는 수역에서의 일방적 행위로 인한 분쟁에 

대해서는 제298조 1항(a)이 적용될 수 있는가. 권원중첩 여부에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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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수역에서 이루어진 일방적 행위의 적법 여부에 관한 분쟁은 제74

조 3항 및 제83조 3항의 해석‧적용 “여부”에 관한 분쟁으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Chris Whomersley 식의 “관한”(concerning)에 대한 해석에 

따르면(193-194면) 위 분쟁 또한 “제74조 및 제83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에 포섭되어 제298조 1항(a)가 적용된다. 이 경우 강제절차는 원칙

적으로 배제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관한”에 대한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첫째, 피소국의 입장에서 제소국의 청구취지 구성에 반박하여 다른 규

정의 적용을 주장한다고 하여 해당 분쟁의 성격이 피소국의 주장에 따라 

변동될 수 없다. 제소국이 A 규정 위반으로 청구를 구성한 경우 해당 

사안은 A 규정의 해석‧적용 여부에 관한 분쟁이 된다. 이에 대응하여 피

소국이 동 사안에서 A 규정이 아닌 B 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더라도 

B 규정의 해석‧적용 여부에 관한 분쟁으로 그 성격이 변질될 수는 없다. 

재판소는 제소국의 청구의 당부, 즉 A 규정의 해석‧적용 여부에 대해 판

단하는 것이며 이것은 non ultra petia rules(청구 이외의 사안에 대한 판단 금

지)490)의 기본원칙이다. 만약 피소국이 B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더라도 

그것은 A 규정의 적용의 부인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남중국해 사건

(2016)에서 필리핀은 동 수역에 대해 중국의 권원이 미치지 아니함을 전

제로 주권적 권리 침해(제56조‧제77조 위반)를 주장했다. 이는 제56조와 제

77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이다. 만약 해당 수역에 중국의 권원도 미

친다면 문제된 중국의 행위에 적용될 적당한 규범은 제56조와 제77조가 

아닌 제74조 3항과 제83조 3항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분쟁

의 성격이 제74조 3항과 제83조 3항의 적용 “여부”에 관한 분쟁으로 변

질되는 것이 아니다. 재판소는 제소국의 청구에 맞추어 제56조와 제77

조의 적용 여부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이다.

490) Shabtai Rosenne, The Law and Practice of the International Court 1920-2005, Vol. II, 

4th ed.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6), pp. 576-578; Chittharanjan Amerasinghe, 

Jurisdiction of International Tribunals (Kluwer Law International, 2003), p. 422. 이러

한 원칙은 국내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處分權主義)와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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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만약 피소국의 항변에 따라 분쟁의 대상, 즉 다툼이 있는 해석‧

적용의 대상 규정이 변동될 수 있다면 재판소의 관할권 성부가 피소국의 

주장에 따라 달라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무력사용(use of force)

에 “관한” 분쟁만을 다루고 무역(trade)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관할권

이 배제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둔 재판소가 있다고 가정한다. 제소국이 

피소국의 무력사용 규범의 위반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피소국은 이 사안에 무역 규범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러나 정작 이 사안은 피소국이 제소국을 무력 침공한 사안이며 당초 양

국 간에 아무런 교역 관계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소국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은 무역규범의 해석‧적용 “여부”에 관한 분쟁이기도 하다. 그렇다

면 피소국의 주장과 같이 이 사안은 무역에 “관한” 분쟁이므로 재판소의 

관할권이 부정되는 것이 타당한가. 다소 극단적인 사례이기는 하나 

Whomersley의 접근법에 따르면 이 경우도 관할권은 부정될 것이다.

  셋째, 협약의 초안자들이 제298조 1항(a)의 적용대상에 권원 존부에 

관한 분쟁을 포함시키고자 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제298조 1항

(a)에서는 권원 존부에 관한 분쟁 중 “역사적 만 및 권원과 관련된 분

쟁”을 선택적 배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위 “역사적 만 및 권원과 

관련된 분쟁”은 협약 체제를 벗어난 권원 주장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것으

로 특수한 권원 존부에 관한 분쟁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둔 것이다. 따라

서 협약의 초안자들이 여타 협약의 체제 내의 권원 존부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도 제298조 1항(a)의 배제선언을 통해 강제절차의 적용배제를 의

도했다고 일반화하기는 곤란해 보인다. 나아가 권원 존부에 관한 분쟁이

라 하여 반드시 경계획정 여부가 문제되는 것도 아니다. 대양에 있는 도

서는 그 법적지위에 따라 EEZ와 대륙붕의 권원 존부가 달라지나 인접국

과 권원중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해당 도서의 권원 존

부는 인근 수역에서 행위하는 타국과의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경계획정문제를 발생시키는 권원 존부에 관한 분쟁과 그렇지 않

은 분쟁을 차등적으로 규율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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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권원중첩 여부에 대한 다툼에는 신의성실하지 못한 과도한 권원

주장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권원중첩 여부에 다툼 

있는 수역에서는 권원중첩수역에서보다 일방 국가에 대한 보호가치가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권원중첩수역에서의 분쟁에 대한 강제절차 적

용이 배제선언에 의해 차단될 가능성이 있다하여 권원중첩 여부에 다툼 

있는 수역에서의 분쟁 또한 동일하게 취급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남중국해 사건에서는 권원중첩 여부에 대한 분쟁은 제298조 1항(a)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르면 권원중첩 여부에 

다툼이 있는 수역에서 일방적 행위의 적법 문제는 제298조 1항(a)에도 

불구하고 강제절차 회부가 가능하다. 이 경우 제소국의 입장에서 제74조 

3항 및 제83조 3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 아니므로 제298조 

1항(a)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점에서 남중국해 사건에

서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기타 청구의 구성 방안

  권원중첩수역에서의 분쟁은 제74조 3항 및 제83조 3항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갖는 협약 규정들을 활용하여 강제절차에 회부될 수도 있

다. 예컨대 제300조의 권리남용금지 규정을 위반 규정으로 추가할 수 

있다. 제300조는 단독으로 위반 규정으로 원용될 수는 없으나 여타 협

약상 권리의무와의 관계 속에서 그 위반이 주장될 수 있다.491) 동 규정

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에는 제298조 1항(a)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절한 고려 의무 위반으로도 청구의 구성이 가능하다. 제56조 2항의 

적절한 고려 의무는 권원중첩수역에도 조약상 의무로 적용된다. 따라서 

상대국의 행위에 대해 위 적절한 고려 의무 위반으로 청구를 구성하여 

협약상 강제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다. Natalie Klein 교수는 제74조 3항 

및 제83조 3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은 제298조 1항(a)에 의해 강제

491) M/V “Louisa”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v. Kingdom of Spain), Judgment, 

ITLOS Reports 2013, para.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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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회부가 차단된다고 해석하면서 적절한 고려 의무의 해석‧적용에 관

한 분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경우 재판소는 신

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 위반의 판단기준을 적절한 고려 의무 위반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492) 이는 양 규범의 상

호보완적 작용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으로 이해된다.

  일반국제법상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의 문제로는 협약상 강제절

차 회부가 불가능한가. 협약상 관할권 규정인 제286조와 제288조는 협

약 또는 협약의 목적과 관련된 국제협정에 대한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

으로 그 관할권의 범위를 제한한다. 따라서 관습국제법 등 일반국제법상 

규범은 협약상 재판소의 관할권 성립의 기초가 될 수 없다. 다만 가이아

나-수리남 사건(2007)과 같이 제293조의 적용법규 규정을 관할권의 창

설규정으로 인식할 경우에는(165면) 위 제293조를 토대로 일반국제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도 강제절차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근

본적으로 제293조는 관할권 창설규정으로 볼 수 없다. 차고스 군도 사

건(2015), Arctic Sunrise호 사건(2015) 등 후속판결들을 통해 제293조를 

통해 협약상 관할권 근거의 확장 가능성은 거의 차단되었다(165-167면).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권리행사의 제한규범으로 

작용하는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는 제298조 1항(a)으로 인해 협

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의 적용에 있어 일정한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 

그러나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일방적 행위로 인한 분쟁의 협약상 강제절

차 회부에 있어 이러한 한계가 해석론상 극복되기 힘든 것은 아니다. 더

욱이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권리의 제한성을 감안할 때 동 수역의 이용과 

관련된 분쟁의 협약상 강제절차 회부가 경계획정에 대한 배제선언으로 

차단되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동 수역에서 권리의 제한성은 오

히려 분쟁해결절차의 적극적인 활용 가능성을 요청하고 있다.

492) Natalie Klein, supra note 12, pp. 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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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잠정약정의 존재

1. 주요 쟁점 

  권원중첩 관계에서 권리의 내재적 한계와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규범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연안국들의 권리행사의 한계는 

공간적·내용적으로 불명확하다. 그로 인해 연안국들은 동 수역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잠정약정 체제를 구축하기도 한다. 잠정약정 체제는 당사국

의 합의에 따른 추가적인 층위의 규범적 질서 구축을 통해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권리행사의 한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율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잠정약정의 존재는 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의 적용에 있

어 추가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는 근본적으로는 특별법적 지위에 있

는 잠정약정 체제가 작동하는 가운데 일반법에 해당하는 협약상 각종 규

범들 역시 여전히 동일하게 작동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첫째, 잠정약정 체제가 유효하게 작동하는 수역에서 협약상 강제절차

를 통해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가. 잠정약

정 체제 하에서는 위 잠정약정상 규범들이 특별법의 지위에서 경계미획

정 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행사의 한계를 결정한다. 이 경우 잠정약정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는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하다. 

잠정약정이 존재하므로 잠정약정의 체결을 위한 노력 의무의 작동도 필

요치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잠정약정이 존재하는 수역에서는 제74조 

3항과 제83조 3항의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가 적용될 여지가 없

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이처럼 위 의무들이 조약상 의무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위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을 협약상 강제절차에 회부하

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과연 이러한 이해는 타당한가.

  둘째, 잠정약정 체제 내에 별도의 분쟁해결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가 적용될 수 있는가. 경계미획정 수역의 과도

적 이용‧관리를 위한 잠정약정에는 별도의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고 있

는 경우가 제법 있다. 이 때 관련국 간 분쟁이 잠정약정상 분쟁해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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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용대상임과 동시에 협약상 분쟁해결절차의 적용대상에도 해당된다

면 양 절차의 활용 가능성이 동시에 열린다. 문제는 잠정약정상 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이 여의치 않아 협약상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모색해야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협약 제281조 1항은 당사국의 합의나 

기존 협정에 따라 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잠정약정의 존재로 협약상 강제절차의 

적용은 차단되는가,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차단되는가.

  이 절에서는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그 권리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조화로운 수역의 이용을 위해 마련된 잠정약정이라는 별도 규범체계의 

존재에 따른 강제절차 적용상 문제로서 위 두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2. 잠정약정의 존재와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 

  가. 관련 논의

  잠정약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74조 3항과 제83조 3항의 위반을 다

툴 수 있는지 여부는 곧 잠정약정의 체결로 위 규정들의 조약상 의무로

서의 적용이 중단되는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제74조 3항과 제83조 3항

이 잠정약정의 체결로 그 적용이 중단되면 해당 수역의 규범질서 하에서 

위 규정들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잠정약정의 체결에 따른 위 규정들의 조약상 의무로서의 적용 중단 여

부는 규정상 분명치 않다. BIICL Report(2016)는 관련국들이 중첩되거나 

중첩될 수 있는 해양권원을 가지며 그에 따라 경계획정이 필요하다는 점

이 분명해지는 때에 협력의무가 작동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일방이 

잠정약정에서 탈퇴할 경우 협력의무가 여전히 적용(would still apply)되므

로 다른 약정을 제안하고 교섭할 것을 기대하게 된다”고 덧붙인다.493)

한편 자제의무는 일부 분야를 규율하는 잠정약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된다.494) 자제의무는 잠정약정이 부재한 경우

493) BIICL Report, supra note 10, paras. 59-60.

494) Ibid., para.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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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론 제한된 행위 범주만을 규율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495)

  나. 검 토

   (1) 잠정약정의 한계

  생각건대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권리의무 관계를 빈틈없이 규율하는 

포괄적인 잠정약정 체제가 존재한다면 제74조 3항과 제83조 3항의 적용

이 중단된다는 해석이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인 잠정약

정 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는 잠정약정의 존재에도 불구하

고 아무런 법적규율을 받지 못하는 공백 영역도 당연히 존재한다. 잠정

약정은 결코 자기완비적(self-contained)인 체제가 아니다. 통상의 잠정약

정은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큰 틀의 규율체계만을 정해 두는 데 그치며 

상당수의 실질 문제는 관련국 간 협력과 협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당사국 간 공동기구를 설치하여 동 기구에 잠정

약정 자체가 직접 규율하지 못하는 세부 결정을 위임하기도 한다. 그러

나 이러한 공동기구들이 항시 원활히 운용되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한중어업협정상 “현행어업활동 유지수역”의 경우 일국의 법령

을 타방의 국민과 어선에 적용할 수 없으며, 어업공동위원회 역시 동 수

역의 어업문제에 관하여 별도의 권고나 결정 권한이 없다. 이처럼 양자 

간 어업협정상 자원관리형 어업제도의 도입이 유예된 이른바 “자유조업

수역”(White Zone)의 경우 공해로서의 성격이 상당 부분 유지됨에 따라 

일방의 남획 등 생물자원의 보존‧관리에 있어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또

한 한일어업협정, 한중어업협정 모두 제3국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단속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협정의 대상수역에

서 어느 측이 제3국 어선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것인가의 문제는 위 

협정들의 존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496) 이러한 공백은 또 다른 잠정

약정 등 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해 노력이 요구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495) Supra note 44, Separate Opinion of Judge Paik, para 5.

496) 관련 설명은 김민철, 전게논문(각주 13), 96-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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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규정의 문언과 취지

  잠정약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가 조약상 

의무로서 계속 적용된다는 점은 제74조 3항과 제83조 3항의 문언과 취

지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잠정약정의 존재이유는 협약 전문에 규정된 

“해양자원의 형평하고 효과적인 이용”이라는 목적과 일치한다.497) 제74

조 3항과 제83조 3항은 이러한 잠정약정의 체결을 촉진하고 그 부재상

황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위 규정에 따라 잠정약정은 “실질

적인 성격”(of a practical nature)을 가져야 하며 이는 최종경계획정과 무관

하게 현실적 문제에 실용적 해결방안을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498) 그

렇다면 여하한 잠정약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연안국은 그 어떤 공백 영

역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격”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점에서 “잠정약정의 체결을 위한 노력 의무”는 경계

미획정 수역의 이용에 관한 실질적인 전체 규율체제(regime)의 수립을 위

해 노력할 의무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추가적인 잠정약정의 체결이든 기

존 잠정약정의 보완이든 그 방법은 문제되지 않는다. 여하한 잠정약정의 

존재로 동 의무의 조약상 의무로서의 계속 적용이 부정된다면 수역이용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연안국에 여하한 노력을 요구할 조약상 근거

가 사라지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결과는 해양의 형평하고 효율적인 이

용이라는 협약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변경‧정지의 합의 부재

  협약 제311조 3항에 따르면 당사국은 협약 규정의 적용을 변경·정지

시키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동조 본문).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협약의 목

적과 대상으로부터의 일탈을 허용하지 아니하며 협약상 기본원칙의 계속 

497) Thomas A. Mensah, “Joint Development Zones as an Alternative Dispute Settlement 

Approach i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in Rainer Lagoni & Daniel Vig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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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8) Rainer Lagoni, supra note 12, p.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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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이 요구된다(단서). 이처럼 협약 규정이 변경·정지되는 경우에도 협

약의 대상과 목적, 협약상 기본원칙으로부터의 일탈은 불가능하다. 하물

며 그러한 변경·정지가 잠정약정상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성격상 계속 적

용이 가능한 협약 규정들까지 잠정약정의 존재만으로 그 적용이 배제된

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잠정약정은 제74조 3항과 제83조 3항의 적용

을 통해 규율되던 일부 영역에 대해 연안국의 권리의무 관계를 구체화한 

별도의 합의이다. 이러한 잠정약정이 제74조 3항과 제83조 3항의 적용

을 명시적으로 변경‧정지시키는 경우는 현실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

려 위 규정상 상호협력과 조화의 정신을 강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개별 잠정약정상 일반법의 지위에 있는 협약 규정의 적용을 명시

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 속에 협약 규정이 특별법 

지위에 있는 잠정약정 체제 내에서도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잠정약정 체제에는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

다. 최종경계획정에 준하는 이상적이고 포괄적인 잠정약정은 달성될 수 

없다. 따라서 잠정약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

무는 조약상 의무로 상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잠정약정이라는 

성글고 허술한 규범적 장막을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가 광범위하

게 떠받치고 있는 형국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잠정약정 체제가 존

재하더라도 조약상 의무로서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는 계속 적용

되며, 제74조 3항과 제83조 3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의 형태로 협약

상 강제절차의 적용 역시 가능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를 통해 잠

정약정 체제 내 일국의 일방적 행위나 여타 잠정약정의 운용을 둘러싼 

문제들도 협약상 강제절차를 통해 해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3. 개별 분쟁해결조항에 의한 강제절차 배제

  가. 관련 규정

  제15부 1절은 당사국이 합의한 임의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을 인정

한다. 특히 아래와 같이 당사국 간 합의 또는 개별 협정을 통해 협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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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제281조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의 절차

  1.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인 당사국이 스스로 선택한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을 추구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 부에 규정된 절차는 그 수단

에 의하여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그 밖의 다른 절차를 

배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제282조 일반협정‧지역협정‧양자협정상의 의무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인 당사국들이 일반협정‧지역협정‧양자

협정을 통하여 또는 다른 방법으로 어느 한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구속력 있는 

결정을 초래하는 절차에 그 분쟁을 회부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부에 규정된 절차 대신 그 절차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별도 잠정약정 내에 분쟁해결조항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이

러한 조항이 협약상 강제절차의 적용을 배제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

다. 특히 제281조 1항에서 당사국 간 합의로 “그 밖의 다른 절차를 배

제”(exclude any further procedure)하기로 한 경우의 의미에 대해서는 남방참

다랑어 사건(2000) 이래 많은 논란이 되어 왔다.

  나. 판례의 태도 

   (1) 남방참다랑어 사건 (2000)

  남방참다랑어 사건은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에 회부된 최초의 사

안이자 제15부 1절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최초의 사건이었다. 위 사건

의 제소국인 호주와 뉴질랜드, 피소국인 일본은 모두 1993년 남방참다

랑어 보전협약(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Southern Bluefin Tuna, 이하 

“CCSBT”)499)의 당사국이었다. 동 협약에 따라 설치된 남방참다랑어 보존

위원회는 남방참다랑어에 대한 총허용어획량 및 3개국에 대한 할당량을 

결정했다. 일본은 1994년 이래 동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총허용어획량 

및 국가별 할당량의 증가와 함께 남방참다랑어의 현황 자료수집을 위한 

499) 1993년 5월 10일 채택(캔버라), 1994년 5월 20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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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실험조업계획의 채택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 요구가 원활하게 수용

되지 않자 일본은 1998년 단독으로 매년 수천톤 규모의 3개년 실험조업 

실시계획을 표명했다. 위 계획은 호주 등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1998년 

여름 그대로 실행되었다.500) 이에 따라 호주와 뉴질랜드는 일본을 상대

로 협약상 고도회유성어종의 보존을 위한 협력의무(제64조), 공해생물자

원 보존을 위한 제반의무(제116조-제119조) 위반을 주장하며 제7부속서의 

중재재판에 사건을 회부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① 이 사건 분쟁은 협약

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이 아니며, ② CCSBT 제16조에 의해 협약상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항변했다.501)

  재판소는 일본의 첫 번째 항변을 배척하고 협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의 존재를 인정했다.502) 이어서 두 번째 항변에 관하여는 CCSBT 

제16조503)가 제281조 1항에 규정된 “당사국 간 합의로 그 밖의 다른 

절차를 배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록 

위 CCSBT 제16조상 협약 제15부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표현

은 존재하지 않지만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묵시적으로 제15

부 절차의 배제가 인정된다는 것이다.504) 이처럼 재판소는 CCSBT 제16

500) Supra note 414, paras. 21-25.

501) Ibid., paras. 38 (c), 39 (b). 

502) Ibid., para. 52.

503) 이하 제16조 각 항의 국문번역은 외교부 홈페이지 조약정보란 참조.  

     1. 이 협약의 해석이나 이행과 관련하여 2개국 이상의 당사국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에는, 그러한 당사국은 교섭·심사·중개·조정·중재·사법적 해결이나 당사국이 선택하는 다른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한다. 

     2. 위의 방법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분쟁은 각 분쟁에 대한 분쟁당사국의 동의를 조건

으로 국제사법재판소 또는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 또는 중재재판

소에의 회부를 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제1항에 규정된 다양한 평화적 수단에 의

한 분쟁의 해결을 모색할 분쟁당사국의 책임을 면제하지는 아니한다. 

     3. 분쟁이 중재재판에 회부된 경우, 중재재판소는 이 협약 부속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다. 

부속서는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504) 재판소가 제시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ⅰ) 제16조에서 분쟁의 ICJ 또는 중재회부를 위해서

는 모든 당사자의 동의가 요구되므로 일방의 요청으로 사법적 해결에 호소할 수 없다는 점

은 분명하다. (ⅱ) 분쟁의 ICJ 또는 중재회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스스로 선택하는 

수단에 의한 해결을 지속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제16조 2항 단서 역시 합의에 의한 사법

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ⅲ) 제16조 2항 단서는 협약상 강제절차를 비롯하여 모든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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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해석을 통해 “그 밖의 절차 배제의 합의”의 존재를 인정했다. 이는 

잠정조치 사건에서 ITLOS의 판단505)과 견해를 달리한 부분이었다. 

  반면 Keith 재판관은 CCSBT 제16조상 협약 제15부의 절차에 대한 

명시적 배제 합의가 없으므로 협약상 강제절차가 적용된다는 의견을 개

진했다. 그는 묵시적 배제가 인정되려면 CCSBT 제16조에 따른 절차가 

남방참다랑어와 관련된 CCSBT 당사국 간 해양법협약의 틀 내에서 제기

될 수 있는 모든 분쟁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실제 

이 사건에서 호주와 뉴질랜드는 CCSBT 범위 밖의 의무도 원용했다고 

언급했다.506) 나아가 협약의 제반 규정들의 문언과 구조, 협약상 분쟁해

결제도의 대상과 목적 등을 감안할 때 협약상 강제절차의 배제를 위해서

는 보다 분명한 배제의 표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507)508)

국들에 의해 수락되지 아니한 특정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제16조의 의도임

을 시사한다. (ⅳ) 제16조 3항이 예정하고 있는 중재는 CCSBT의 부속서에 규정된 비강제

적 중재이다. (ⅴ) 제16조 1항 및 2항의 모델이 된 것으로 보이는 남극조약 제11조도 강제

관할권을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 하에 작성된 것이 명백하다. (ⅵ) 제297조 3항(a) 단서에 따

라 EEZ에서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나 관할권의 행사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강제절

차의 적용이 제한된다. 남방참다랑어와 같이 EEZ와 공해를 넘나드는 고도회유성 어족에 대

해 일부에 대해서는 강제절차를 적용하고 다른 일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분쟁의 

통일적 해결에 방해가 된다. supra note 414, paras. 56-58, 60-62 참조. 

505) Southern Bluefin Tuna (New Zealand v. Japan; Australia v. Japan),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27 August 1999, ITLOS Reports 1999, para. 55. 잠정조치 사건을 

맡은 ITLOS는 일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일응의 관할권 원칙에 입각하여 관할권을 인정한 

후 일본의 실험조업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명했다. 그러나 CCSBT 제16조에 의한 협약 

제15부 2절의 배제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국들의 주장을 언급한 후 그에 대한 결론을 간략

하게 제시했을 뿐, 별도 판단의 근거를 상세히 제시하지는 않았다.

506) Supra note 414, Separate Opinion of Justice Sir Kenneth Keith, paras. 11-16.

507) Ibid., paras. 17-31.

508) 이에 대하여는 논자들 간에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 입장으로는 David A. Colson & Peggy Hoyle, “Satisfying the Procedural 

Prerequisites to the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of the 1982 Law of 

the Sea Convention: Did the Southern Bluefin Tuna Tribunal Get It Right?”,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34, No. 1 (Jan., 2003), pp. 68-69. 옹호 입

장은 Barbara Kwiatkowska, “The Southern Bluefin Tuna Arbitral Tribunal Did Get It 

Right: A Commentary and Reply of the Article by David A. Colson and Dr. Peggy 

Hoyle”,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34 (2003), pp. 36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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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Mox Plant 잠정조치 사건 (2001)

  ITLOS의 혼합산화물핵연료 재처리공장(mixed oxide nuclear fuel 

reprocessing plant, 이하 “MOX Plant”) 잠정조치 사건(2001)에서는 제15부 1절

의 적용 문제를 둘러싼 유사 쟁점이 다루어졌다. 아일랜드는 1996년부

터 이루어진 영국의 아일랜드해 인근 폐핵연료 재처리 공장 건설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2001년 10월 영국

을 상대로 협약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을 제기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협약 제290조 5항에 따라 ITLOS에 잠정조치를 신청했다.509)

  위 잠정조치 사건에서 영국은 협약 제282조에 따라 중재재판소의 관

할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핵심 논거는 이 사건이 구

속력 있는 분쟁해결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다른 지역협정들에 의해서도 

규율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 아일랜드는 협약 제7부속서에 따른 소

제기 이전 이미 1992년 북동대서양 해양환경보호협약(일명 OSPAR 협약)

제32조에 따라 중재재판을 제기했다.510) 또한 아일랜드 측 청구의 일정 

부분은 EC조약, 유럽원자력공동체조약 등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며 이들 

조약의 불이행과 관련된 분쟁은 유럽사법재판소(당시는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의 배타적 관할에 속한다고 주장했다.511) 이에 

대해 아일랜드는 이 사건 분쟁이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

쟁으로 OSPAR 협약에 따른 중재재판소나 유럽사법재판소가 협약상 중

재재판에 회부된 모든 문제들에 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 관련 조약상의 권리의무가 중첩적인 만큼 당사국은 스스로 선택한 어

떠한 재판소에도 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512)

509) 아일랜드가 주장한 위반 규정은 협약 제192조, 제193조, 제194조, 제206조, 제207조, 제

211조, 제213조, 제123조 등이었다. MOX Plant (Ireland v. United Kingdom),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3 December 2001, ITLOS Reports 2001, para. 26.

510) 2001년 6월 15일 소제기, 2003년 7월 2일 최종판정. Dispute Concerning Access to 
Information under Article 9 of the OSPAR Convention (Ireland v. United Kingdom), 
Final Award (2 July 2003). 

511) Supra note 509, paras. 38-41.

512) Ibid., paras. 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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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ITLOS는 제282조는 “협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해결을 

제공하는 일반‧지역‧양자협정에 관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OSPAR 

협약, EC조약, 유럽원자력공동체조약이 협약상 권리의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권리의무를 규율할 수는 있지만 이들 조약상 권리의무는 협약상

의 그것과는 “구분되는 것”(separate existence)이라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

약의 문맥, 대상과 목적, 후속 관행 등 조약해석의 제요소들이 다른 점 

등을 감안할 때 각기 상이한 조약상 동일·유사 규정의 해석이 항상 동일

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아님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협약의 해석‧적용

과 관련된 분쟁에는 협약상 절차만이 관련될 수 있고, 이 사건에 있어 

일응의 관할권 판단에 제282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513)

  이 사건은 남방참다랑어 사건(2000)에서 다룬 제281조 1항에 따른 협

약상 절차에 대한 배제 문제를 다룬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ITLOS의 개

별 조약상 권리의무와 협약상 권리의무는 “구분되는 것”이라는 논리를 

관철하면 제281조 1항에 의한 묵시적 배제의 가능성도 대폭 축소된다. 

개별 조약상 분쟁해결조항이 존재하여도 해당 조약과 여타 절차에서 다

루는 권리의무는 별개이므로 여타 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의 실익은 여전

히 존재한다는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제282조의 적용국면에서 

CCSBT 제16조에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절차 회부의 합의가 있

는 것으로 가정해 볼 수도 있다. ITLOS의 논리에 따르면 CCSBT와 협

약상 권리의무는 별개이므로 이 경우도 협약상 절차 회부는 가능하다.

   (3) 남중국해 사건의 관할권 판정 (2015)

  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에 회부된 남중국해 사건에서 중국은 자국의 

입장서에서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이하 “DOC”)을 통해 관련 분쟁을 교섭을 통해 해결하

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즉 DOC가 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의 적용

을 배제한다는 주장이었다. 중국은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남방참다

513) Ibid., paras. 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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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어 사건(2000)에서의 다수의견을 원용했다.514)

  재판소는 위 선언의 문언과 각종 실행들에 비추어 볼 때 DOC는 분쟁

해결에 관한 법적구속력 있는 합의가 아니므로 제281조가 적용되지 않

는다고 판단했다.515)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DOC가 제281조에 따른 

“그 밖의 다른 절차를 배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재판소

는 DOC에서 제15부의 적용을 배제한다거나 제3자적 해결수단에 대한 

분쟁회부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EU기능조약516)에

서 여타 절차에 대한 명시적 배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이 

DOC 역시 그러한 규정을 포함시킬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았음을 

추가로 지적했다. 결국 재판소는 DOC가 이처럼 협약의 절차 등 여타 분

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았음(“It could 

have, but it does not.”)을 강조하며 제281조를 통한 여타 절차의 배제는 

“명시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남방참다랑어 사

건과 MOX Plant 사건에서의 각 잠정조치 결정, 남방참다랑어 사건에서 

Keith 재판관의 개별의견에 대한 공식 지지를 표명했다.517)

  다. 검 토

   (1) 판례에 대한 평가

  남방참다랑어 사건(2000)은 제281조 1항의 “그 밖의 다른 절차 배제” 

요건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이른바 묵시적 배제를 인정함으로써 협약

상 분쟁해결절차의 배제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했다. 그러나 후속 판례는 

514) Position Paper of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Matter 
of Jurisdiction i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Initiated by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2014. 12. 7), para. 40.

515) Supra note 445, para. 219.

516) Ibid., p. 86, footnote 208.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Article 344:  Member States 

undertake not to submit a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Treaties to any method of settlement other than those provided for therein. 

517) Ibid., paras. 2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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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입장을 지지하지 않았다. 특히 Mox Plant 잠정조치 사건(2001)에 

따르면 개별 조약에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해당 절차에서 협약상 권리의무와 관련된 분쟁이 다루어지더라도 제282

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개별 조약과 협약상 권리의무 관계는 질적

으로 별개의 것이며 분쟁해결절차의 적용도 별개”라는 논리를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제282조의 적용범위를 대폭 축소시킨다. 또한 그 

논리를 관철시키면 제281조 1항의 묵시적 배제 법리도 그 설 자리를 잃

게 된다. 특정 분쟁을 협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으로 구성할 수 있

다면 개별 조약상 절차가 아닌 협약상 절차를 통해 별도로 다툴 실익이 

충분하기 때문이다.518) 이 점에서 위 Mox Plant 잠정조치 사건(2001)은 

남방참다랑어 사건(2000)에서 협약상 절차의 배제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

한 직후 그 대척점에서 내려진 전환기적 결정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후 

남중국해 사건의 관할권 판정(2015)에서는 그 연장선에서 제281조 1항

의 “그 밖의 절차 배제” 요건으로 명시적 배제를 요구하게 되었다.

   (2) “그 밖의 절차 배제”의 판단

  우선 남방참다랑어 사건(2000)에서 문제의 분쟁이 CCSBT상 권리의무

만을 다루고 있는지를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여기서 특정 분쟁이 순

수하게 CCSBT상 권리의무만 문제되고 협약상 권리의무와는 무관하다면 

그 분쟁에 대해서는 당초 제286조와 제288조 1항에 의해 협약상 강제

절차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반면 그 분쟁에 개별 조약상 절차에서 다룰 

수 없는 협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으로서 독자적 의미를 갖는 부분

이 있다면 함부로 협약상 절차의 배제를 인정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협

약상 권리의무만이 문제되는 독자 영역이 존재함에도 협약상 절차의 배

제를 인정한다면 그 독자적인 협약상 권리의무 부분은 CCSBT나 협약상 

절차 그 어느 것에 의해서도 다루어질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518) 다만 이 논리는 현실적으로 동일한 분쟁에 대한 개별 조약상 절차와 협약상 절차로의 중복 

회부 가능성을 대폭 높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즉 재판소 간 관할권의 경합·충돌상황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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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분쟁 사안에서 협약상 권리의무만이 문제되는 독자적인 영역이 존

재한다면 협약상 절차 배제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위 사건에서 다수의견은 문제된 사안에서 협약과 CCSBT의 권리의무

가 완전한 포함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권리의무의 성질에 따른 분쟁의 분할을 거부했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분쟁이 별개의 두 분쟁이 아니라 두 협약 모두로부터 발생한 “단일한 분

쟁”(single dispute)이며 CCSBT상 분쟁과 별도의 협약상 분쟁이 존재한다

고 보는 것은 인위적이라 판시했다.519) 이러한 다수의견은 Keith 재판관

과 달리 분쟁의 분할을 거부하고 CCSBT상 분쟁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협약상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제한 것이었다.520) 이처럼 

분쟁의 분할을 부정함에 따라 다수의견은 협약상 절차의 묵시적 배제도 

보다 수월하게 인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독자적인 협약

상 분쟁 영역이 존재하더라도 질적으로 CCSBT상 분쟁과 분리되지 않는

다면 전체적으로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CCSBT의 절차만이 적용되면 충

분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일반적 지위에 있

는 절차의 적용은 설령 빈틈이 존재하더라도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건대 CCSBT와 협약상 권리의무는 별개이며 그 분쟁해결절차 역

시 구분된다는 점에서 다수의견이 분쟁의 분할을 부정한 것은 의문이다. 

나아가 CCSBT상 분쟁과 구분되는 협약상 분쟁으로서 독자적 의미를 갖

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상 절차 배제 여부를 엄격

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절차의 우선적인 일괄 

적용에 대한 합의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다. 개별 조약

의 문언상 그러한 합의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당사국 간 그러한 합의사항

519) Supra note 414, para. 54.

520) 재판소는 이 사건 분쟁의 핵심 요소는 총허용어획량의 수정과 일본의 일방적 실험조업계획 

및 그에 따른 1998년, 1999년의 실험조업으로 이는 남방참다랑어 보존위원회의 권한 범위 

내에 분명하게 속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즉 당사국 간 분쟁의 모든 요소들이 동 위원회에

서 다루어졌으며 위 분쟁에 관한 주장들은 CCSBT상 의무 이행, 특히 위원회가 총허용어획

량 및 당사국별 할당량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CCSBT 제8조 3항과 그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 당사국이 가지는 권한과 관련을 맺는다고 언급했다. ibid., para.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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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툼이 없는 경우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그러한 의사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원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특별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일반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한 특별

한 합의가 확인되지 않는 한 일반법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독자적인 협약상 분쟁에 대해서는 협약상 절차의 조력가능성을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묵시적 배제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주관적 평가나 

해석상 불분명함이 개입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협약 제311조 3항 

역시 당사국이 협약 규정의 적용을 변경‧정지시키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그러한 합의의 존부가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쉽사리 그 

합의의 존재를 추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점에서 남중국해 사건에서 

명시적 합의를 요구한 입장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근본적으로는 최근 판례를 통해 협약상 분쟁해결절차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점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남방참다랑어 사건에서 Keith 

재판관은 협약의 대상과 목적 측면에서 제15부의 절차가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지적했다.521) 남중국해 사건은 동 재판관의 

판시 취지를 상당 부분 차용하며522) 제281조는 협약상 강제절차의 “배

제”가 아닌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시각을 보여주었다.523) 이러한 경

향성은 적어도 국제재판소의 시각에서 특별법적 체제의 존재로 인한 협

약상 강제절차의 배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결

국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잠정약정 체제라는 별도 층위의 규범적 장막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이 협약상 강제절차의 적용을 분명하게 배제하

지 않는 한 협약상 강제절차의 적용은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521) Supra note 414, Separate Opinion of Justice Sir Kenneth Keith, para. 19.

522) Supra note 445, para. 224.

523) Ibid., paras. 22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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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한반도 주변수역에 대한 적용

제1절 한반도 주변수역과 분쟁의 사법적 해결 

1. 의 의

  국재재판을 통한 분쟁의 사법적 해결 과정은 통상 관할권 성부와 본안

판단의 단계를 거친다. 그로 인해 일방적 행위를 둘러싼 분쟁의 사법적 

해결 과정에서는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권리의 제한성으로 대변되는 규범

적 특수성과 협약상 강제절차의 적용상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에 이 장에서는 한반도 주변수역의 갈등사례를 분쟁의 사법적 

해결 과정에 직접 적용해 봄으로써 경계미획정 수역의 권리의 제한성에 

따른 실체 및 절차규범상 각종 문제들이 실제 어떻게 적용·발현될 수 있

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총론적으로 각 분야별 분쟁양상의 특수성

을 개관하고 분쟁해결절차의 활용 등 사법적 해결을 위한 접근방식을 일

반론 차원에서 제시한다. 이어 각론적으로 잠정약정의 존재 여부로 크게 

나누어 한반도 주변수역의 갈등사례에 대한 협약상 강제절차 적용의 실

제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협약의 강제절차상 관할권과 본안

판단에 있어 현실의 사례들을 가상적으로 적용해 보는 형식을 취한다. 

실제 현실에서는 더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2. 한반도 주변수역의 현실

  가. 경계미획정 수역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주변수역은 대부분 경계미획정 상태

이다. 현재까지 한중, 한일, 중일 간 관계에서 체결된 경계획정협정으로

는 1974년 한일북부대륙붕경계획정협정524)이 유일하다.525) 한중일 삼국

524)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북부구역 경계 획정에 관한 협정, 1974년 1

월 30일 서명(서울), 1978년 6월 22일 발효(조약 제644호). 

525) 북한은 구소련(러시아)과 1986년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지만, 중국과의 

사이에는 아직 EEZ와 대륙붕 경계가 합의되지 않았다. 정인섭, 전게서(각주 7), 71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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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안 간 거리는 대부분 400해리에 미치지 못한다. 일부 수역은 양안 

간 200해리도 확보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200해리 거리기준에 의할 때 

영해 이원 수역의 상당 부분은 각국의 EEZ와 대륙붕 권원이 중첩되는 

수역에 해당된다. 이러한 현실 속에 한반도 주변수역에는 중첩수역의 조

화로운 이용을 위한 일련의 잠정약정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 광물자원의 

공동탐사·개발을 위한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1974),526) 생물자원의 보

존․관리를 위한 한일어업협정(1998),527) 한중어업협정(2000),528) 중일어업

협정(1997)529)이 그 예이다. 그 밖에 중일 자원공동개발합의(2008), 중일 

해양과학조사 사전통보제(2001)와 같이 느슨한 형태의 협력체제도 존재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잠정약정 등 협력체제 역시 규범의 공백 여타 

운용상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계미획정의 한반도 주변수역

에는 일방적 행위나 잠정약정의 운용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이 상존한다. 

  나. 분야별 갈등양상

   (1) 대륙붕 탐사·개발

    (가) 협력 부재로 인한 잠정약정의 동결

  현재 한반도 주변수역 중 동중국해 수역에서는 1974년 한일대륙붕공

쪽. 북중 간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대강의 입장은 단결룡(외교부 영토해양과 역),『중국국제

법론: 이론과 실제』(법문사, 2013), 116쪽.

526)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 1974년 1

월 30일 서명(서울), 1978년 6월 22일 발효(조약 제645호). [그림 10]의 공동개발수역도는 

DOALOS 홈페이지 - “Maritime Space”란(https://www.un.org/Depts/los/LEGISTATIONA 

NDTREATIES/PDFFILES/TREATIES/jap-kor1974south.pdf) 참조(2019. 7. 4. 최종확인).

527)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1998년 11월 28일 서명(가고시마), 1999년 1월 

22일 발효(조약 제1477호).

528)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1998년 11월 11일에 가서명, 

2000년 8월 3일 서명(베이징), 2001년 6월 30일 발효.

529) 1997년 11월 11일 서명, 2000년 6월 1일 발효. 이외에도 러시아-일본 간 어업협정(1998), 

일본-대만 간 어업협정(2013)이 각 체결되어 관련국 간 북방도서, 첨각(尖閣)제도·조어도(釣

魚島) 주변수역에서의 어업질서를 규율하고 있다. 한편 한국-러시아 간 어업협정과 같이 중

첩수역을 전제로 하지 않고 타방의 EEZ에서의 입어 여타 어업에 관한 양자 간 협력을 규정

한 협정도 존재한다. 이러한 협정은 경계미획정 수역에 대한 규율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제74조 3항과 제83조 3항에 따른 잠정약정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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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개발협정 체제가 유효하게 존속

하고 있다. 그러나 동 협정에 따른 

공동탐사·개발은 사실상 중단상태

에 들어선지 상당한 기간이 흘렀

다. 협정 제24조에 따른 협정의 이

행기구인 한일공동위원회는 1980

년대 중반 이후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530) 1993년 양측 조광권자의 

조광권 반납 이후 협정에 기초한 

공동탐사·개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531) 한국 정부는 2009년 한

국석유공사를 제1소구의 조광권자

로 지정했으나 일본 측의 조광권자 

미지정으로 한국 정부가 부여한 조

광권 역시 2017년 6월부로 종료되었다.532) 동 협정에 따르면 쌍방의 조

광권자 지정 없이는 실질적인 탐사‧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다. 협정상 공

동탐사‧개발의 구조가 양국 간 협력을 필수적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

이다.533) 일본은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협정 체제에 따른 공동탐사·

개발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잠정약정 체제

는 연안국의 해양이용을 위한 협력과 최종경계획정 이전의 과도적인 해

530)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국내 대륙붕개발 본격추진” (2009. 2. 26), 3쪽.

531) 조광권 반납 이후 공동탐사·개발 관련 현황은 최지현‧현대송‧김원희‧김주형‧김민‧정유민‧김민철,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재개를 위한 대응방안 분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9), 27-32쪽.

532) 임보성, “한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에 따른 탐사 연혁”, 한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에 관한 국

제심포지엄 자료집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8. 9. 20), 25쪽.

533) 협정은 양 당사국이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각 소구역에 관하여 1인 또는 2

인 이상에게 조광권을 부여하도록 하고(제4조 1항), 이를 지체없이 타방당사국에 통고하도

록 규정한다(제4조 2항).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는 공동개발구역 내의 천연자원의 탐사와 채

취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운영계약을 체결하고(제5조 1항), 운영계약은 양 당사국의 승

인 하에 효력이 발생한다(제5조 2항). 운영계약의 효력발생에 따라 조광권자에게는 구체적

인 탐사권과 채취권이 인정된다(제10조 1항 내지 3항).

[그림 10] 한일공동개발구역 수역도 (DOALOS 홈페이지 

- “Maritime Space”란 [전게주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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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용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탐사·개발에 쌍방의 협력을 

요구하는 협정의 구조534)와 당사국의 이행 의지 결여로 동 협정은 동중

국해 대륙붕에 대한 탐사·개발을 동결시키는 상황을 낳고 있다. 이 문제

는 본질적으로 당사국의 잠정약정 이행에 대한 협력 부재로 인해 불가피

하게 발생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나) 일방적 탐사·개발에 따른 갈등

  잠정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수역에

서의 일방적 탐사·개발에 따른 갈등

도 존재한다. 이는 전형적인 권원중

첩수역에서 일방적 행위로 인한 갈

등상황이라 할 수 있다. 황해 수역

에는「해저광물자원개발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1광구부터 4광구까지 

설정되어 있다(그림 11). 동 수역의 

북부에는 랴오둥반도와 산둥반도로 

둘러싸인 보하이만(渤海灣) 분지에서 

원유가 생산되고 있으며 맞은 편 서

한만 분지에도 석유매장이 확인되었

다.535) 그 이남의 군산분지, 흑산분

지의 경우 중국 측 인접 수역에서는 

일부 자원징후가 알려져 있으나 한국 측 인접 수역에서는 특기할 자원징

후는 보고된 바 없다.

  황해 수역의 대륙붕 탐사·개발을 둘러싼 한중 간 마찰 사례는 1970년

534) 공동개발협정의 유형과 문제점은 이석용, “해저자원 공동개발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한일대

륙붕공동개발협정을 중심으로”,『법학연구』, 제56권 2호 (2015. 5), 112-120쪽; 그 외 최지

현‧김원희‧김주형‧김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사례 검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 참조.

535) 서한만의 석유개발 역사는 손병국·박미숙, “북한 서한만 분지의 석유시스템 분석”,『지질학

회지』, 제51권 5호 (2015. 10), 435쪽.

[그림 11] 황해의 분지와 1-4광구 (산업통상자원부, “제

2차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2014. 9) 중 발췌, “군

산분지”, “흑산분지” 표시는 연구자 추가)

군산분지

흑산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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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 정부가 대륙붕광구를 설정하고 주변 대

륙붕의 탐사·개발에 박차를 가하던 당시 황해의 대륙붕광구에 대해서도 

외국계 석유회사들이 조광권자로 지정되어 일부 시험굴착이 이루어졌다. 

1973년 3월 2광구와 4광구의 조광권자로 지정되어 있던 걸프社가 한국 

측 2광구에서 시험굴착을 하는 동안 중국 군함들이 시추선 1마일 미만

까지 접근하여 위협적인 자세를 취한 사례가 있었다.536) 당시 중국 정부

는 시험굴착에 대해 항의성명을 발표했고 이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 역시 

반박성명을 발표했다.537) 한편 양국이 해양법협약 체제에 들어선 이후에

는 군산에서 250km 떨어진 2광구 내 한국석유공사의 탐사작업에 대한 

중국의 항의사례가 알려져 있다.538) 반대로 2006년 중국해양석유총공사

는 미국 석유회사 Devon Energy Corporation社와 함께 한중 중간선 기

준 중국 측 수역에서 시험굴착을 실시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수차에 걸

쳐 중국 정부에 Devon社와의 계약이행 금지를 요구하고 계약 이행시 한

국 측 역시 탐사를 자제하지 않을 것임을 전달한 바 있다.539)

  양국 간 황해 경계획정에 대한 입장은 형평의 원칙과 중간선 원칙으로 

536) 이달석,『국내 대륙붕 유전개발 연구: 주변국의 개발전략 및 상호 갈등요인 분석』(에너지경

제연구원, 2009. 11), 59쪽.

537) 중국 측 성명은 “중공, 한국해저유전 개발 비난”,『동아일보』(1973. 3. 16), 1면. 한국 측 

성명은 “중공과 대륙붕협상 용의”,『매일경제』(1973. 3. 17), 1면. 그 외 1992년 상해 동

쪽 400km 동중국해상 중국의 핑후(平湖) 유전개발에 대해 한국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

로 확인된다. “상해 연안 유전개발 추진”,『매일경제』(1992. 7. 31), 7면, “「대륙붕침범」 

중국에 공식항의, 정부·무역대표부간부 외무부로 불러”,『중앙일보』(1992. 8. 4), 2면. 이하 

신문매체 중 일간지 인용시는 “쪽”이 아닌 “면”으로 페이지수를 부기하며 면수 표기가 생략

된 경우는 인터넷 검색 결과를 토대로 각주 표기를 한 것임.

538) “중·일, 동중국해 다툼 왜 문제인가요”,『중앙일보』(2005. 9. 22), 12면; 양희철·박성욱·박세

헌, “동중국해 중·일 유전 개발분쟁을 통해 본 양국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입장 연구”,

『Ocean and Polar Research』, Vol. 28, No. 2 (2006. 6), 177쪽; 이달석, 전게서(각주 

536), 59쪽;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2014. 9), 19쪽. 상기 자

료에서는 한국 측 탐사와 이에 대한 중국 측의 항의일시를 정확히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기 자료들을 종합할 때 2004-2005년경으로 추정된다.

539)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2011. 6. 14.(화) 22:00 KBS 시사기획의 ‘한중일 대륙붕 삼국지’ 

방송 관련” (2011. 6. 16) 참조. 그 밖에 동 사안 관련 참고할만한 언론보도 등으로는 “서

해 2광구 눈 뜨고 중국에 빼앗길라”,『주간동아』, 제560호 (2006. 11. 14), 12-13쪽; 황준

식, “중국에 ‘눈치보기’, ‘조용한 외교’ 한적 없어” (2007. 2. 8). 동 기고는 외교부 홈페이지

-뉴스·공지-기고·인터뷰-국내언론 란에서 검색 가능(2019. 5. 14. 최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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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하고 있다.540) 그러나 양측이 주장하는 경계선은 분명히 확인된 바 

없다. 이러한 가운데 양국이 국내적으로 설정한 대륙붕광구 간에도 일부 

중복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한국의 2광구는 중국의 11/34광구와 일부 

중첩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541) 4광구 역시 중국이 설정한 북광구와 

두 곳에서 각 9.9㎢, 15.76㎢가 겹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42) 이처럼 

양국 간 경계획정에 대한 입장차와 광구 충돌, 지질학적 구조의 연계 문

제 등은 황해 대륙붕의 탐사·개발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되고 있다. 

   (2) 어 업

    (가) 잠정약정의 공백

  현재 한반도 주변수역에는 한일어업협정(1998), 한중어업협정(2000)과 

같은 어업에 관한 잠정약정 체제가 존재한다.543) 그러나 위 諸협정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어업 분야에서는 잠정약정의 한계로 인한 문제양상들

이 상존한다. 우선 잠정약정 자체의 규범상 공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로는 현행어업활동 유지수역과 같은 자유조업수역에서의 자원보존‧

관리, 잠정약정의 구속을 받지 않는 제3국 선박에 대한 단속‧규율 문제 

등을 들 수 있다(216면).544) 이는 관련국 간 권원중첩 기타 제3국의 이

해관계에 대한 고려 등으로 수역에 대한 규율 자체를 느슨하게 설정하거

나 분명한 관할권 배분을 회피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규범의 공백 현상은 미시적으로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한 합의 

결렬의 형태로도 도출된다. 어업협정 체제는 아래 [표 7]과 같이 큰 틀

에서 수역의 범위를 나누어 대략적인 규범만을 설정할 뿐 대부분의 실질 

540) 단결룡, 전게서(각주 525), 117쪽.

541) 양국의 좌표사용 방식의 차이로 정확한 측정은 어려우나 약 8만㎢가 중첩된다고 한다. 양희

철, “강의 퇴적물과 황해 경계획정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Ocean and Polar Researc

h』, Vol. 31, No. 1 (2009. 3), 32쪽 및 각주 8 참조.

542) 이달석, 전게서(각주 536), 58쪽. 위 광구 간 충돌 문제의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는 “한일관

계 어떻게 풀 것인가: 박춘호 일 세이난학원대 객원교수”,『한겨레』(1996. 6. 13), 5면.

543) 각 협정의 주요내용은 김민철, 전게논문(각주 13), 74-80쪽 참조.

544) 위 문제들에 관한 추가 논의는 김민철, 상게논문, 96-10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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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협정 이행을 위한 별도 협의체를 통해 논의·결정하도록 한다. 한

일어업공동위원회, 한중어업공동위원회(이하 “한일어공위”, “한중어공위” 등으로 

약칭)와 같은 기구들이 그것이다. 

<표 7 - 한반도 주변수역의 어업협정상 수역별 특징>545)

  그러나 이러한 이행기구들을 통해 항상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

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어공위를 통한 기본적인 합의조차 결렬되는 경

우도 있다. 한일어업협정 제12조 6항은 “위원회의 모든 권고와 결정은 

양 체약국 정부의 대표 간 합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한다(合意によってのみ

行)”고 규정한다. 한중어업협정 제13조 3항도 이와 유사하다. 이에 따라 

양국 간 어공위 차원의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협정에 기반을 둔 어업

질서는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 실제 한일 간 어공위 협상은 2016년 

이래 현재까지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일본 측 EEZ로 간주되는 

545) 김민철, 전게논문(각주 13), 85쪽 [표 2]를 수정함. 수역별 설명은 같은 논문, 81-86쪽.

546) 한일어업협정상 동해 중간수역 및 중일어업협정상 27°N 이남 수역에 대하여 “공해적 성격

의 공동어로수역”, 한일어업협정상 제주 남부 중간수역, 한중어업협정 및 중일어업협정상 각 

잠정조치수역에 대하여는 “잠정적 성격의 공동관리수역”으로 그 법적 성격을 구분하기도 한

다. 이창위, “동북아지역의 새 어업협정체제와 중간수역에 대한 고찰”,『국제법학회논총』, 

제44권 1호 (1999. 6), 260쪽 참조.

어업

협정
공식명칭 수역 위치

어공위  

권한

집행

관할
성격

한‧일 없음(이른바 중간수역) 동해 중간수역 권고 기국

공동

관리

수역
546)

한‧일 없음(이른바 중간수역)
제주 남부 

중간수역
결정 기국

한‧중 잠정조치수역 서해 결정 기국
(주의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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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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에서 한국 어민들의 조업이 중단된 상태이며 문제 타개를 위해 협정

의 파기, 대체어장의 개발 논의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547)

    (나) 잠정약정의 이행상 문제

  앞서의 문제가 잠정약정의 규율 자체가 성글게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

하는 규범상 공백의 문제라면 잠정약정의 순수 이행상 문제도 존재한다. 

시기별로 부침이 있기는 하나 한반도 주변수역의 어업질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현안으로 불법조업 문제가 있다. 개념적으로 이러한 불법조업 

문제는 어업협정상 한국 측 EEZ로 간주되는 수역에서의 불법조업과 중

간수역‧잠정조치수역과 같은 중간적 성격의 수역에서의 불법조업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전자가 한국의 국내법 위반과 그 집행에 관련된 문제라면 

후자는 주변국의 자국 어선에 대한 단속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특히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그간 국내적으로도 많은 고충거리가 

되어 왔다. 우선 한국의 EEZ로 간주되는 수역 내 불법조업 문제는 한국 

근해 어장의 고갈과 한국 어민들에 대한 피해와도 직결된다. 그만큼 국

내적으로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2016년 해경단정 침몰사건 

이후 당국의 강력한 단속에 힘입어 그 빈도가 줄었다고는 하나,548) 중국 

근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한국 근해의 어족자원 실태는 불법조업

의 유인을 계속 남기고 있다.549) 한편 후자의 중간적 성격의 수역에서의 

불법조업 문제는 기국의 적절한 집행관할권 행사의 해태에 일정 부분 원

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기국이 중간적 성격의 수역에서 조업질서 위

반 선박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면 이는 전반적인 어업자원의 보존‧관

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중 간 위 문제는 잠정조치수역

에 대한 양국 공동순시를 통해 제도적 한계가 보완되고 있다.550)

547) “한일 어업협상 이달 담판 … 갈치문제 풀릴까”,『서울경제』(2016. 11. 30); “성난 어민 해

상시위 - 2년 표류 한일어업협정 타결하라”,『한국일보』(2018. 4. 4); “문성혁 해수부장관, 

교착상태 한일어업협정 논의 재개하자”,『서울경제』(2019. 4. 11) 참조. 

548) “서해 불법 중국어선 3년간 70% 급감”,『동아일보』(2019. 1. 8).

549) 김종선·임채현,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대응전략 연구”,『해사법연구』, 제29권 1호 

(2017. 3), 171-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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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잠정약정의 해석‧적용상 불분명

  규범의 공백이나 이행상 문제는 아니지만 어업협정의 해석‧적용상 불

분명에 따른 문제도 엿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서해 5도 주변의 현행어업

활동 유지수역 내 “특정해역”에서의 집행관할권 행사 문제를 들 수 있

다.551) 중간수역‧잠정조치수역과 같은 중간적 성격의 수역에서는 어공위

의 일정한 권한 아래 집행관할권이 기국에 부여되어 있다(이른바 기국의 

관할권 원칙 또는 기국주의, 234면, [표 7]). 이는 협약상 일국의 EEZ에서 어업

에 관한 집행관할권이 연안국에 부여(제73조 1항)되는 것과 구분된다. 다

만 한중어업협정에 부속된 양해각서는 당사국들에게 잠정조치수역 북단

의 한국 측 일부 수역 등에서 상대국의 어업에 관한 법령 존중과 그 준

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다.552) 위 양해각서가 기국의 

법령 준수 확보 의무를 넘어 연안국의 자국 법령에 따른 일방적인 집행

관할권의 행사를 허용한 것인지 여부는 문언상 다소 불분명하다. 어업협

정 자체로는 위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수역 역시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한국은 “특정해역”에서 한국 관헌의 집행관할권 행사에 중국도 합의했다

는 입장 하에 동 수역에서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자국 법령의 적용을 관

철시키고 있다.553) 중국도 이러한 실행에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

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1년 한국해경 순직사건과 같이 그렇지 않

은 사례도 확인된다. 당시 중국 정부는 위 해역 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한국의 단속권 행사와 국내법 적용에 공개적으로 항의했다.554)

550)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어업지도선 공동순시 재개” (2018. 11. 20).

551) 문제의 배경과 한중 간 입장차에 대한 설명은 김민철, 전게논문(각주 13), 100-104쪽.

552) 한중 잠정조치수역 북단의 한국 측 일부수역과 잠정조치수역 및 과도수역 이남의 중국 측 

일부수역에서는 양국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어업에 관한 법령을 존중하고 자국의 국민과 어

선이 이를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1조). 양국은 상기 법령을 상호통보하며 

한중어공위를 통해 상기 법령의 원만한 시행을 위한 구체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제2조).

553) 한중 양국은 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단계에서 자국어민의 반발 우려 및 북한을 의식하

여 양해각서상 수역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상대국 국내법 준수”라는 불명확한 문구를 

달았다고 알려져 있다. 주진우,『한중어업협정을 해부한다: 어자원고갈만 부추긴 한중어업협

정』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주진우 의원실, 2000),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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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양과학조사 

    (가) 일방적 조사에 따른 갈등  

  해양과학조사(Marine Scientific Research, MSR)는 제1차 해양법회의 이전

까지만 하더라도 해양활동의 주요 분야로 여겨지지 못했다. 영해 이원에

서의 해양과학조사는 대체로 공해자유의 영역에 속했다.555) 그러나 

1958년 대륙붕협약에서 외국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연안국의 동의 제

도가 도입된 후556) 협약 체제에 들어오면서 동 분야는 연안국의 배타적 

관할권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분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해양과학조사는 

광물‧어업자원과 같이 그 자체가 유형(有形)의 자원을 다루는 활동은 아

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활동은 여타 

활동 못지않게 민감하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아직 한국과 주변국 간에 별도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잠정약정 체제는 

구축되어 있지 않다. 중일 간에는 사전통보제라는 별도의 느슨한 협력체

제가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557) 잠정약정의 

부재는 곧 경계미획정 상황이 초래하는 공간적 중첩으로 인한 권리경합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에 따라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관할권 행사에 있어

서도 일방적 조사에 따른 전형적인 갈등양상들을 목격할 수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해양조사 실시기관으로는 국립해양조사원이 있다.558)

554) 당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중은 아직 서해에서 EEZ 경계선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법에 따라 중국어민을 판결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해경 살해 中선장 징역 30년”,『국민일보』(2012. 4. 19).

555) 1956년 ILC의 해양법 초안에서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ILC

는 공해자유에 대한 제27조에 관한 주석에서 공해자유의 항목으로 과학조사 수행의 자유를 

언급하고 있었다. Myron H. Nordquist (ed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A Commentary, Vol. IV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1), pp. 

429-430. 해양법상의 해양과학조사제도의 전반적인 규율과정에 대하여는 이석용, “해양법

협약상 해양과학조사제도와 쟁점”,『과학기술법연구』, 제16집 2호 (2010. 12), 5-9쪽 참조.

556) 이용희, “해양과학조사제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편),『대한민국의 해양법 실행』 (일조각, 

2017), 410쪽.

557) 김민철, 전게논문(각주 13), 132-134쪽.

558)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석유공사 등도 해양조사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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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조사원은 해양조사선, 

부이(buoy), 연안관측소, 

해양과학기지 등을 통해 

해양관측을 수행하고 있

다. [그림 12]559)에서 황

해 측 최외곽에 위치한 

세 개의 점은 한국의 해

양과학기지를 표시하며

(좌측 하단부터 이어도, 신안

가거초, 웅진소청초 기지),560)

나머지 점들은 해양관측

부이들을 나타낸 것(최남

단에 위치한 것은 제주 남부 

해양관측 부이, 최동단에 위치

한 것은 울릉도 북동 해양관측 부이)이다. 대표적으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하여는 중국 정부로부터 공개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바 있다(3면). 

위 이어도 주변수역에서 중국의 해양조사선 출현에 대해 한국 측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561)

    (나) 해양과학조사의 개념과 범주 설정 문제

  해양과학조사의 일방적 실시를 둘러싼 갈등에는 여타 분야와 다른 특

수성이 있다. 바로 해양과학조사의 개념과 범주 설정의 문제이다.562) 협

보유․운용 중이며, 그 외 대학 등에서도 교육‧연구 목적의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559)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http://www.khoa.go.kr/koofs/kor/observation/obs_real.do) 참조.

560) 이어도 해양과학기지(2003년 6월 준공)는 마라도 서남쪽 80해리(149km) 지점, 신안가거초 

해양과학기지(2009년 10월 준공)는 가거도 서쪽 25해리(47km) 지점, 웅진소청초 해양과학

기지(2014년 10월 준공)는 소청초 남쪽 20해리(37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각 기지의 

현황 및 관련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 “과학기지” 란(http://www.khoa.go.kr/kc 

om/cnt/selectContentsPage.do?cntId=ieodo_submain) 참조(2019. 3. 7. 최종확인).

561) “이어도 해상 넘보는 중국 관공선 … 지난해 28차례 출현”, 연합뉴스 (2017. 1. 10). 이하 

신문매체가 아닌 통신매체의 경우 구분을 위해 출처 표기시『 』표시 생략함.

[그림 12] 실시간 해양관측 정보 (2019. 3. 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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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는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정의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563) 이에 따라 

수로측량(또는 수로조사, hydrographic survey), 군사조사(military survey)와 같

은 해양과학조사와 구분이 쉽지 않은 유사활동들에 대한 규율 문제가 발

생한다. 즉 위 유사활동에 대해서도 해양과학조사와 마찬가지로 연안국

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이다. 한국의 경우 2001년 Bowdich호 

사건,564) 2006년 일본의 동해 수로측량/해양과학조사 사건565) 등을 통

해 이러한 유사활동에 대한 규율 문제가 부각된 바 있다.

  이러한 논란은 거의 대부분의 해양에 관한 조사활동에 대해 제기된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로측량566)과 군사조사567)는 제3차 해양법회

의 당시부터 그 규율 문제가 논의되었으나 연안국 간 입장차 속에 세부 

규정을 두지 못했다. 협약 채택 후 등장한 개념인 운용해양학(operational 

oceanography)과 생물탐사(bio-prospecting) 분야에 대해서도 유사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568) 엄밀하게 앞서 해양과학조사의 일환으로 설명한(238

면) 부이나 해양과학기지의 활동도 해양에 대한 감시와 예측을 위한 “운

용해양학”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위 운용해양학 또한 해양과학조

사의 틀에 따라 규율하고자 하는 실행도 유력하다.569) 에게해 대륙붕 잠

562) 이에 관한 지적은 김민철, 전게논문(각주 309), 156쪽.

563) 협약상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정의 규정의 부재 이유에 대하여는 Florian H. Th. Wegelein, 

Marine Scientific Research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5), p. 11. 한국의「해양과

학조사법」은 제2조 1호에서 “해양의 자연현상을 연구하고 밝히기 위하여 해저면, 하층토, 

상부수역 및 인접대기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또는 탐사 등의 활동”으로 정의한다.

564) 동 사례는 이석용, “국제해양법상 해양과학조사제도에 관한 고찰”,『과학기술법연구』,  제24

집 1호 (2018. 2), 204-205쪽 참조. Bowditch호 사건 당시 미측의 회신 내용은 J. A. 

Roach & R. W. Smith, supra note 32, p. 384.

565) 동 사건에 대한 설명 및 관련 논의는 신창훈, “일본의 동해 측량/조사계획 사건에 대한 국제

법적 평가”,『서울국제법연구』, 제13권 1호 (2006. 6), 116-131쪽. 

566) 수로측량에 대한 해양과학조사 규정의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의 상세 근거는 이석용, 전

게논문(각주 564), 202-203쪽; 김민철, 전게논문(각주 309), 166-168쪽 참조.

567) 군사조사에 있어 국가들의 입장차는 이석용, 전게논문(각주 564), 204-205쪽.

568) 운용해양학 및 생물탐사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은 이용희, 전게논문(각주 556), 436-440쪽; 

이석용, 전게논문(각주 564), 190쪽 참조.

569) 이석용, 상게논문, 210-2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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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치 사건(1976)에서 문제된 지진파를 이용한 자원탐사도 오늘날 협약 

체제에서는 해양과학조사의 일환으로 취급된다. 이처럼 해양에 대한 조

사활동은 그 외연이 매우 넓다.570) 그만큼 해양과학조사와 유사활동의 

규율을 둘러싼 논란 역시 광범위하게 펼쳐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논란이 규범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해양에 대한 조사활동에 위와 같은 논란이 결부될 경우 분쟁

의 양상이 더욱 복잡하게 된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2006년 동

해 수로측량/해양과학조사 사건 역시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

의 개념적 모호성을 활용하여 독도 주변 EEZ의 귀속 문제와 독도 영유

권 문제를 부각시킨 사안으로 평가된다.571)

  라. 해양환경보호 

  협약은 해양환경보호 분야에서도 연안국에 일정한 배타적 관할권을 인

정한다. 예컨대 EEZ와 대륙붕에서의 투기나 선박 기인 오염에 관하여는 

연안국의 입법‧집행관할권이 인정된다. EEZ와 대륙붕에 대한 투기는 연

안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안국은 이러한 투기를 허용‧규제‧통제

할 권리를 갖는다(제210조 5항). 또한 연안국은 EEZ와 대륙붕에서 투기에 

의한 해양환경오염의 방지‧경감‧통제를 위해 법령을 집행할 수 있다(제

216조 1항). EEZ에서 선박 기인 오염통제를 위한 연안국의 입법관할권도 

인정된다(제211조 5항). 이러한 법령을 위반한 외국선박이 연안국의 항구 

등에 자발적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제210조 1항). 

위 선박이 EEZ를 항행 중일 경우에도 위반 행위에 관한 정보요구 및 조

사, 선박의 억류를 포함한 소송제기가 가능하다(제220조 3항 내지 6항). 

  이처럼 투기나 선박 기인 오염에 있어 연안국에 일정한 관할권이 인정

됨에 따라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연안국들 간 관할권의 조정‧배분에 관한 

570)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수중드론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해양조사장치에 대한 

규율 문제가 대두되기도 한다. 수중드론의 규율문제는 이기범, “UN해양법협약은 수중드론 

운용문제를 규율할 수 있는가?”, 『국제법학회논총』, 제62권 2호 (2017. 6), 101-125쪽.

571) 김민철, 전게논문(각주 309), 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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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997년 한일 

간 Sunny Rose호 사건572)에서 당시 일본 관헌은 한일 간 경계미획정 

수역을 지나며 311리터의 폐유를 배출했던 한국 선적의 동 선박을 나포

하고 사법절차를 개시했다. 이는 폐유배출수역이 일본의 EEZ임을 전제

로 협약 제220조 6항573)을 적용한 결과였다. 그러나 추후 기국인 한국 

관헌의 공소제기로 일본 내 절차는 협약 제228조574)에 따라 종료되었

다. 당시 한국 측 공소제기가 없었다면 폐유배출수역의 법적지위를 둘러

싸고 일본의 관할권 행사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소지도 있었다. 한편 

2010년 한국 선적의 석탄벌크선 Oriental Hope호가 한중 간 중첩수역에 

좌초했던 사건도 있다. 당시 한국의 인양작업에 대해 중국 측 관공선은 

작업 허가 유무를 확인하고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위 인양작업은 중국 

측 입장에서는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당국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부수적

으로 해양환경에 대한 오염 등 손해가 야기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

한 사안이었다.575) 이는 중국 측의 관할권 행사 자제로 종결된 사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밖에 2015년 12월 한국의 독도 주변 산업폐기물 투

기구역 설정에 대해 일본 총리가 강경 대처를 지시했다는 소식이 보도된 

바 있다.576) 동해 수역은 한일 간 200해리 권원중첩수역으로 동 수역에 

572) 사건 개요는 김선표, “해양경계획정 이전의 해양과학조사와 해양환경보호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국제법 동향과 실무』, Vol. 2, No. 2 (2003), 97-99쪽.

573) 제200조 (연안국에 의한 법령집행)  6. 어느 국가의 EEZ나 영해를 항행하는 선박이 그 국

가의 EEZ에서 제3항에 언급된 위반을 하여 연안국의 해안이나 관련 이익, 또는 영해나 

EEZ의 자원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험이 있는 배출을 행하였다는 명백하

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그 국가는 […], 자국 법률에 따라 선박의 억류를 포함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74) 제228조 (소송의 정지‧제한)  1. 소송을 제기한 국가의 영해 밖에서 외국선박이 선박으로부

터의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이나 국제규칙과 기준을 위반한 

데 대하여 처벌하는 소송은, […] 소송이 시작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국이 동일한 

혐의에 대하여 처벌하는 소송을 시작한 경우 정지된다. […]

575) 김민철, 전게논문(각주 13), 180-181쪽.

576) “韓国の竹島周辺産廃投棄　首相「即刻対処」明言　韓国政府に区域の撤廃要求” (産經, 2015. 

12. 11). 기사 원문은 산케이신문사가 발행하는 월간후지의 공식사이트인 zakzak 홈페이지

(https://www.zakzak.co.jp/society/politics/news/20151211/plt1512111537002-n1.htm)에

서 확인 가능(2019. 3. 8. 최종확인); “한국, 독도 일본 해역에 폐기물 투기구역 설정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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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폐기물 투기구역의 설정 역시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일방적인 관할

권 행사로 인식될 수 있다. 앞서의 사례들은 모두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의 일방적 관할권 행사로 관련국 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었던 사안들이

었다. 이 점에서 잠정약정이 부재한 여타 분야에서의 갈등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문제양상이라 할 수 있다.

3.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위한 접근법

  가. 잠정약정 내 분쟁해결절차

  앞서 잠정약정이 존재하는 경우의 실질적인 문제는 규범의 공백과 상

대방의 협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행상 한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불가피한 규범의 공백과 잠정약정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할 수 있

는 이행상 문제는 근본적으로 상호이해의 정신에 따른 협력과 교섭을 통

해 타개해 나가야 한다. 이행의 문제는 물론이요, 규범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잠정약정의 보완이나 개정 역시 궁극적으로는 관련국 간 협력과 교

섭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호적인 협의가 늘 가능한 것은 아니

다. 그러한 협의가 상황의 원만한 타결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경

우에 따라 분쟁해결절차의 활용 등 법적수단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우선 규범의 공백에 따른 일방적 행위나 잠정약정의 운용을 저해하는 

상대방의 비협조나 불성실한 태도는 잠정약정 자체의 위반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상황에 있어 잠정약정 내 별도의 분쟁해결조항

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이 우선적인 선택지로 고려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하에서는 한반도 주변수역에 존재하는 잠

정약정 체제들의 분쟁해결조항의 주요특징을 간략히 살펴본다.

   (1) 일방적 절차 진행 불가

    (가)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베 즉각 대처하라”,『중앙일보』(2015. 12. 11); “한국, 일본 해역에 폐기물 버려”,『조선일

보』 (2008. 2. 11); “동해상 폐기물 투기구역 30% 줄어든다”,『조선일보』(200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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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제26조는 협정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당사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하고(1항), 이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부탁하도록 규정한다(2항 이하). 즉 협

정상 중재절차의 개시를 위해서는 ① 협정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분쟁의 

존재, ② 외교경로를 통한 해결 시도의 선행, ③ 협정상 규정된 절차에 

따른 중재위원회의 구성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동 규정에 마련된 중재절차의 활용에 있어 걸림돌은 일방의 중재회부

만으로는 중재위원회의 구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규정상 중재위원회 

구성을 위한 첫 단계는 일방에 할당된 1인의 중재위원의 임명이다.577)

이 때 어느 일방이 자국에 할당된 중재위원을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시키는 경우를 대비한 규정은 협정상 마련되어 있지 않다. ICJ는 과거 

평화조약의 해석 사건(1950)에서 유사 문제를 다룬 바 있다.578) 위 사건

에서는 분쟁해결을 위한 3인위원회 구성에 있어 일방이 자국위원의 임

명을 거부할 경우, 다른 일방이 임명한 위원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3의 

위원임명을 요청하여 2인만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 하는 쟁점이 있었다. 이에 대해 ICJ는 자국위원의 임명 거부가 국제

책임과 관련된 조약상 의무이행의 거부가 될 수 있으나 사무총장의 임명

권 행사를 위한 조건을 변경시킬 수는 없다고 했다.579)

577) 중재위원회 구성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각 당사국은 중재를 요구하는 일방의 각서가 타방

에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내 1인의 중재위원을 임명한다(2항 2문 전단). ② 제3의 중재위원

은 그 후 30일 내 위 2인의 중재위원의 합의에 따라 또는 위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한 제3

국 정부에 의해 임명된다(2항 2문 후단). ③ 제3의 중재위원 혹은 이를 임명할 제3국 정부

에 관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당사국은 국제사법재판소장에게 그 임명을 요청한다(3항).

578) 이 사건에서는 연합국과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간 1947년에 체결된 3개의 평화조약 

중 분쟁해결조항에 대한 해석이 문제되었다. 위 각 평화조약들의 분쟁해결조항에는 평화조

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분쟁당사국이 각각 1명의 위원을 임명하

고, 양 당사국의 상호 합의에 따라 임명된 제3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만약 1개월 

내 제3의 위원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일방 당사국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3

의 위원의 임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Interpretation of Peace Treaties Case (2nd 
Phase),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50, p. 226-227. 

579) Ibid., p. 227. 반면 Read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위 다수의견의 해석이 평화조약의 가치

의 중대한 부분을 상실케 하였고 평화조약의 일반적인 목적과 대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ibid., p.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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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밀하게 협정 제26조는 평화조약 해석 사건의 분쟁해결조항과 그 구

조가 다르다. 평화조약의 해석 사건에서 분쟁해결조항은 “양 당사국”(two 

parties) 간 제3의 위원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엔 사무총장에

게 그 선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협정 제26조에 따르

면 양 당사국의 “위원” 간에 제3의 위원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장에게 그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협정상으

로는 일방이 최초 자국 위원의 임명을 거부하면 제3의 위원 선정은 애

당초 문제 삼기 힘들다.580) 다만 평화조약 해석 사건에 따르면 협정상 

위원 선임 자체를 강제하지는 못하더라도 조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국가

책임의 추궁은 이론상 가능하다.581)

    (나) 한일어업협정

  한일어업협정 제13조는 별도의 분쟁해결조항을 두고 있다. 동 규정에 

의하면 협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은 먼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1

항), 이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양 체약국의 동의에 의하여(兩締約国の

同意により) 중재에 회부하도록 규정한다(2항). 즉 중재절차의 개시를 위해

서는 ① 협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의 존재, ② 협의에 의한 해결 시

도의 선행, ③ 양 체약국의 동의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 중재절차 역시 “양 체약국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일방적 진

행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업협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로서 여타 

분쟁해결절차에도 회부할 수 없는 사안은 상대국과의 합의가 없다면 제

3자적 해결에 호소하기 곤란하다. 동 협정의 전신인 1965년 한일어업협

정은 제9조에서 중재절차 개시를 위한 요건으로 체약국의 동의를 요구

하지 않았다.582) 그러나 新협정에서는 舊협정과 달리 “양 체약국의 동

580) 이석용 교수도 협정상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의 경우에 일방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평가한다. 이석용, 전게논문(각주 534), 118쪽.

581) 협정 제26조 2항도 “본조 제1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부탁한다(shall be referred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외교경로를 통한 교섭 실패시 중

재회부는 당사국들의 협정상 의무이다.

582) 1965년「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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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추가요건으로 기술했다.583) 아울러 2항 각 호의 절차 규정에 의할 

때 상대의 호응이 없으면 중재위원회의 구성은 곤란하다.

  한편 한중어업협정에는 별도 분쟁해결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타국과의 분쟁을 양자 간 협의에 의해 해결한다는 입장으로 

제3자적 분쟁해결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이러한 영향이 협정에도 투영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중일어업협정에도 분쟁해결조항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따라 한중 간 어업문제를 둘러싼 분쟁은 양자 간 교섭을 통

해 해결하되 이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양자가 합의하는 여타 

절차나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절차 회부를 모색해 볼 수 있다.

   (2) 그 밖의 절차 배제 문제

  개별 잠정약정상 분쟁해결절차의 활용이 상대국의 불응으로 진행될 수 

없을 경우에는 협약상 강제절차의 회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앞서 남중

국해 사건의 관할권 판정(2015)에 따르면 개별 조약상 분쟁해결조항에 

여타 절차에 대한 명시적 배제의 취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협약상 강

제절차는 적용 가능하다.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제26조나 한일어업협

정 제13조에는 이러한 명시적 배제의 문언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남중국해 사건의 판시 취지에 따를 경우 협약상 강제절차 적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남방참다랑어 사건(2000)의 입장에 입각할 때 위 

규정들에 의한 묵시적 배제의 취지가 인정될 여지는 없는가.584)

  생각건대 위 두 규정에 의한 협약상 강제절차 등 여타 절차의 묵시적 

배제는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 CCSBT 제16조와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제26조나 한일어업협정 제13조의 구조는 동일

협정」제3조, 1974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제26조도 중재회부 조항을 두고 있다. 두 협

정은 당사국의 동의에 대한 언급 없이 舊한일어업협정과 유사한 규정방식을 취하고 있다.

583) 당시 협상실무를 담당했던 정해웅 대사는 동 협정상 중재가 임의중재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정해웅, “EEZ 체제와 한일어업협정”,『서울국제법연구』, 제6권 1호 (1999. 6), 23쪽.

584) CCSBT 제16조 규정은 전게주 503 참조. 박현석 교수도 2001년 논문에서 한일어업협정 제

13조에 따른 협약상 분쟁해결절차의 묵시적 배제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박현석, “남방참

다랑어 사건: 배제되지 않은 절차의 배제?”,『국제법학회논총』, 제46권 1호 (2001), 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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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다. CCSBT 제16조는 위 두 규정에 비해 제법 자기완비적 구조

를 갖추고 있다. CCSBT 제16조는 비교적 폭넓게 분쟁해결수단을 열거

하고 있음에 반해 위 두 규정은 당사국 간 협의와 중재만을 언급하고 있

다. 2차적 분쟁해결수단으로도 CCSBT 제16조는 ICJ와 중재를 마련하고 

있으나 두 규정은 중재만을 두고 있다. CCSBT 제16조 2항 단서는 위 2

차적 분쟁해결수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도 1항에 의한 분

쟁해결을 모색할 책임이 계속됨을 규정함으로써 분쟁해결수단의 합의를 

위해 협의할 의무를 부과한다. 그러나 두 협정상으로는 분쟁해결을 위한 

협의나 중재회부 합의의 결렬을 대비한 별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구조뿐 아니라 교섭 당시 양국 협상담당자들이 여

타 절차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한 의도 또한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나. 해양법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

  협약상 강제절차의 적용 여부는 협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을 어떻

게 구성할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통상 연안국은 자국의 EEZ나 대륙붕의 

권원이 미치는 수역에서 권원중첩관계에 있는 타국의 일방적 해양활동에 

대해 자국의 주권적 권리나 관할권 침해로 청구를 구성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경계미획정의 권원중첩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행사에는 

제한이 있다. 즉 권원중첩국가와의 관계에서 배타성의 제한이라는 내재

적 한계로 인해 상대국에 그 침해금지를 법적의무로 강제할 수 없다. 이

는 곧 권원중첩국가와의 관계에서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본안단계에

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의미한다.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2017)에

서와 같이 경계획정을 전제로 소급적인 권리 침해를 주장해 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위 사건 판시에 따르면 권원중첩관계에 있는 국가의 “선

의”가 인정될 경우 권리침해가 인정되기는 곤란하다. 이러한 선의는 일

응 해당 수역에 상대국의 권원이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71-72면). 더욱이 일본을 제외한 한반도 주변수역의 국가

들은 제298조에 열거된 모든 유형의 분쟁에 대한 강제절차 배제선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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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태이다.585) 따라서 배제선언이 유효하게 작동하는 한 경계획정을 

선결조건으로 한 소급적인 권리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협약상 강제절차가 

애당초 적용될 수 없다. 경계획정문제를 재판소가 다룰 수 없기 때문이

다. 그러나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권리행사의 제한규범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즉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와 적절한 고려 의무의 해석‧

적용에 관한 분쟁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다만 잠정약정의 존부에 따라 

문제되는 분쟁의 형태나 주요 쟁점은 다소간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잠정약정이 존재하는 경우는 잠정약정의 운용을 저해하는 작위·

부작위 등 잠정약정 체제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협약상 강제절차를 통해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특히 이 경우는 잠정약정에 반하는 소극적인 

부작위 상황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다. 해양환경에 물리적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인 작위 없이도 협력과 교섭의 회피, 잠정약정 이행 해태를 통해 

잠정약정 체제를 무력화시키는 상황이 그 예이다. 다만 잠정약정의 존재 

그 자체가 관련국 간 협력의무 이행의 일차적 증거로서 단순한 잠정약정 

위반 사안은 잠정약정의 틀 내 마련된 협력의 기제를 통해 정상적인 규

율이 가능하다. 그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잠정약정의 정신에 반하거나 동 

체제를 형해화시키는 작위‧부작위 상황이 어느 정도 지속되어야 협약상 

강제절차의 적용을 통한 실체적인 의무 위반의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이 유형의 특유한 관할권 쟁점으로는 잠정약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제74조 3항과 제83조 3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이 성립 가능한지, 

잠정약정상 분쟁해결조항이 협약상 강제절차의 적용을 배제하는지의 문

제가 있다. 앞서 살핀 바에 따르면 잠정약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제74

조 3항과 제83조 3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은 성립 가능하다. 또한 

잠정약정상 분쟁해결조항이 여타 절차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

는 한 협약상 강제절차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본안단계에

585) 한국은 2006년 4월 18일, 중국은 2006년 8월 25일, 러시아는 1982년 12월 10일 협약 서

명시 최초 선언 후 1997년 3월 12일 협약 비준시 추가 선언. 한국의 배제선언 관련 내용은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유엔해양법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의 선택적 배제 선언서 기탁” 

(2006. 4. 20). 그 외 국가들의 배제선언 내용은 DOALOS 홈페이지(전게주 4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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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협력의무의 위반 여부가 주로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잠정약정 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주로 일국의 일방적 

행위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안들이 문제될 수 있다. 물론 교섭 제

안에 대한 불응과 같은 소극적인 부작위도 문제될 수도 있으나 대체로 

일방의 적극적인 작위에 따른 자제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상황이 전형적

일 것이다. 문제될 수 있는 작위는 직접적인 일방적 행위뿐만 아니라 상

대국의 행위에 대한 법집행 등 대응조치의 형태로도 가능하다. 

  이 경우 잠정약정 체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281조 1항에 따른 협

약상 절차의 배제 여부는 고려될 필요가 없다. 다만 경계미획정 상황에 

따른 제297조, 제298조의 해석·적용상 문제 등이 별도의 관할권 쟁점으

로 문제될 수 있다. 본안단계에서는 협력의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제의

무 위반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될 가능성이 높다.

<표 8 - 한반도 주변수역의 분야별 분쟁해결절차 적용상 특징>

  다만 앞서 잠정약정의 존부에 따른 주요 특징들은 대체적인 구분에 불

과하며 실제 각종 규범의 적용양상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

질 수 있다. 이하에서는 잠정약정의 존부를 기준으로 실제 한반도 주변

수역의 각종 사례에 대한 협약상 강제절차의 적용양상을 살펴본다.

잠정약정상 분쟁해결절차 유엔해양법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

구분
협정내 

절차
관할권 쟁점 주요 위반 가능규범

대륙붕
한일

한일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중재
o 잠정약정의 존재

o 제297조, 제298조
협력의무

한중 X X o 제297조, 제298조 자제의무

어업
한일 한일어업협정 중재 o 잠정약정의 존재

o 제297조, 제298조

협력의무

(규범 공백에 따른 일방적 

행위의 경우 자제의무)한중 한중어업협정 X

해양과

학조사
잠정약정 X o 제297조, 제298조 자제의무



- 249 -

제2절 잠정약정의 존재 영역

1. 한일 간 동중국해 대륙붕 문제

  가. 문제양상

  잠정약정의 존재 영역 중 대륙붕의 탐사‧개발과 관련하여 한반도 주변

수역에 상존하는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는 1974년 한일대륙붕공동개발

협정의 이행 문제라 할 수 있다(229-231면). 동 협정은 북해대륙붕사건

(1969)에서 제시된 육지영토의 자연연장론과 형평의 원칙에 따른 경계획

정 개념에 입각하여 체결된 것이었다.586) 이에 따라 협정상 공동개발구

역(그림 10)의 동쪽경계선은 한국의 1970년「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

령」상 7광구의 좌표에 따라 자연연장에 따른 한국 측 대륙붕의 외측한

계를 대략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한편 공동개발구역의 서북쪽 경계선

은 제주도와 단죠군도(男女群島) 및 토리시마(鳥島) 간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587) 일본의 양국 간 중간선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협정 체결 후 1982년 협약 체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제법상 

대륙붕 개념과 경계획정의 원칙에 다소간 굴곡이 생기게 되었다. 협약 

체제는 자연연장 개념에 입각한 지질학적 기준과 200해리 거리기준을 

함께 도입했다(제77조 1항). 경계획정의 원칙 역시 형평의 원칙과 등거리

선․중간선 원칙의 대립 속에 그 어느 손도 들어주지 않은 타협적인 결론

에 도달했다(제74조 1항·제83조 1항). 이에 따라 협약의 채택을 전후하여 

ICJ에서 최종판결이 내려진 튀지니-리비아 대륙붕사건(1982)과 리비아-

몰타 대륙붕사건(1985)에서는 EEZ와 대륙붕 체제 간의 통합적 시각이 

제시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小田滋 재판관은 대륙붕의 자연

연장 개념이 EEZ 제도의 도입으로 그 중요성을 상실했으며 EEZ와 대륙

586) 동 협정의 체결배경 및 국제법적 의의에 관하여는 신창훈, “대한민국의 대륙붕선언의 기원

과 1974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의의”,『서울국제법연구』, 제13권 2호 (2006. 12.), 

63-78쪽; 구체적인 체결 경위는 김석우‧정인섭 (황명준 정리), “특별좌담: 한국의 대륙붕 선

언 40주년”,『서울국제법연구』, 제17권 1호 (2010. 6), 193-211쪽 참조. 

587) 박덕배,『동북아해양영토전』, (블루&노트, 2013), 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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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의 경계획정 원칙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588) 나아가 200해리 거

리기준에 따른 “내측대륙붕”과 지질학적 기준에 따른 “외측대륙붕”을 구

분하며 양 제도의 융화에 따른 단일경계론을 주장했다.589)

  이는 오늘날 일본의 단일경계획정 개념과 양안 간 400해리 미만 수역

에서 내측대륙붕 우위론의 이론적 토대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은 

1996년 6월 14일 제정‧공포된 자국의「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

한 법률」(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に関する法律)에서 중간선 원칙을 EEZ와 대

륙붕의 경계획정 원칙으로 입법화했다(제1‧2조). 실제 한국의 동중국해 방

면 대륙붕한계정보에 대한 일본의 반박구상서에서는 400해리 미만 수역

에서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외측한계 설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읽

을 수 있다.590) 위 주장들은 그 자체로 동중국해에서 대륙붕 경계획정과 

한일공동개발체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충분히 짐작케 한다. 현재 양국

은 2025년 6월부터 본 협정을 일방 폐기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591)

  협정 체제의 동결에는 이처럼 대륙붕의 개념과 경계획정에 관한 국제

법의 변화, 자원매장의 불확실성, 경제성 측면에서의 시각차 등 여러 요

인이 작용하고 있다. 물론 협정의 이행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분쟁의 

존부, 협정 및 협약상 의무 위반 여부 등의 법적쟁점은 구체적인 사실관

계를 토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다양한 변

수들을 별론으로 하고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분쟁해결 관점에서 현재 

협정의 동결 상태를 일응 당사국 일방의 잠정약정에 대한 이행 해태 또

는 거부에 따른 분쟁상황으로 단순화시켜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러

한 잠정약정의 불이행에 대해 협약상 강제절차의 적용양상은 어떠한가.

588) Continental Shelf (Tunisia / Libyan Arab Jamahiriya), Judgment, ICJ Reports 1982, 

Dissenting Opinion of Judge Oda, para. 107, 145. Evensen 재판관도 유사한 견해를 피

력했다. Dissenting Opinion of Judge Evensen, para.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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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senting Opinion of Judge Oda, paras. 58, 60-61.

590) Permanent Mission of Japan to the United Nations (SC/13/019, 11 January 2013).

591) 협정은 50년 간 유효하며 일방이 종료 3년 전 서면통고를 통해 최초 50년 기간의 종료시 

또는 그 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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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할권 쟁점

   (1) 청구의 구성

  그 어느 일방도 적극적인 작위로 나아가지 않는 잠정약정의 동결 상태

에서 자제의무 위반은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 그러나 잠정약정의 

지속적인 이행 해태 내지 그 이행을 위한 교섭의 거부는 협약 제74조 3

항과 제83조 3항상 협력의무의 위반 문제를 발생시킨다.592) 즉 공동개

발협정의 미이행 내지 이행 거부 상황에 대해서도 협력의무의 해석․적용

에 관한 분쟁으로 청구의 구성이 가능하다. 다만 잠정약정이 발효 중인 

상황에서 제74조 3항 및 제83조 3항상 협력의무가 조약상 의무로 직접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잠정

약정 체결을 위한 노력을 규정한 문언과 취지, 잠정약정의 규범상 공백 

등 각종 한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잠정약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협

력의무는 계속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동 의무의 해석․적

용에 관한 분쟁으로의 협약상 강제절차의 적용도 가능하다(216-218면).

  한편 제56조 2항의 적절한 고려 의무를 통한 청구 구성도 가능하다. 

해저 및 하층토상 무생물자원의 탐사‧개발에 관한 권리는 EEZ에 관한 

권리로도 보호된다(제56조 1항(a)). 따라서 상대방의 EEZ 권원이 미치는 

수역 내에서 양국은 제56조 2항에 따라 연안국으로서 상대방의 권리를 

적절히 고려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2) 협약상 강제절차의 배제 여부

  우선 잠정약정상 분쟁해결조항의 존재로 인해 협약 제281조 1항에 따

른 협약상 절차 배제 문제도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협정 제26조가 명

시적으로 여타 절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배제 역시 

인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245-246면). 따라서 제281조 1항의 적

용 문제는 협약상 관할권 성립에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

592) 최지현‧현대송‧김원희‧김주형‧김민‧정유민‧김민철, 전게서(각주 531), 95-99쪽, 110-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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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대륙붕의 탐사․개발에 관한 분쟁은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분쟁에 포섭되므로 제297조의 강제절차 당연배제 규정의 적용 여

부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에서는 대륙붕의 

탐사․개발을 둘러싼 제74조 3항․제83조 3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에 

대해 제297조 적용 여부가 직접 문제된 바 있다. 당시 재판소는 제297

조 3항(a) 단서에 “무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집행”과 관련된 분

쟁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분쟁은 강제절차의 적용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171-172면).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는 제297조의 적

용범위에 관한 논란과 무관하게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주권적 권리 행사

와 관련된 분쟁에는 제29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제297조는 경계가 획정된 일국의 EEZ와 대륙붕에서의 권리행사에 대해

서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이다(186-190면). 이 점에서 동중국

해 대륙붕의 탐사․개발에 관한 분쟁의 협약상 강제절차 적용에 있어 제

297조 역시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제74조 3항․제83조 3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에 대한 제

298조 1항(a)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한국은 위 규정에 따른 

배제선언을 한 상태이다. 그러나 협력의무는 전형적인 행위 의무로서 잠

정약정의 이행 해태에 따른 그 위반 여부의 판단은 경계선의 획선과 무

관하다. 따라서 제298조 1항(a)도 관할권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

으로 판단된다(206-207면).

  다. 적법성 판단 

  협정 체제에서 일방의 조광권자 미지정 및 협력의 부재는 협정에 대한 

사실상 이행 거부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 양국의 조광권자 지정 없

이 협정상 공동탐사‧개발 자체가 곤란하다(전게주 533). 따라서 지속적인 

조광권자의 지정 회피는 협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전체 협정에 대한 이

행 거부를 구성하게 된다. 현재 협정 동결이라는 현상의 기저에는 개별 

국가 간 협정의 이행에 대한 시각차를 비롯하여 세부적인 이행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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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수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문제의 협의와 해결을 위해 협

정은 그 자체에 한일공동위원회(제24조)와 같은 협력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일방의 요청시 협의의무(제29조), 협정이행을 위한 국내조치의무(제

30조)도 규정한다. 따라서 조광권자의 지속적인 지정 해태, 한일공동위원

회 개최 및 협의의무의 미준수, 관련 국내조치의 해태 등은 협정상 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협약 제74조 3항과 제83조 3항의 협력의무에도 위반될 

수 있다. 그간 동 의무에 관한 판례법리 역시 교섭의 불응‧지연, 합의된 

절차의 무시, 주장 변경가능성에 대한 미고려, 비례성을 결여한 극단적 

주장, 상대방 이익의 고의적 무시 등을 의무 위반으로 평가한다(86면). 

  차고스 군도 사건(2015)에서는 적절한 고려 의무의 해석‧적용에 있어 

신의성실한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141-142면). 이러한 협의의 노력은 

자국의 행위로 영향을 받을 타국에 대한 진지한 배려의 일환으로 요구된

다. 따라서 조광권자 미지정 등으로 일체의 해양이용의 가능성을 동결시

켜 버리는 것은 타방의 권리에 대한 적절한 고려에도 반할 수 있다. 

  이처럼 협정 체제와 같은 잠정약정의 이행 해태 또는 이행 거부에 대

해서는 이론상 협약상 강제절차를 통한 협력의무, 적절한 고려 의무 위

반의 확인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2. 어업 문제

  가. 문제양상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어업 분야에 있어서는 비교적 잠정약정 체제가 

충실하게 구비되어 있다. 어업 질서는 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도 잠정약정 체제의 수립 필요성이 다른 분야들에 비해 상

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잠정약정의 틀에서 규율될 수 없는 문제들도 존

재한다.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협약상 강제절차의 적용이 논의될 수 있

는 문제양상은 크게 ① 규범의 공백에 따른 일방적 행위(233-235면), ② 

잠정약정의 운용저해(235면)로 구분될 수 있다.593)

593) 잠정약정의 해석‧적용상 다툼(236면)으로 인한 잠정약정의 미이행이나 일방적 행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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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규범의 공백에 따른 일방적 행위 항목은 잠정약정의 존재에

도 특정 수역이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이 부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상황을 의미한다. 즉 잠정약정의 규범상 공백 영역에서 일국의 일방

적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자유조업수역에서

의 남획 문제를 들 수 있다. 이 문제는 일차적으로 어업협정상 어공위 

등 잠정약정의 틀 내에서 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 적절한 고려 의무도 적용되므로 협약상 강제절차를 

통한 의무 위반의 확인도 가능하다. 규범의 공백에 따른 일방적 행위는 

비록 잠정약정이 존재하는 상황임에도 적극적인 작위로 인한 자제의무 

위반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특색이 있다. 표면적으로는 잠정약정이 존재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잠정약정의 부존재 영역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 점에서 아래 잠정약정의 운용저해 항목과 그 성격이 구분된다.

  두 번째, 잠정약정의 운용저해 항목은 어업협정의 원활한 운용을 저해

하는 각종 작위․부작위 상황을 통칭한다. 잠정약정의 이행 거부에까지는 

못 미치나 일방의 의무이행 해태로 인해 사실상 잠정약정 체제가 정상적

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예컨대 불법조업 

문제가 그 정도가 심화되어 어업협정 체제가 실효성을 상실하는 상황도 

가정해 볼 수 있다. 불법조업 문제는 중간적 성격의 수역에서 기국의 단

속 해태나 타국의 EEZ로 간주되는 수역에서 자국 어민의 불법조업에 대

한 계도 및 방지 해태 등 기국의 부작위가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부작위들은 어업협정 자체의 불성실한 이행에 해당된다. 이 경우 역시 

우선적으로는 어공위 등 잠정약정의 틀 내에서 그 해결을 도모할 수 있

을 것이다. 아울러 협약상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 적절한 고려 

의무의 적용을 전제한 협약상 강제절차 회부도 고려될 수 있다. 

  덧붙여 자유조업수역에서의 남획이나 불법조업 문제 공히 구체적인 의

갈등 상황에도 협약상 강제절차 적용이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구체 규정의 해석‧적용상 다

툼 자체는 잠정약정의 공백이나 이행상 문제와 같이 협약상 규범들의 잠정약정 내로의 침투

를 통해 직접 규율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므로 이 글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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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위반의 판단은 “상당한 주의 의무”의 준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해당 수역에서 생물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해 기국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

하였는가, 자국 어민의 불법조업 방지를 위해 보장할 의무를 준수하였는

가 하는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어업분야의 경우 통상 조업에 관여

하는 직접 주체는 기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기국의 “상당한 주의 의무” 

준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다.

  나. 규범의 공백에 따른 일방적 행위

   (1) 관할권 쟁점

  규범의 공백에 따른 일방적 행위의 가상적 사례로 한중어업협정상 현

행어업활동 유지수역에서 남획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중국 어선의 

남획으로 논란이 되었던 이어도 주변수역 역시 동 협정상 현행어업활동 

유지수역에 속한다.594) 동 수역은 한중어업협정의 대상수역에 포함되나 

연안국의 법령이 상대국 국민과 어선에 적용되지 않고 어공위 역시 별다

른 권고나 결정 권한이 없어(제9조) 사실상 공해와 유사하게 규율된다. 

  그러나 동 수역 역시 양국의 EEZ 권원이 중첩되는 수역이므로 협약 

제74조 3항의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는 유효하게 적용된다. 비록 

경계획정 이전이나 연안국의 지위에서 양국에는 제56조 2항의 적절한 

고려 의무 역시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 수역에서 일방의 과도한 남획은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 적절한 고려 의무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

쟁으로 청구를 구성하여 협약상 강제절차의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잠정

약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는 계속 적용되

므로 제74조 3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은 성립 가능하다(216-218면).

  제15부 1절과 3절로 인해 협약상 강제절차가 배제될 가능성은 희박하

다. 우선 한중어업협정상 별도 분쟁해결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

로 제281조 1항에 따른 협약상 절차의 배제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한

594) 관련 문제에 대한 지적은 이용희, 전게논문(각주 13), 37쪽. 위 글에서는 이어도 주변수역의 

생물자원 보존을 위하여 한국이 의무 이행을 해태하고 있거나 한중 양국이 협력의무를 이행

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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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자유조업수역에서의 어민들의 남획과 그에 대한 기국의 통제를 연안

국의 어업에 관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파악한다면 위 사안에도 제297

조 3항(a) 단서의 적용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강제절차의 당연배제

를 규정한 위 규정은 일국의 EEZ에만 적용되며 경계미획정 수역에 대해

서는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위 규정에 따른 강제

절차의 배제도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186-190면). 끝으로 한중 모두 

제298조 1항(a)에 따라 해양경계획정분쟁에 대해 강제절차의 적용배제 

선언을 한 상태이다. 그러나 자제의무 위반의 판단이 반드시 경계획정의 

기준이나 방법론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207-209면). 더구

나 자국 어민의 남획방지의 해태는 행위의무로서 성격을 갖는 “상당한 

주의 의무”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처럼 자제의무 위반 판단이 “상당한 

주의 의무”의 준수 문제와 관련을 맺는 이상 제298조 1항(a)에 따른 배

제선언의 작동으로 강제절차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2) 적법성 판단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와 적절한 고려 의무는 규범 자체는 구분

되나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적용국면은 사실상 동일하다. 양 의무는 공

통적으로 신의성실한 협력과 상대국에 대한 배려 하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요구한다. 협약상 경계미획정의 EEZ에 직접 

적용이 예정된 규정은 제74조 3항이며 어업 분야에 대해서도 신의성실

한 협력과 자제 의무는 당연히 적용된다. 따라서 협력과 자제의 큰 두 

축을 중심으로 한 적법성 판단의 틀은 어업 분야에서도 유지될 수 있다. 

다만 어업 분야의 판례법리가 적절한 고려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점

(150면)을 감안할 때 적절한 고려 의무 위반의 판단기준이 위 적법성 판

단의 틀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협력의무 이행의 측면에 있어서는 어공위 등을 통한 교섭

의 성실성과 진정성, 문제해결을 위한 소통의 노력 등이 평가요소가 될 

수 있다. 적절한 고려 의무에 있어서도 신의성실한 협의가 강조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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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동일하다. 한중어업협정의 전문에 투영된 어업자원 보존과 이용을 위

한 협력의 정신은 현행어업활동 유지수역에서의 생물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한 교섭‧협력 의무를 뒷받침한다.595)

  한편 자제의무 위반 판단에 있어 어업분야에 해양환경에 대한 영구적

인 물리적 영향 기준이 직접 적용된 사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David Anderson과 Youri van Logchem의 분석에 따르면 중첩수역에서 

일방적 남획 역시 위 기준에 따라 자제의무의 위반 소지가 높은 행위로 

평가되었다(101-102면, 표 5). 적절한 고려 의무 측면에서 상대국의 “권

리” 요소를 추가로 고려할 경우에도 유사한 결론이 가능하다. 여기서 조

업행위의 주체는 기국의 어민이라는 점에서 기국이 생물자원의 보존‧관

리를 위해 충분히 노력하였는지, 즉 “상당한 주의 의무” 위반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동할 수 있다. 만약 국가가 직접 그 어획을 적극 장려하였다

고 하면 상당한 주의 의무 위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는 남

중국해 사건(2016)에서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기국의 방조‧묵인에 대해 

상당한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된 것과 동일한 맥락의 상황이 된다.

  다. 잠정약정의 운용저해

   (1) 관할권 쟁점

  잠정약정의 운용저해 문제에 관하여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를 

가상의 사례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중 간 잠정조치수역에서 중

국 정부의 자국 어선에 대한 단속 해태와 한국의 EEZ로 간주되는 수역

에서 자국 어민의 불법조업에 대한 계도 및 방지 해태를 협약상 강제절

차를 통해 문제 삼을 수 있다. 물론 이 경우도 기본적인 청구는 협약 제

74조 3항의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와 제56조 2항의 적절한 고려 

의무의 위반 문제로 구성될 수 있다. 이 때 주요한 관할권 쟁점은 앞서 

자유조업수역에서의 일방적 남획과 동일하며 그 결론도 대동소이하다

595) 한중어업협정은 전문에서 “양국이 유엔해양법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동관심사항인 해양

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해상에서의 정상적인 조업질서를 유지”하며, 

“어업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을 강화‧증진”하기 위하여 동 협정을 체결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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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56면). 특히 기국의 단속 및 불법조업 방지 해태 역시 행위의무 위

반의 성격을 가지므로 제298조 1항(a)에 따른 배제선언 역시 관할권 성

립에 장애가 될 여지는 없다.

   (2) 적법성 판단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 적절한 고려 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 역

시 기본적으로 앞서 자유조업수역에서의 남획 사례와 동일하다. 특히 

“상당한 주의 의무”로서의 적절한 고려 의무 위반의 판단기준이 활용될 

수 있다. 남중국해 사건(2016)의 기준을 토대로(147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법령의 채택 여부, 실질적인 집행과 감시‧감독 여부, 개별 사안별 

조사·처벌·구제 등 후속 조치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이는 

동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국가의 조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부작위에 의한 의무 위반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적 작위 사

안과 달리 의무 위반의 입증상 어려움이 불가피하다. 남중국해 사건

(2016)에서 적절한 고려 의무 위반 판단의 기초사실로 중국이 해양감시

선의 운용 등을 통해 자국 어선들을 비호한 정황이 확인되었다(144-146

면). 그러나 한중 간 황해 수역에서는 어업협정의 존재로 인해 어업관할

권에 관한 인식이 비교적 일치한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묵인‧방조가 노

골적으로 현출되는 상황을 상정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상대국이 자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근절을 위한 계도와 방지

의 노력을 다한다면 그 의무 위반이 입증되기는 힘들 것이다.596) 이 점

에서 이론상 불법조업 문제에 협약상 강제절차의 적용은 가능하나 입증 

문제 등으로 실제 협약상 의무 위반 도출에 이르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

이 따를 수 있다. 다만 불법조업 후 도주한 자국 어민의 은닉, 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한 고의적 불응 등의 사유는 의무 이행의 해태 사유로 평

가될 수도 있다.

596) 황해상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중국 정부가 자국어민의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방치하고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 바 있다. 관련 설명은 신상철,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해사법연구』, 제25권 3호 (2013. 11), 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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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잠정약정의 부존재 영역

1. 대륙붕의 일방적 탐사개발

  가. 문제양상

   (1) 일반적 양상

  잠정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에서 갈등양상은 대체로 일국의 일방적 

행위로부터 촉발된다. 앞서 살핀 과거 한중 간 황해 대륙붕에서의 시험

굴착을 둘러싼 갈등양상(231-233면)에서와 같이 대륙붕에 대해서도 일방

적인 탐사‧개발행위597)가 주된 갈등의 단초가 된다. 그간 자제의무의 해

석론이 대륙붕에 관한 규범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데서 알 수 있듯

(119-120면) 중첩 대륙붕의 일방적 탐사‧개발은 여타 분야에 비해 비교적 

오래 전부터 문제되어온 사안이다. 그러나 중첩 대륙붕을 공유하는 국가

들 간 관계에서 일방의 단독 탐사‧개발이 타국의 주권적 권리에 대한 침

해를 직접 구성할 수는 없다. 더구나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제298조 1항

(a)에 따른 배제선언의 작용으로 경계획정을 전제로 한 소급적인 권리침

해 주장은 협약상 분쟁해결절차에서 다투어질 수 없다. 이에 따라 한반

도 주변수역에서의 일방적 탐사‧개발에 따른 문제상황 역시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 적절한 고려 의무와 같은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권

리행사의 제한규범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2) 중일 간 동중국해 사례

  현재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대륙붕의 일방적 탐사‧개발을 둘러싼 갈등

양상을 가장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동중국해 수역이다. 한일

공동개발구역 바로 아래의 중일 간 중간선 부근 수역에서는 중국의 일방

적 자원활동으로 인한 중일 간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 

597) 여기서 “탐사”라 함은 지진파를 이용한 자원탐사의 수준을 넘어서는 시험굴착 이후 본격 개

발 단계 이전의 탐사를 의미한다. 지진파를 이용한 자원탐사의 문제는 응용된 해양과학조사

의 일환(제246조 5항(a))으로 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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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2003년 8월부터 춘샤오(春曉, 일본명: 시라카바(白樺)) 유·가스전(중

국어: 油气田, 일본어: 油ガス田, 이하 “가스전”으로 약칭) 건설에 본격 착수한 사

실이 일본 측에 알려지면서 동중국해의 자원개발문제는 양국 간 외교문

제로 비화되었다. 동 가스전은 일본이 상정하고 있는 양국 간 가상중간

선 以西 4-5km 수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른바 빨대효

과(straw effect)에 따라 중국의 동 가스전 개발이 중간선 以東 수역의 자

원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598) 이를 계기로 양국은 관련 

협의를 진행한 끝에599) 양국 외교부는 2008년 6월 18일 각기 동중국해 

수역에서의 양국 간 공동개발합의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2008년 합의600)에 따른 공동개발구역은 7개 좌표로 형성된(공동개발 

598) 일본은 동중국해 가상중간선 以西 수역에서 츈샤오(春曉) 이외에도 핑후(平湖), 찬쉐(殘雪), 

똰챠오(斷橋), 텐와이텐(天外天) 등 여타 가스전 개발에 대해서도 우려를 갖고 있었다. 정갑

용,『중·일 간 동중국해 대륙붕 분쟁과 우리의 정책방향』(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12), 

16-17쪽. 춘샤오(春曉) 가스전을 둘러싼 대강의 분쟁경위는 이덕성, “동중국해 춘샤오(春曉) 

가스전 분쟁에 관한 법적 고찰”,『한국해법학회지』, 제28권 2호 (2006. 11), 210-221쪽. 

2000년대 초반까지 중국의 탐사·개발활동에 대한 소개는 김선표, “한·중·일 3국 간 해양경

계획정 관련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국제법학회논총』, 제46권 2호 (2001. 8), 57쪽.

599) 양국 간 국장급 협상의 각 회차별 진행상황 및 양측의 입장에 관한 대략적인 소개는 가우, 

“중일 동중국해 공동개발의 중국대륙붕 연장전략에의 영향”, 양희철 편,『국제해양질서의 변

화와 동북아 해양정책』(한국해양연구원, 2009), 320-322쪽.

[그림 13] 중일공동개발구역 

(김경신, 하게주 601)
[그림 14] 중일공동개발구역과 

한일공동개발구역 (양희철, 하게주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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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 제1조) 다각형의 해역으로601) 약 2,700㎢에 이르며602) 한일공동개

발구역으로부터 1km가 채 못 되는 남서쪽 수역에 위치해 있다. 중일 간 

위 합의는 공동개발구역의 좌표만 설정해 두고 구체적인 개발지점과 실

시에 관한 사항은 양측이 협의를 통해 확정하도록 규정한다(공동개발 양해 

제2조·3조). 그러나 양국은 후속합의 체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동개발

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채 중국의 중간선 以西 수역에 대

한 일방적 자원개발 지속에 따

른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활동에 대응하

여 2015년 7월 중간선 부근 중

국 측 해상구조물의 항공사진을 

외무성 홈페이지에 공개했

다.603) 2019년 3월 29일 갱신

된 최근 게시물에 따르면 중간

선 부근 수역에는 총 16기의 구

조물이 확인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위 코너에서 중국의 일

방적 자원개발에 유감을 표명하

600) 동 합의는 “동중국해에서 양국 간 협력에 관하여(공동언론발표)”, “동중국해 공동개발에 관

한 양해”(이하 “공동개발 양해”로 약칭), “춘샤오 유‧가스전 개발에 관한 양해”의 세 부분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일문본은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https://www.mofa.go.jp/mofaj/area/chin 

a/higashi_shina/press.html) 참조(2019. 5. 16. 최종확인). 영문번역본은 Jianjun G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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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g., 2009), 

pp. 302-303. 중문본을 기초로 한 국문번역은 가우, 전게논문(각주 599), 322-323쪽 참조.

601) [그림 13]은 김경신, “중일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의 의미와 시사점”, 해양수산동향, 

Vol. 127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 7. 7), 4쪽. [그림 14]는 양희철, “중일 동중국해 

자원 개발 합의의 법적 해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국제법학회논총』, 제57권 1호 

(2012. 3), 37쪽에서 발췌함.

602) 양희철, 상게논문, 35쪽.

603) “急増中の中国・東シナ海ガス田施設、写真公開　新設１２基、うち５基はこの１年で　菅長官

「極めて遺憾」”, 産經新聞 (2015. 7. 22).

[그림 15] 중일 중간선 부근 중국 해상시설물 위치도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하게주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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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동 행위의 중단과 2008년 합의 관련 교섭재개를 요청하고 있다.604)

  이하에서는 위 중일 간 동중국해 자원분쟁을 가상적 사례로 하여 협약

상 강제절차의 적용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참고로 위 중일 간 사례는 

한중 간 황해 대륙붕에서의 갈등이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종료 후 

동중국해에서 한중일 간 관계에도 그 적용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관할권 쟁점

   (1) 당연배제 규정의 적용 문제

  잠정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대륙붕에 대한 일방적 자원탐사‧개발

의 협약상 강제절차 적용시 문제될 수 있는 관할권 쟁점은 제297조와 

제298조의 적용 문제이다. 우선 제297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권원중첩의 경계미획정 수역에서는 동 규정의 적용이 곤란하다

고 판단된다. 중첩 대륙붕에 대한 시험굴착이 문제된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에서 “무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집행”과 관련된 분쟁

은 강제절차의 적용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171-172면). 위 판

단은 동중국해에서 중일 간 갈등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2) 배제선언의 문제

    (가) 일본 학계의 논의

  다음으로 중국의 제298조 1항(a)에 따른 배제선언의 효과가 검토되어

야 한다. 특히 西村弓 교수는 2017년 발표된 논문에서 동중국해에서 중

국의 일방적 자원개발에 대한 협약상 분쟁해결절차 활용 문제에 대해 비

교적 상세히 검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동 교수는 일본의 입장에서 위 

문제에 대한 협약상 강제절차의 회부가 녹록하지 않다고 본다. 

  우선 동 교수는 제298조 1항(a)에 따른 배제선언 하에서도 제74조 3

항과 제83조 3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의 협약상 강제절차 회부가 

604)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 “중국에 의한 동중국해에서의 일방적 자원개발 현황”(中国による東

シナ海での一方的資源開発の現状”란 (https://www.mofa.go.jp/mofaj/area/china/higashi_shi

      na/tachiba.html) 참조(2019. 7. 29. 최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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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는 입론이 제기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다만 동중국해에서의 중

국의 행위를 제83조 3항 위반으로 구성하여 협약상 강제절차에 회부할 

경우 동 규정상 자제의무가 적용되는 지리적 범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① 우선 경계획정문제와 단절시켜 청구를 구

성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권원주장이 중첩되는 수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

야 하는데, 이 경우 중국이 주장하는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도 동 의무

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상세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西村 

교수는 이를 일본이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인다. 이에 더하여 설령 

200해리 권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동중국해는 대부분 권원이 중복된다

고 지적한다.605) ② 이어서 西村 교수는 자제 의무의 지리적 적용범위를 

좁혀 경계획정 결과 자국에 귀속될 가능성이 높은 수역에 국한하여 중국

의 자제의무 위반을 다툴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자제의무 위반 판단에 있어 경계획정에 대한 판단이 전제가 될 수 있으

므로 제298조 1항(a)의 적용으로 재판소의 관할권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다. 또한 설령 제298조 1항(a)의 제한을 회피하여 재판소

의 관할권이 인정되더라도 중간선에 대한 판단 결과 일본에게 불리한 결

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해안선의 길이 등 관련 사정을 고려

할 때 중일 간 중간선은 오히려 일본 쪽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중국의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수역은 중간선에서 더욱 멀어지게 

되어 자제의무 위반의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606)

  한편 西本健太郞 교수는 1년여 뒤 발표된 2018년 논문에서 위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특히 그는 자신이 연구진으로 참여했던 

BICCL Report(2016)를 원용하면서 西村 교수의 분석과 달리 자제의무의 

지리적 적용범위의 관념을 별도 상정하지 않는 견해도 있음을 지적했

다.607) 그러면서 그는 2008년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일 관계의 맥락에서 

605) 西村弓, 前揭註 226, 41ページ.

606) 西村弓, 前揭註 226, 42-43ページ.

607) 西本健太郞,, 前揭註 257, 20ページ. 西本 교수는 그러한 견해로 BICCL Report, supra 



- 264 -

중국의 일방적 행위의 지속이 최종합의의 도달을 저해하는지 여부에 대

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298조 1항(a)의 효과에 관하여는 자

제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분쟁의 경우 제298조 1항(a)의 적용이 배제된

다는 견해도 설득력이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충분한 선례나 논의의 축

적이 없어 확실한 전망이 어렵다는 유보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608)

    (나) 검 토

  이처럼 일본 학계의 논자들은 중국의 일방적 자원개발의 협약상 강제

절차 적용 문제에 대해 그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인 활용에 대해

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서 西村 교수와 같이 자제

의무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리적 공간을 양국의 경계선에 대한 주장을 토

대로 제한하고자 하는 경향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먼저 자제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수역의 관념은 타당한가. 기본

적으로 西村 교수는 자제의무의 적용범위를 일정한 분쟁수역으로 제한하

고자 한다. 이는 다음의 이유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① 우선 일본은 

양안 간 거리 400해리 미만 수역에서 중간선에 따른 경계획정을 주장하

며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권원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제298조 1

항(a)의 제한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증간선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

과 같은 경계획정의 기준론을 배제하고 자제의무 위반 판단이 가능해야 

한다. 즉 경계선 주장의 당부를 재판소가 판단할 필요가 없도록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쌍방의 권원주장을 온전히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 

자제의무의 적용수역을 설정해야 하는데, 중국의 200해리 이원의 대륙

붕 권원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앞서 일본의 입장에 반하게 된다. ② 또한 

동 교수의 이해에 따르면 당사국 간 다툼이 있는 분쟁수역이 확대될수록 

자제의무의 적용수역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대방의 권원주장

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 자제의무의 적용수역을 설정한다면 일본 역시 양

note 10, pp. 19-31을 출처로 적시하고 있다. 위 지리적 적용범위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이 

글 89-90면 참조.

608) 西本健太郞,, 前揭註 257, 22ペー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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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간 중간선으로부터 자국 측에 가까운 수역의 상당 부분에 있어 자제

의무의 적용을 받게 된다. 중국이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외측한계를 

주장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그러한 수역은 일본 연안에 상당히 근접한 

중간선 以東 수역으로 확장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 경계획정을 필요로 

하는 분쟁수역을 일본이 중간선으로 여기는 수역을 포함한 인접 일부 수

역으로 최대한 좁혀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 의무의 지리적 적용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식하는 위와 같은 

이해가 제74조 3항과 제83조 3항 규정을 통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것

은 아니다. 동 규정들에서 도출되는 것은 경계획정을 필요로 하는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한 연안을 가진 국가 간” 관계에서 동 의무가 적용

된다는 것 정도이다(91면). 더욱이 양국의 경계선에 대한 주장이 불분명

한 상황도 많다. 이 경우 협약상 부여된 권원에 기초하여 대체적인 권원

중첩의 범위를 도출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일방적 행위의 적법 여부

가 직접 문제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상정한다면 이처럼 객관

적으로 권원이 중첩되는 수역 전체로 이해하면 족하다. 물론 동 의무의 

적용범위를 공간적으로 다툼이 있는 일부 특정수역에 국한시킴으로서 경

계획정 결과 일방에 귀속될 것이 분명한 연안 수역에 대해서는 동 의무

의 적용 자체를 배제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西村 교수 역시 경계

미획정 상태에서도 해양에서의 경제적 활동이 중단되어야 하는 것은 아

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200해리 권원중첩을 이유로 각 연안국에 귀속

될 개연성이 높은 해안 지역까지 포함하여 자제의무를 주장하는 것은 곤

란하다고 지적한다.609) 그러나 이는 동 의무의 지리적 적용범위의 제한

을 통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동 의무의 적용을 전제로 그 다음 단계, 

즉 의무 위반의 평가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즉 권원중첩수역 전체에 걸

쳐 자제의무의 준수가 필요하나 각국의 연안에 인접할수록 동 의무의 위

반 가능성은 낮아지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간

적으로 당사국 간 다툼이 있는 수역 내지 경계획정의 대상수역의 외부에

609) 西村弓, 前揭註 226, 42ペー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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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루어진 행위 또한 자제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다(89면). 이 점

에서 전반적인 양국 관계상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의 해태 여부가 

평가되어야 한다는 西本 교수의 지적이 보다 타당한 해석이라 하겠다. 

  나아가 자제의무의 지리적 적용범위의 개념을 통해 제298조 1항(a)의 

배제선언의 효과를 제한적으로 이해할 필요도 없다. 西村 교수 역시 당

사국의 권원주장이 중첩되는 수역을 전체 대상해역으로 이해할 경우 경

계획정문제를 건들지 않고 청구 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610) 여기서 동 

교수는 권원주장과 권원 그 자체를 섬세하게 구분하지는 않고 있다. 당

사국의 과도한 권원주장을 하거나 권원주장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를 고

려하면 협약상 객관적으로 부여된 권원에 기초한 권원중첩수역을 사고의 

토대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90면). 다만 권원주장이 협약 등 국제법에 근

거하여 신의성실하게 이루어진다면 객관적인 권원 그 자체와 구분할 실

익은 크지 않다. 이 점에서 西村 교수의 위와 같은 표현도 타당한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경우 경계선에 대한 주장을 판단할 필

요가 없으므로 의무 위반의 판단에 있어 중간선 원칙 내지 형평의 원칙

과 같은 경계획정의 기준론이 개입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제298조 1

항(a)의 배제선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행위가 제74조 3항과 제83조 3

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의 형태로 협약상 강제절차에 회부될 가능성

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적법성 판단

   (1) 판례 법리의 적용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의 “해양환경에 대한 영구적인 물리적 영

향” 기준에 따르면 시설물의 설치나 시험굴착뿐만 아니라 대륙붕에 대한 

개발행위는 자제의무 위반이 인정된다(97면). 이에 따라 위 사건에서도 

실제 경계획정 결과 가이아나 측 수역으로 귀속된 수역에서 이루어진 가

이아나의 시험굴착에 대해 자제의무 위반이 인정되었다. 위 기준에 따르

610) 西村弓, 前揭註 226, 41ペー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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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동중국해 수역에서 중국의 일방적 개발행위 역시 자제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더불어 대륙붕의 탐사·개발행위에 있어 협력의

무의 준수를 위해서는 상대국과 지속적인 의사교환과 정보공유의 노력이 

필요하다.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에서 설시된 협력의무의 충족을 

위한 소통의 노력 역시 제법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96면). 그러나 중국은 

자국의 일방적 개발이 진행 중인 수역에 대해 분쟁의 존재조차 부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양국 간 문제되고 있는 개발행위를 둘러싼 협력의

무의 이행 역시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 상황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의 법리에 따를 경우 중국의 신의

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 위반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충족될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러나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2017)에서의 판시에 비추어 보

면 오히려 반대의 결론도 도출될 수 있다. 위 사건에서는 2015년 잠정

조치 명령 이후 새로운 굴착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가나의 자제의무 

위반이 부정되었다. 적어도 위 논리 속에는 일정 기간 지속되어 온 현상

에 대한 존중이라는 메시지도 엿볼 수 있다. 심지어 자제의무 위반 판단

에 있어 등거리선․중간선을 기준으로 한 공간적 접근법이 반영된 것으로 

인식하는 논자도 있다(114면). 이러한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2017)의 

논리를 중일 관계에 대입할 때 중국의 일방적 행위가 중일 간 중간선 기

준 중국 측 수역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점은 중국 측에 유리한 판

단을 분명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일정한 현상의 지속이 규범적으로도 

작동할 수 있다는 경고는 연안국의 입장에서 충분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코트디부아르의 청구취지 구성 실패와 그에 따른 재판소

의 형식적 판단이라는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이상 위 사건의 판단을 섣

불리 일반화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

   (2) 다양한 요소의 고려

  기존 판례들을 넘어 현재 중일 간 동중국해 문제에 이 글에서 살펴본 

자제의무 위반의 판단을 위한 다양한 요소들을 적용해 보면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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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동중국해 자원분쟁에는 첨각(尖閣)제도·조어도(釣魚島)를 둘러싼 갈등

을 비롯하여 양국이 동중국해에서 안고 있는 다양한 갈등요소들이 복합

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일방적 자원개발에만 국한하여 

섣불리 법적판단을 내리는 것은 곤란할 수 있다. 그러나 자제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이론상의 결론 정도는 도출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위 판단에는 행위의 유형, 성격, 위치, 시간, 수행방식(126면)은 물론 양

국 관계를 비롯한 분쟁의 정황, 상대국의 권리에 대한 영향 내지 적절한 

고려 여부, 진정성 있는 협력과 교섭 여부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생각건대 중일 간 동중국해 사례에 있어 중국의 일방적 개발의 지속은 

자제의무 위반으로 충분히 포섭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중첩수역에서 시

설물의 설치, 시험굴착을 비롯한 대륙붕 개발행위는 해양환경에 대한 영

구적인 물리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 사안에서 열거

된 모든 유형의 행위들이 이루어진 점(행위의 유형․성격), 그 개발행위가 일

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지속되어 온 점(시간․수행

방식), 중일 간 중간선 기준 중국 측 수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간선 

너머의 일본 측 수역에 대한 여하한 영향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점(위치․권리에 대한 영향), 일본이 최초 춘샤오(春曉) 가스전 개발 당시부터 

계속적인 항의를 제기해 오고 있으며 일방적 개발로 양국 관계의 경색이 

초래되고 있는 점(관계․정황), 일방적 개발로 인한 상대국에 대한 영향 여

부 확인 여타 분쟁악화 방지를 위한 협력과 교섭의 이행이 충분히 이루

어졌는지 확신할 수 없는 점(협력․교섭)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3) 경계선 주장에 대한 평가

  그렇다면 한 가지 추가적인 의문은 현재 동중국해 분쟁에 있어 일본이 

수세적 입장에 처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일본은 협약 체제의 도입과

정에서 연안 간 거리 400해리 미만 수역에서는 중간선을 기초로 경계획

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국내법으로 명확히 했다(250면). 그러나 

중국의 중간선 以西 수역에서의 자원개발 문제에 직면하여 경계미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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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중간선 이원에 대한 200해리 권원 역시 유지됨을 주장하고 나

섰다. 위 일본의 200해리 권원주장에는 중간선 以西 수역에서의 일방적 

개발에 대한 견제라는 의도가 깔려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러

나 중국은 일본의 위 주장이 종전의 중간선에 따른 경계선 주장에 반하

는 것으로 금반언에 위배되며 중간선 以西 수역에 대해서는 분쟁이 없다

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611) 이처럼 중일 간 분쟁을 심층적으로 접근해 

보면 일본이 중간선 주장을 명확히 한 것이 중국의 중간선 以西 수역에

서의 일방적 행위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일본의 중간선에 토대한 경계선 주장이 중국의 자제의무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일본의 

200해리 권원주장은 협약이 연안국에 부여한 권원에 비추어 볼 때 당연

한 주장이다. 더욱이 권원(entitlement)과 경계선 주장(boundary claims)은 별

개의 개념이다(20-21면). 개념적으로 대륙붕의 외측한계 설정(delineation)

과 경계획정(delimitation)이 구분되는 것도 이와 동일한 맥락이다. 연안국

에 부여된 권원보다 좁은 범위의 경계선 주장이 곧 경계선 외측의 나머

지 권원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권원보다 좁은 범

위의 경계선 주장이 그 외측의 권원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면 신의성실

하게 경계선 주장을 펼친 국가에 대해 불리한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

라서 중국의 금반언 주장 역시 엄밀한 의미에서는 법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은 논리라 판단된다. 일본의 경계선 주장은 자제의무 위반 여부 판단

에 있어 수역의 위치 요소에 대한 고려 측면에서 일정 부분 일본 측에 

불리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중국의 금반언 주장을 비롯하여 일본의 중간선 주장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 경계선 주장이 마치 권원 내지 그에 대한 주장과 동일하게 간주되

611) 동중국해 자원개발 문제에 있어 중국의 입장과 일본 정부의 반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2015년 8월 3일자 “동중국해에서의 자원개발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적 입장”(東シナ海にお

ける資源開発に関する我が国の法的立場) 참조.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https://www.mofa.go. 

jp/mofaj/a_o/c_m1/page3_001302.html)에서 확인 가능(2019. 7. 17. 최종확인). 한편 중국 

입장에서의 일본의 입장에 대한 상세한 반박은 단결룡, 전게서(각주 525), 122-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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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앞서 西村 교수 역시 중국의 200해리 이원

의 대륙붕 권원에 따른 부담 회피를 위해 경계선주장 중첩수역을 자제의

무의 지리적 적용범위로 제한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 현실적으로 이

러한 경계선 주장과 권원 내지 권원주장의 혼동은 일본의 협약상 강제절

차 회부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물론 자제의무 위반 주장에 있어서도 불

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중일 간 분쟁은 경계선 주장에 대한 개념

적 혼동 속에 그 양상이 보다 복잡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일방적 해양과학조사

  가. 문제양상 

   (1) 일반적 양상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 분야의 경우 일방적인 조사활동을 

둘러싼 연안국 간 갈등이 펼쳐지고 있다. 2006년 동해 수로측량/해양과

학조사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한국에 사전통보제 등 잠정체제의 도입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612) 그러나 실제 협력체제의 구축으로까지

는 이어지지 못했다. 한중 간에도 1995년 설립된 한중공동해양과학연구

센터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 차원의 공동조사 실시 사례 정도가 확인될 

뿐613) 공식적인 정부 간 협력체제의 구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권원중첩관계에 있는 외국의 일방적 조사는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연안

국의 배타적 관할권(제56조 1항(b), 제246조 1‧2항)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연안국은 위 규정들을 토대로 경계미획정 수역에 대한 자국의 권

리행사를 근거지울 수 있을지언정 경계획정 문제를 안고 있는 타국과의 

관계에서 직접 그 침해금지를 관철시킬 수는 없다. 결국 경계미획정 수

역에서의 일방적 조사 역시 동 수역에서의 권리행사 제한규범인 신의성

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 적절한 고려 의무의 적용을 통해 규율된다.

612) “한일 6차 EEZ 회담, 독도 해양조사 쟁점될 듯”,『경향신문』 (2006. 9. 3); “한일, 내달 독

도주변 EEZ 협상재개”,『한국경제』 (2007. 2. 28).

613) 신창훈, “한‧중‧일에서의 효율적인 해양과학조사 협력체제의 모색”,『서울국제법연구』, 제14

권 2호 (2007. 12), 1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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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은 해양과학조사를 크게 두 가지 유형을 나누어 연안국의 재량의 

범위를 달리 규정한다. 제246조 3항은 해양환경에 대한 과학지식 증진

을 위한 해양과학조사에 대해 연안국의 동의 부여를 의무(shall grant)로 

규정한다. 즉 동의 여부에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범주의 조사

를 “순수한”(pure) 해양과학조사로 통칭한다. 한편 동조 5항에 열거된 조

사에 대해서는 연안국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may […] in their 

discretion withhold)을 보유한다. 이 범주의 조사를 “응용된”(applied) 해양과

학조사로 통칭한다. 앞서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 활동의 

예로 살펴본 부이, 해양조사선을 통한 조사활동은 일응 순수조사에 포섭

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해양과학기지를 통한 조사활동은 시설‧구조물의 설

치를 수반하므로 응용조사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제246조 5항(c)). 대

륙붕에 대한 자원탐사도 마찬가지이다(5항(a)).

  제246조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 

   3. 연안국은, […], 다른 국가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가 오로지 평화적인 목적을 위

하여, 또한 모든 인류에 유익한 해양환경에 대한 과학지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 협약에 따라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수행하는 해양과학조사 사

업에 동의한다. […]

   5. 그러나 연안국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다른 국가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에 의한 해양과학조사 실시사업이 다음과 같을 경우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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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건조, 운용 또는 사용

을 수반하는 경우

      (d) [생략]

  협약은 이처럼 조사의 유형별로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에 따라 차등적

인 규율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자제의무 위반 판단에 있어서

도 행위 유형별로 일정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해양

과학조사의 범주에 속하거나 유사활동으로 평가되는 다양한 조사활동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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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위유형에 따라 의무 위반 판단은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2) 해양과학조사 유사활동과의 구분

  해양과학조사의 다양한 유형에 더해 유사활동에 관한 규율 문제가 개

입될 경우 관련 분쟁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238-240면). 해

양과학조사와 유사활동 간 구분 여부에 대한 입장차에 따라 해당 활동을 

규율하는 규범부터 달라지기 때문이다. 큰 틀에서 해양과학조사 유사활

동을 연안국의 동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입장은 이러한 활동들을 공해자

유에 따른 활동으로 이해한다. 반면 이러한 활동들 역시 연안국의 동의

를 요한다는 입장은 유사활동 역시 해양과학조사와 동일한 규범체계에 

따라 통제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해양과학조사와 그 유사활

동 간의 구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평가해야 하는가. 이는 다음

의 두 문제로 귀결된다. 하나는 현재 규범의 해석론상 어느 입장이 타당

한가, 다른 하나는 만약 그러한 확정적 해석이 불가능하다면 향후 규범

의 해석론은 어떻게 변천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오늘날 추세는 모든 종류의 해양정보수집활동을 해양과학조사의 범주

에 포함시키고 있다.614) 현재 국제공동체는 해양에서 수행되는 거의 모

든 종류의 정보수집활동을 언급할 때 “해양과학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

는 경향이 있다.615) 해양과학조사선, 수로측량선, 지진파탐사선, 어업조

사선 등의 선박들은 대부분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장비

를 갖추고 실제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16) 더욱이 수로측량과 같

은 유사활동 과정 중에도 해저채취, 해류 및 조수정보수집 등을 통해 해

양과학정보는 일상적으로 습득되고 있다.617) 이처럼 해양과학조사와 구

분된다고 주장되는 유사활동들 역시 해양과학조사활동을 수반하며 외형

614) 김민철, 전게논문(각주 13), 135쪽.

615) Sam Bateman, “Hydrographic surveying in the EEZ: differences and overlaps with 

marine scientific research”, Marine Policy, Vol. 29, No. 2 (Mar., 2005) p. 164.

616) Ibid., p. 166.

617) 신창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수로측량과 해양과학조사의 법적 의의에 대한 재조명”,『서

울국제법연구』, 제12권 2호 (2005. 12), 63-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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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양과학조사활동과 구분이 곤란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물론 해양과학조사와 여타 유사활동 간의 구분기준에 관한 논의가 없

는 것은 아니다. 신창훈 박사는 2005년 논문에서 일차적으로는 행위의 

목적에 의한 구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행위의 성격, 내용, 방법, 수집된 데이

터의 최종용도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618) 이석용 교수 역시 

2018년 논문에서 이와 유사하게 해양활동의 목적과 운영자의 의도를 밝

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해양과학조사는 해양환경

에 대한 이해 증진, 수로조사는 해도의 작성과 해상안전의 증진, 탐사는 

자원관련 정책결정을 위한 자료 제공, 운용해양학은 해양에 대한 다양한 

감시와 예측에 그 목적이 있다고 평가한다.619)

  다만 이론적으로는 위와 같이 행위의 목적이나 의도 기준을 통한 구분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국가 간 갈등국면에서 이

러한 구분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없지 않다. 행위의 

진정한 목적과 의도는 해당 활동을 수행하는 행위국 내부에서만 확인 가

능하다. 이러한 목적과 의도를 추론할 수 있는 기초자료들을 연안국이 

실질적으로 확보하여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복

합적인 목적이 수반되더라도 행위국의 입장에서는 어느 한 측면의 목적

만을 강조할 수도 있다. 이처럼 행위국과 연안국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론상 구분의 현실적 작동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 있

다. 결국 통상의 연안국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해양정보수집활동을 해양

과학조사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나. 관할권 쟁점 

   (1) 통상의 쟁점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일방적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협약상 강제절차 적

618) 신창훈, 상게논문, 71쪽.

619) 이석용, 전게논문(각주 564), 2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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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있어 통상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관할권 쟁점은 제297조 2항(a) 

단서의 당연배제 규정의 적용 문제와 제298조 1항(a)의 배제선언의 적

용 문제이다. 그러나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활동에 대해서는 

제297조 2항(a) 단서가 적용되기 곤란하다고 판단된다(186-190면). 또한 

자제의무 위반 판단에 있어 경계획정의 기준이나 방법론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배제선언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제74조 

3항‧제83조 3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에 대한 강제절차 적용은 가능

하다고 판단된다(204-209면). 즉 경계획정 문제와 분리된 자제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분쟁만을 협약상 재판소가 다룰 수 있다.

  한편 일방이 타방의 조사활동을 저지하면서 법집행을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처럼 법집행활동의 적법 여부가 

쟁점으로 대두될 경우 그에 따라 검토될 수 있는 규정은 제298조 1항

(b) 후단이다. 위 규정은 “[…] 주권적 권리나 관할권의 행사와 관련된 

법집행활동에 관한 분쟁으로서 제297조 2항에 따라 재판소의 관할권으

로부터 제외된 분쟁”을 선택적 예외로 규정한다. 이를 분설하면 위 규정

은 (ⅰ) 제297조 2항(a) 단서가 적용되는 분쟁에서 파생된 (ⅱ) “법집

행활동”에 관한 분쟁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제297조 2항(a) 단서

가 경계미획정 수역에 적용될 수 없는 이상 제298조 1항(b) 후단 역시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조사활동의 법적성격에 다툼이 있는 경우

    (가) 경계획정 수역

  그러나 해양에 관한 다양한 조사활동들의 성격과 규율 문제를 둘러싼 

견해차로 인해 관련 분쟁의 협약상 강제절차 적용에 있어서는 보다 다양

한 관할권 쟁점들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해양과학조사와 그 유사활동

과의 구분 문제에 대한 입장차는 큰 틀에서 공해의 자유와 연안국의 권

리 간 대립양상을 초래할 수 있다.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갈등양상에 

대한 이해의 전제로 우선 경계가 획정된 수역에서의 구체적인 갈등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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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할권 쟁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사활동에 대해서도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연안국의 EEZ와 대륙

붕에서 그 반대 입장에 있는 행위국이 동의 없이 조사활동을 실시하는 

경우를 상정해 본다. 연안국은 위 활동에 대해 자국의 동의가 없음을 이

유로 해당 활동의 정지를 요구하며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행위국은 기본적으로 연안국의 정지 요구 등이 공해자유(제87조) 침

해, 적절한 고려 의무(제56조 2항) 위반임을 주장할 수 있다. 여기서 만약 

행위국이 협약상 강제절차 회부를 고려한다면 추가 쟁점이 발생할 수 있

다. 행위국은 제297조 1항(a)에 따라 연안국의 정지요구 등이 연안국의 

항행의 자유 침해임을 이유로 제15부 2절의 원칙적 적용대상임을 주장

할 것이다. 반대로 연안국은 문제된 유사활동 역시 해양과학조사의 일환

임을 이유로 제297조 2항(a) 단서를 근거로 제15부 2절의 적용 배제를 

주장할 수 있다. 만약 문제된 활동이 군사측량과 같이 군사활동의 범주

에 포섭될 수 있는 활동이라면 제298조 1항(b)에 따른 배제선언의 적용 

가능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어떠한 경우든 재판소는 해당 활동이 공해

자유에 속하는지 해양과학조사에 속하는지 여부, 즉 조사활동의 법적성

격 문제를 관할권 존부 판단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연안국의 동의 없이 이미 그 활동이 수행된 경우는 어떠한가. 이 경우 

연안국은 해당 활동이 자국의 EEZ 또는 대륙붕에서의 권리 침해(제56조 

1항(b)(ii), 제246조 위반)임을 이유로 협약상 강제절차 회부를 검토할 수 있

다. 연안국의 입장에서 위 사안은 자국의 EEZ와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

사에 관한 권리행사와 관련된 분쟁이므로 우선 제297조 2항(a) 단서의 

적용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위 규정에 따를 때 연안국은 피소국의 

입장에서 강제절차의 수락 의무를 지지 않을 뿐이다. 따라서 그 스스로 

제소국이 되어 사안을 강제절차에 회부하는 데는 별다른 장애가 없다. 

한편 제298조 1항(b)에 따른 배제선언이 존재하는 경우 행위국의 입장

에서 해당 활동이 군사활동에 포섭될 수 있다면 위 선언에 따른 강제절

차의 배제를 주장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재판소는 역시 관할권 존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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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위해 문제된 활동의 법적성격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나) 경계미획정 수역

  유사한 상황이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해 본다. 이 

때 자국의 활동을 저지당한 행위국은 마찬가지로 공해자유(제87조) 침해, 

적절한 고려 의무(제56조 2항) 위반을 주장할 것이다. 해당 활동이 공해자

유의 영역에 속한다는 입장에 선다면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이루어진 연

안국의 통제 역시 위 규정에 반할 수 있다. 반면 연안국의 입장에서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제297조 2항(a) 단서에 따른 강제절차 적용 배제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도 해당 활동의 법적성격에 대한 규명 

문제가 관할권 존부 판단 단계에서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다. 

  한편 권원중첩관계의 행위국은 문제된 조사가 경계미획정 수역에서도 

일방적으로 수행 가능한 행위임을 이유로 그에 대한 연안국의 저지가 신

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제74조 3항·제83조 3항), 적절한 고려 의무(제56

조 2항) 위반임을 주장할 수도 있다. 위 의무들은 권원중첩국가 사이의 

행위의무로서 해당 조사의 성격이 해양과학조사인지 유사활동인지 여부

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규범은 아니다. 이 경우는 앞서 통상

의 쟁점으로 살핀(273-274면) 제297조 2항(a) 단서 및 제298조 1항(a)

의 적용 여부가 관할권 쟁점으로 문제될 수 있다.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별다른 저지 없이 권원중첩관계에 있는 행위국의 

활동이 이미 수행된 경우 연안국은 위 활동이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제74조 3항·제83조 3항), 적절한 고려 의무(제56조 2항) 위반에 해당됨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때 행위국은 해당 활동이 공해자유에 의해 보호된다

는 입장 또는 권원중첩수역에서도 일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에

서 위 규범들의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 여기서 만약 행위국이 해당 활

동이 해양과학조사라는 입장이라면 제297조 2항(a) 단서의 적용을 주장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앞서 어느 입장에 서건 행위국은 제298조 1항

(a)에 따른 배제선언의 존재를 이유로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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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조 3항·제83조 3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에 대한 제298조 1항(a)의 

적용을 주장할 여지도 있다. 다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주장들이 관

할권 성립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274면). 한편 연안국은 

자국의 EEZ 또는 대륙붕에서의 권리 침해(제56조 1항(b)(ii), 제246조 등 위

반)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으나 권원중첩수역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권리침해 주장은 인정받을 수 없다.

    (다) 2006년 동해 수로측량/해양과학조사 사례

  2006년 동해 수로측량/해양과학조사 사건은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해

양과학조사 유사활동의 규율이 문제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였다. 위 

사안은 실제 실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위 계획이 실행되어 한국이 여

하한 저지활동으로 나아간 경우를 가정하여 협약상 강제절차의 적용양상

을 이론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해당 활동을 연안국의 동의가 불필요한 수로측량으로 인식했다

면 그에 대한 저지활동이 공해자유의 침해와 적절한 고려 의무 위반을 

구성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권원중첩수역에서 허용 가능한 행위를 

일방적으로 방해한 것이라는 인식 하에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 

적절한 고려 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도 있다. 한편 한국은 위 활동이 연

안국의 동의를 요하는 해양과학조사라는 입장 하에 관할권 부인을 위해 

제297조 2항(a) 단서와 제298조 1항(a)에 따른 강제절차의 배제를 주

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이 청구 구성을 어떻게 하든 

협약상 강제절차의 적용은 가능하다는 판단에 이를 수 있다.

  첫째, 일본이 위 활동을 연안국의 동의가 불필요한 공해자유에 속하는 

활동이라 주장할 경우 재판소는 관할권 단계에서부터 위 활동의 법적성

격에 대한 판단이 불가피하다. 그 판단 결과 연안국의 동의가 불필요한 

활동으로 인정될 경우 제297조 2항(a) 단서는 적용되지 않게 된다. 한

편 공해자유 침해에 관한 분쟁에 있어 경계선의 기준이나 방법론에 대한 

검토는 불필요하므로 배제선언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제74조 3항․제83조 



- 278 -

3항 위반 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관할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 경우 제74조 3항․제83조 3항 위반 청구 부분에 대한 관할권이 성립

하지 못하더라도 공해자유 침해의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한

국의 입장에서 제298조 1항(a)의 적용 주장은 별다른 실익이 없다.

  둘째, 재판소가 위 활동이 연안국의 동의가 필요한 해양과학조사로 파

악할 경우는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연안국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권리행

사에 대한 제297조 2항(a) 단서의 적용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그

러나 앞서 검토와 같이 경계미획정 수역에 있어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

는다고 판단된다(186-190면). 한편 일본의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 

위반 청구에 대해 한국의 제298조 1항(a)의 적용 문제가 추가적인 쟁점

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해양경계획정의 쟁점과 위 의무 위반의 쟁점은 

분리될 수 있으며, 자제의무 위반 판단에 있어서도 경계획정의 기준이나 

방법론이 반드시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298조 1항(a)에 따른 

배제선언에도 불구하고 제74조 3항․제83조 3항 위반 청구 부분에 대해

서도 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점에서 당시 한국의 배제

선언은 개별 행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는 강제절차의 적용

을 차단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다. 적법성 판단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일방적 해양과학조사의 적법성 판단에 적용될 

수 있는 규범은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 적절한 고려 의무이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의무 위반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논자들 

가운데는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일방적 해양과학조사의 적법성 판단 기준

으로 협약상 순수한 조사와 응용된 조사의 구분(271면)을 차용하는 견해

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 역시 기본적으로 에게해 대륙붕 잠정조치 

사건(1976)에서 내려온 일시적 성격 기준론에 토대를 두고 있다.620) 위 

620) 김선표 박사는 협약이 에게해 대륙붕 잠정조치 사건(1976)에서 일시적 성격 기준론을 해양

과학조사의 규정 속에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는 제246조 5항 각 호의 조사의 

경우 일시적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타방의 동의 없이 이러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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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론이 제74조 3항 및 제83조 3항상 자제의무 위반 판단의 절대적 기

준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위 순수한 조사와 응용된 조사의 구분 자체를 

일방적 해양과학조사의 적법성 판단기준으로 삼기는 곤란하다. 다만 협

약상 위 구분은 해양과학조사의 유형별 적법성 판단을 위한 하나의 기준

이 되기에는 충분하다. 이에 이하에서는 협약상의 위 구분을 큰 틀로 하

여 다양한 일방적 조사활동의 적법성 문제에 대해 접근해 본다. 순수 해

양과학조사의 사례로는 부이와 해양조사선, 응용 해양과학조사의 사례로

는 해양과학기지와 자원탐사의 적법성 판단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1) 순수한 해양과학조사

    (가) 부이의 설치‧운용

     1) 운용해양학과 해양과학조사

통상 해상에 부유하며 해양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부이”(buoy)의 설

치‧운용 활동은 엄밀하게 “운용해양학”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운용해

양학이란 “해양 및 대기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일상적 측정행위와 

관련 자료의 신속한 해석과 전파”621)로 정의된다. 

  Florian H. Th. Wegelein은 해양과학조사의 유형을 조사해양학(research 

oceanography)과 운용해양학(operational oceanography)으로 구분한 바 있

다.622) 협약상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전자의 조사

해양학이 통상 해양과학조사에 가까운 개념으로 이해된다. 해양과학조사

는 획득된 자료를 토대로 조사 실시 전에 설정된 가설 또는 전제의 입증 

사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김선표, 전게논문(각주 572), 102-103쪽. 

621) “the activity of systematic and long-term routine measurements of the seas and 

oceans and atmosphere, and their rapid interpretation and dissemination.” European 
Strategy on Marine Research Infrastructure: Report compiled for the European 
Strategy Forum on Research Infrastructure by the Ad Hoc Working Group on 
Marine Research Infrastructure, April 2003 (The Academy of Finland, 2003), p. 17.

622) Florian H. Th. Wegelein, supra note 563, p. 20. 해양과학조사와 해양학(oceanography)

은 종종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다만 과학계에서 양자가 완전히 동일한 의미로 취급되

는 것은 아니다. 해양과학조사와 해양학의 차이에 대하여는 ibid., pp.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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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획득된 자료의 공개를 일정 기

간 유보하게 되고 그 수행범위와 시간이 일정 시점으로 특정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운용해양학은 획득된 자료가 실시간 무제한적으로 무료로 

제공되며 자료의 분석결과도 전 인류를 위해 공개된다. 또한 조사해역도 

광범위하고 그 기간도 장기간에 걸치는 특징이 있다.623) 물론 모든 부이

의 설치·운용을 운용해양학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

정한 조사를 위해 한시적으로 부이를 설치·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러나 앞서 국립해양조사원에 의해 한반도 주변수역에 설치‧운용되고 있

는 부이(그림 12)에 의한 정보수집활동은 대체로 “운용해양학”에 가깝다. 

위 부이들에 의해 수집된 정보들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운용해양학과 해양과학조사는 조사의 목적과 조사 후 자료의 

활용 측면에 차이가 있는 정도이다. 운용해양학 역시 해양과학조사에서 

사용되는 프로파일링 플로트(profiling float)624)나 부이(surface drifting buoys)

등을 활용한다. 수집자료도 수온, 염분 등 기초적인 해양물리자료를 대

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외형상 해양과학조사과 구분이 곤란하다.625) 따라

서 운용해양학은 넓은 의미의 해양과학조사라 칭해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미국 등 일부 해양선진국들은 운용해양학을 타국의 EEZ에서도 

연안국의 동의 없이 자유로이 실시할 수 있는 활동으로 주장한다. 그 근

거로는 위 활동이 항행의 안전 도모를 위해 수행되는 공해자유와 관련된 

행위라는 점을 든다. 반면 일본, 중국 등은 타국의 EEZ에서 위 활동 역

시 해양과학조사와 동일하게 연안국의 동의를 요한다는 입장이다. 그 근

거로는 해양과학조사와 자료수집의 방법 및 수단상의 유사성, 연안국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관할권 훼손 우려 등이 거론된다.626) 한국의 경우

623) 이용희, 전게논문(각주 556), 436쪽.

624) 일정 시간 해중을 떠돌다가 해면에 부상하여 관측을 실시하고 데이터를 송신한 후 다시 해

중에 침강하는 작업을 반복하며 해양의 수온이나 염분 등을 관측하는 해양관측용 기구이다.

625) 이용희, 전게논문(각주 556), 436쪽.

626) 그 외 추가로 연안국이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행위로 보는 근거로는 협약상 해양학자료 

수집활동을 해양과학조사로 보아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과정

에서 세계기상기구(WMO)에서 장기간 수행해 온 EEZ에서의 기상자료 수집행위가 해양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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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법」상 운용해양학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입법과

정상의 논의를 볼 때 이미 운용해양학을 해양과학조사의 개념(전게주 

563) 속에 포함시켜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627)

     2) 의무 위반 가능성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부이의 설치‧운용으로 인한 주변국과의 갈등 사

례는 세간에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갈등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8년 중국이 한중어업협정상 

잠정조치수역을 비롯한 경계미획정 수역에 다수의 부이를 설치한 데 대

해 한국이 그 대응으로 황해상의 부이를 잠정조치수역 내로 전진 배치했

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628) 이는 부이의 설치·운용에 대해서도 연안국들

이 다소간의 민감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례라 할 수 있다. 특히 

어업협정상 중간적 성격의 수역과 같이 주변국 간 권리주장이 중첩되는 

수역들에 설치·운용되는 부이들은 잠재적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경

우에 따라 기상악화나 고장 등으로 주변국 인근 해양으로 부이가 표류·

이동하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 가능한 상황일 것으로 사료된다.

  부이의 설치·운용은 이를 공해자유의 일환으로 보는 입장이 있을 만큼 

경계획정에 대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은 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해양환경에 대한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 기준에 따르더라도 해상에 부

유하는 부이의 활동이 해양환경에 여하한 물리적 영향을 초래한다고 보

기는 어렵다. 에게해 대륙붕 잠정조치 사건(1976)에서는 해저면을 향해 

충격파를 발생시켜 해저면의 상태를 조사하는 “지진파 탐사”를 경계미획

정 수역에서 일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활동으로 평가했다. 해상에 떠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해당 특위 의장이 밝혔다는 점 등이 지적된다. 반면 운용

해양학 역시 연안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의 근거로는 협약상 연안국의 EEZ에서 운용

해양학 활동의 자유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제13부 4절에서 해양환경 내 모든 종류

의 과학조사 시설․장비에 대해 특칙을 두고 동 시설․장비의 활용 역시 해양과학조사와 동일

하게 규율(제258조)하고 있는 점 등이 언급된다. 이용희, 전게논문(각주 556), 436-437쪽.

627) 이용희, 상게논문, 438쪽.

628) “한·미 잠수함 탐지? 중국, 한국쪽 서해에 대형 부이 9개 띄워”,『조선일보』(2018. 9. 14); 

“韓中 '부이 전쟁'...서해 경계 획정 기싸움”, YTN 뉴스 (2018.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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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온‧파고‧풍속 등 해상상태에 관한 정보를 조사‧수집하는 활동은 해

양에 대한 영향 측면에서 지진파 탐사의 정도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 

점에서 통상적인 부이의 설치·운용은 현재 판례상 기준론에 따를 때 자

제의무 위반 행위에 포섭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상대국 권리에 대한 영향 내지 적절한 고려 측면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부이를 통해 취득되는 정보는 한번 채취되면 소실되

는 자원과 달리 어느 국가가 그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다른 국가가 

이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또한 부이를 통해 취득

되는 정보는 개방성을 갖는다. 그 정보는 일반에 공개되어 대기․해양 등 

자연상태에 관한 지식을 실시간 제공한다. 다른 국가들 역시 그 접근이 

가능하다. 이처럼 운용해양학은 정보의 공공성․개방성 측면에서 특정 목

적을 위해 수행되고 그 정보가 수행자에 의해 관리되는 좁은 의미의 해

양과학조사에 비해 오히려 상대국의 권리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다. 따라

서 부이의 설치·운용을 설령 일국의 EEZ에서 연안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활동으로 분류하더라도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그 설치·운용이 자제

의무나 적절한 고려 의무의 위반이라 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러한 결론은 자국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활동에 대해서도 동일

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연안국은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주변국이 설치․운

용하는 부이의 활동을 상당 부분 수인해야 한다. 오히려 그 설치․운용에 

자국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계미획정 수역에 설치된 주변국의 부이

를 물리적으로 철거․수거하는 등의 조치는 국제법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 

해상에 부유하는 대부분의 부이들이 해당 국가의 자산임을 고려할 때 타

국의 부이를 임의로 예인하거나 유치하는 것도 안 된다. 다만 국가 간 

관계에는 상호주의가 적용된다. 예컨대 상대국이 가상 중간선을 넘어 부

이를 설치·운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중간선 넘어 상대측 수역

에 동일한 행위를 실시함으로써 균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극단적으로 상대국 연안 인접 수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다량의 

부이를 설치․운용하는 행위 역시 동일하게 평가할 것인가. 이 경우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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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이의 설치·운용 자체가 해양환경에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설치 위치, 시간, 수행방식, 여타 양국 관계 

및 관련 정황 등에 따라 자제의무 위반의 가능성을 통상의 경우와 동일

하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자제의무는 해양의 현상을 존중

하면서 최종합의의 도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할 행

위의무이다. 따라서 순수한 운용해양학의 일환으로 보기 힘든 악의적인 

부이의 설치․운용에 대해서도 해양환경에 대한 물리적 영향의 부재를 이

유로 면죄부가 부여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행위 자체의 의무 

위반 여부와 별개로 이 경우도 관련국 간 상호주의의 작용으로 간접적인 

자제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 해양조사선의 활동

     1) 수로측량과 해양과학조사

  해양조사선의 활동은 부이를 통한 개방된 정보의 상시적 습득에 비해 

특정 목적을 위한 제한된 조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 점에서 위 조사

선을 통한 정보습득은 통상 조사해양학의 범주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

다. 다만 조사선을 이용한 조사의 경우에도 그 목적과 대상 등에 따라 

수로측량, 자원탐사, 어류조사 등 여타 활동과의 구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여기서 특히 수로측량의 경우는 협약 성안 당시부터 협약상 해양

과학조사로의 규율 여부에 상당한 논란이 있어 왔다.

  수로측량(hydrographic survey)은 통상 해도작성 등 행행의 안전과 관련

된 조사활동으로 설명된다.629) 예컨대 국제수로기구의 수로사전도 이를 

629) Roach와 Smith에 의하면 “해도 작성과 항행의 안전을 위해 정보를 취득하는 활동”으로 “해

도 작성과 항행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유사 물품의 제작을 위해 해안이나 비교적 얕은 수역

에서 해수의 깊이, 자연적 해저의 지형과 성격, 해류의 방향과 힘, 조수의 높이와 시간 및 

항행의 위험물 등에 관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등급을 결정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J. A. 

Roach & R. W. Smith, supra note 32, p. 416; Brown 교수도 “해양의 수심 측량 및 파

도, 해류, 조수 현상의 연구, 수중암석, 사주, 기타 숨겨진 위험의 조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항행용 해도의 작성과 같은 항행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설명한다. E. D. 

Brown, “Freedom of Scientific Research and the Legal Regime of Hydrospace”, 

Indi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 (1969), p.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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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의 깊이, 해저의 형태 및 특성, 해류의 방향과 강도, 조수의 높이와 

간격, 지세의 위치 및 측량․항행 목적을 위한 고정물체의 위치 등과 같은 

해수와 관련된 단일 혹은 수개의 정보 결정에 주요 목적이 있는 조사”로 

정의한다.630) 협약 역시 제2부(영해와 접속수역), 제3부(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 제4부(군도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marine scientific research)와 “수로

측량”(hydrographic survey), “조사활동”(research activities)과 “측량활동” 

(survey activities)을 용어상 구분한다(제19조 2항(i), 제21조 1항(g), 제40조, 제

54조에서 제40조 준용). 그러나 정작 제5부(배타적경제수역)에는 해양과학조사

에 관한 내용만 등장하고 수로측량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수로측량에 대한 일반적 정의나 협약상 규정들을 살펴볼 때 수

로측량이 해양과학조사와 구분되는 항행의 자유에 관한 활동이라는 견해

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실제 미국과 영국 등 해양선진국들은 이러한 

입장에 따라 수로측량을 공해자유가 적용되는 잔존 권리 중 하나로 본

다.631) 그러나 반대해석을 지지하는 실행 역시 만만치 않다. 이 입장에

서는 협약 제2부, 제3부, 제4부 등에서 양자의 구분이 EEZ에도 유효하

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적어도 제5부상으로는 해양과학조사와 수로측량

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632) 그 밖에도 수로측량이 군사목

적으로 악용될 우려, 외형상 목적이 아닌 획득된 자료의 실질적 이용에 

따른 규율 필요성, 수로측량 자료의 상업적 가치에 따른 EEZ에 대한 권

리로의 규율 가능성 등이 지적된다.633) 이 점에서 미국 등의 입장은 오

히려 연안국의 관할권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어 왔다.634)

  한국의「해양과학조사법」은 EEZ나 대륙붕에서 외국의 해양과학조사를 

630)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Hydrographic Dictionary, Part I, Vol. I, 

Special Publication No. 32, Fifth Edition (Monaco: 1994), p. 237 (No. 5206).

631) 협약이 “해양과학조사”와 “수로측량”, “조사활동”과 “측량활동”을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점, 

제56조 1항이 해양과학조사에 대해서만 연안국의 관할권을 명시할 뿐 수로측량, 측량활동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점이 근거로 제시된다. 김민철, 전게논문(각주 13), 108-109쪽.

632) 김민철, 상게논문, 110쪽.

633) 이용희, 전게논문(각주 556), 433쪽.

634) Sam Bateman, supra note 615, p.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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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다(제7조). 그러나 한

국 정부의 동의 없는 외국의 수로측량의 금지 여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그 규정이 불분명하다.635)

     2) 의무 위반 가능성

  2006년 일본의 동해 수로측량/해양과학조사 사건 당시 한국 대통령은 

일본측량선에 대한 당파(撞破) 지시라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636) 여기

에는 영토주권 수호라는 정치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나, 법적으

로는 일본의 계획된 조사의 성격이 무엇이건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읽을 수 있다.637)

  위 사건에서 일본의 조사선의 활동을 수로측량이라 전제하고 미국 등 

해양강국이 취하는 수로측량/해양과학조사 구분론에 따를 경우 당시 계

획된 조사는 연안국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따라서 위 활동에 대해 한

국의 동의를 요구하거나 그 부재를 이유로 법집행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공해자유에 대한 침해, 즉 국제법 위반이 된다. 한편 수로측량도 

해양과학조사의 범주에 속한다는 시각에서 볼 때 당시 조사는 제246조 

5항에 열거된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포섭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렇

다면 당시 조사는 제246조 3항의 순수 해양과학조사로서 일본이 한국 

정부에 그 동의를 요구했다면 이를 거부할 재량이 없다.638)

  당시 조사대상인 동해 수역은 한일 간 권원중첩수역이기도 하다. 즉 

독도의 존재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양안 간 400해리 미만의 해양경계획

정을 필요로 하는 수역이다. 따라서 그 조사의 법적성격과 무관하게 당

635) 이용희, 전게논문(각주 556), 435쪽.

636) “노무현 전 대통령, 日 탐사선 독도 오면 부숴라 지시”,『경향신문』(2011. 8. 18).

637) 일본의 수로측량/해양과학조사 계획이 측량선의 철수로 일단락된 후 곧바로 국립해양조사원

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동해 해류조사가 한일 양국 간 다시 문제되었다. 김민철, 전게논문

(각주 13), 115쪽. EEZ 내에서 해류조사 역시 수로측량의 일환으로 본다면 연안국의 동의

는 불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시 김찬규 교수는 설령 독도 부근 해역이 일본의 EEZ라 

하더라도 한국의 해류조사에 일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찬규, “[시론]해류조사 시비, 일본은 착각하고 있다”,『세계일보』(2006. 7. 5).

638) 김민철, 전게논문(각주 13), 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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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조사의 적법성 문제 내지 일방적 조사의 가능 여부 역시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 적절한 고려 의무의 적용을 통해 가늠할 수 있다. 아

울러 동 조사의 실행을 둘러싼 일련의 갈등에 대해서는 동 의무들의 해

석·적용에 관한 분쟁의 형태로 협약상 강제절차의 적용도 가능하다

(277-278면). 위 의무 위반 판단에 도서의 영유권 문제가 선결쟁점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혼합분쟁639)에 대한 관할권 행사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당시 일본의 조사가 실행되었을 경우 그 활동은 법적

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수로측량 역시 항행의 자유에 따라 연안국의 동의가 불요한 행위라는 

해석론과 국가실행들도 있듯 부이의 설치·운용과 마찬가지로 해양환경 

자체에 물리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보기는 힘들다. 에게해 대륙붕 잠

정조치 사건(1976),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에서는 오늘날 응용된 해

양과학조사(제246조 5항(a))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지진파 탐사활동 

역시 허용 가능한 행위로 분류하였다. 위 판례법리에 따를 때 당시 일본

이 계획했던 조사행위가 수로측량이든 순수한 해양과학조사이든 권원중

첩수역에서도 수행 가능한 행위라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 

판례상 기준론의 불완전성을 감안할 때 여타의 요소들도 적법성 판단에 

고려될 수 있다. 행위의 유형, 성격, 위치, 시간, 수행방식, 관련국 간 관

계 여타 정황 등이 그러한 요소들이다. 또한 상대국의 권리에 대한 적절

한 고려 측면도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 요소들을 감안하

더라도 위 결론이 쉽사리 뒤바뀌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조사선을 통한 조사는 해상을 부유·이동하며 해양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일응 행위의 유형과 성격, 수행방식의 측면

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위치 측면에서는 당초 계획상 당시까지 

639) 협약상 강제절차의 적용에 있어서는 재판소가 심리할 수 없는 쟁점이 선결문제가 되는 혼합

분쟁 사안이 제기될 수 있다. A라는 문제와 그렇지 않은 A’라는 문제가 복합된 사안에서 재

판소가 A의 판단을 위해서는 A’의 판단을 선결적으로 해야 하나 A’에 대한 관할권이 인정

되지 않는 경우가 그러한 사안의 구조이다. 개념 논리적으로는 협약상 혼합분쟁 사안이 반

드시 영토분쟁을 선결쟁점으로 하는 사안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

질 수 없는 청구가 선결쟁점으로 되는 사안은 모두 혼합분쟁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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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주장하던 중간선 기준 한국 측 수역까지 일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 수역이 설령 한국의 배타적 EEZ이며 그 활동

이 연안국의 동의를 요하는 해양과학조사라 가정하더라도 위 활동은 순

수 조사에 가깝다는 점에서 한국이 동의를 거부할 재량은 없다. 하물며 

권원중첩상태의 수역이라면 그 행위의 허용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

다. 따라서 당시 한국 측이 인식하는 중간선 이원으로의 진입이 결정적

인 자제의무 위반으로까지 평가되기는 힘들다고 판단된다. 수로측량과 

같이 해양과학조사로의 규율 여부에 논란이 있는 부이의 설치․운용 국면

에 빗대면 당시 상황은 상대국 부이가 연안국이 인식하는 중간선을 살짝 

넘어 연안국 수역으로 들어온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한편 오늘날 해양에 대한 지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는 하나 자원

개발과 무관한 정보 수집은 아직까지 허용가능한 행위로 인식되는 경향

이 강하다. David Anderson과 Youri van Logchem의 분류에도 이러한 

인식이 나타난다(102면, 표 5). N. A. Ioannides도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행위들은 영토권원의 우열판단과 무관하므로 권원중첩수역에서 일방적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분류했다(102-103면). 이러한 인식은 당시 조사의 

성격을 수로측량으로 이해하든 해양과학조사로 이해하든 동일하게 적용

될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자원개발과 무관한 조사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연안국의 배타적 독점권이 인정되기 어려움을 반증하

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당시 조사로 인한 연안국의 권리에 대한 영

향 측면에서도 그 활동이 허용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당시 30년여 간 동해에서 별다른 조사활동을 하지 않던 일본이 

한국의 동해해저지명 등록추진과 맞물려 한국 측과 협의 없이 위 계획을 

추진했던 정황은 조사의 진정한 의도를 의심케 한다. 아울러 협력의무의 

이행 측면에서도 일본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가이아나

-수리남 사건(2007)에서 설시된 협력의무의 이행을 위한 요소들을 탄력

적으로 적용한다면 위 조사행위에 고도의 소통과 협력의 노력을 요구하

는 것은 과도한 것일 수 있다. 나아가 정작 위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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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신창훈 박사는 당시 한국 측이 일본 측에 공식적으로 

계획된 조사의 내용과 성격을 분명히 하라는 요청을 먼저 한 다음, 한국 

측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640) 이

처럼 해당 행위의 성격을 정확히 문의한 후 수로측량임을 전제로 허용해 

주거나 순수한 해양과학조사로서 동의 부여를 간주하는 방향으로 처리하

는 것도 가능한 대처방안 중 하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641) 덧붙여 유사

한 방식의 상호주의적 대응 역시 고려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3) 법집행 관련 고려사항

  위 2006년 사안에서 보듯이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선박을 이용한 조사

활동에 있어서는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특히 당파를 포함

한 물리적 대응은 자제의무 위반뿐 아니라 여타 국제법상 규범들의 위반 

문제도 초래할 수 있다. 몇 가지 고려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에서 수리남 해군의 가이아나 측 선

박에 대한 퇴거명령에 대해 협약상 자제의무 위반과 협약·유엔헌장 등에 

반하는 무력사용의 위협이 인정되었다.642) 물론 위 사건에서 수리남의 

대응조치를 무력사용의 위협으로까지 평가한 데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

도 없지 않다(전게주 258). 논자에 따라서는 경계미획정 수역의 이용을 둘

러싼 분쟁에 있어 대응조치의 제한적 허용 가능성을 인정하기도 한다(전

게주 384). 그럼에도 위 사건 판시는 법집행의 일환으로서 대응조치가 자

제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무력사용금지 여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의무와 

같은 추가적인 규범 위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640) 신창훈, 전게논문(각주 565), 129쪽.

641) 순수한 해양과학조사임을 전제로 한국이 동의를 부여하고자 하더라도 국내적으로 일본의 한

국에 대한 동의 요청이라는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긴 하다. 협약상으로도 연안국의 EEZ와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국가는 개시 이전에 연안국에 대한 정보제공의

무가 부과되고 있다(제248조). 따라서 절차적으로는 당시 일본 측에 조사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문의와 함께 관련 정보제공을 요청하고 그 회신을 한국 정부에 대한 동의 요청으로 간

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법상 외국의 공식적인 동의 요청이 없는 경우를 예정

한 별도 규정의 마련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642) Supra note 40, para.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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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쟁수역에서 타국 민간어선에 대한 나포·기소와 같은 법집행활동 

역시 자제의무 위반행위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101면).

  둘째, 타국 정부선박에 대한 나포 등 법집행은 해당 선박이 향유하는 

주권면제 침해를 구성한다. 협약은 공해 및 EEZ에서의 비상업용 정부선

박에 대한 면제를 인정한다(제96조․제58조 2항). 영해에서도 연안국의 법령 

위반 군함에 대해 즉시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제30조). 더욱이 

외국의 EEZ와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에 대해서는 정부선박 여부를 불

문하고 정지‧중지 요구(제253조) 이상의 강제조치를 허용하는 명시적 규

정도 없다. 따라서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타국의 정부선박에 대한 나포 

등의 법집행은 연안국의 권리로 인정되기 힘들다.643)

  셋째, 이론상 해당 정부선박의 행위에 명백한 국제법 위반의 문제가 

있다면 국가책임법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일정한 강제조치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상대국의 국제의무 위반에 직면하여 주권면제의 적용을 

일시 배제하는 것이다. 다만 국가책임법상 대응조치를 원용함에 있어서

도 비례성의 준수가 필요하므로(국가책임초안 제51조) 무제한적인 강제조치

는 허용될 수 없다. 그 허용 한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여하

한 강제조치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넷째, 일반론으로 연안국의 법령의 집행을 위한 일정한 국제법상 근거

가 있다면(예: 협약 제73조) 일정한 물리력의 행사도 허용될 수 있다. 그러

나 이 경우도 그 정도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특히 무기사용과 

관련하여 제2차 M/V Saiga호 사건(1999)에서는 국제법상 무력사용은 가

능한 한 회피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도 “당시 상황에 합리적이고 필

643) 한국의「영해 및 접속수역법」제5조 1항 11호는 관계 당국의 허가 없는 외국선박의 영해에 

대한 조사·측량을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하면서 제6

조에서는 위 제5조의 규정에 대한 위반 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이 정선

‧검색‧나포 기타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외국의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경우 이러한 강제조치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그러나「해양과학

조사법」제13조 1항은 EEZ나 대륙붕에서 외국 정부를 포함한 외국인의 허가나 동의 없는 

해양과학조사실시에 대해 정선·검색·나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외국 정부선박에 대한 면제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일종의 입법적 불비라고 판단되며, 

해석상 동 규정의 강제조치의 대상에서 외국 정부선박은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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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한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644) 다만 앞서 살핀 바와 같

이 외국 정부선박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해 물리력 행사를 수반한 법집행

을 인정하는 명시적 규범은 찾아볼 수 없다.

   (2) 응용된 해양과학조사

    (가) 해양과학기지의 설치·운용

     1) 시설물의 설치

   해양과학기지는 앞서 살핀 부이나 해양조사선과 달리 정주하는 시설·

구조물(이하 “시설물”로 통칭)의 성격을 갖는다. 이에 따라 EEZ상에 설치되

는 해양과학기지의 법적근거는 1차적으로 협약상 “시설 및 구조물의 설

치· 사용”에 관한 연안국의 관할권(제56조 1항(b)(i), 제60조 1항(b))에서 찾

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시설물이 해양과학조사를 위한 것일 경우 협약 

제13부의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제반 규정 역시 적용된다.

  한반도 주변수역에 설치된 해양과학기지의 경우 앞서 살핀 운용해양학

과 조사해양학의 기능(양자의 구분은 279-280면)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 인

근 수역의 기상․해양관측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

지를 통해 실시간 공개되며(운용해양학) 경우에 따라 동 시설들은 특정한 

해양학 조사를 위해 활용되기도 한다(조사해양학). 이에 따라 해양과학기

지의 설치·운용을 순수한 운용해양학의 범주에 포함시켜 공해자유의 원

칙에 따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이라 평가하기는 어렵다. 

  특히 오늘날 협약 체제에서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해양과학조사는 

응용된 해양과학조사의 범주에 포함된다. 즉 외국이 연안국의 EEZ나 대

륙붕에서 이를 시행함에 있어 연안국은 이에 동의를 부여하지 않을 재량

을 갖는다(제246조 5항(c)). 협약의 이러한 규율방식은 앞서 부이나 해양

조사선을 이용한 조사활동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동시에 이는 경계미

644) Supra note 352, para. 155. 법집행과정에서 무기사용에 관한 여타 사건에서의 설시는 S.S. 
“I’m Alone” case (Canada/United States, 1935), U.N.R.I.A.A., Vol. III, p. 1615; The 
Red Crusader case (Commission of Enquiry, Denmark-United Kingdom, 1962), I.L.R., 

Vol. 35, p. 4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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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 수역에서 해양과학기지의 설치·운용의 적법성 내지 허용성 판단 역

시 다소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2) 의무 위반 가능성

  에게해 대륙붕 잠정조치 사건(1976)에서는 “시설물”의 설치를 非일시적 

성격의 활동으로 분류했다(94면).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의 “해양환

경에 대한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 기준 역시 위 법리를 계승하고 있다. 

위 판례들의 기준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해양과

학기지의 설치·운용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부이나 조

사선과 달리 정주된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해양과학기지의 경우 경

계획정에 미치는 현상으로서의 영향력이 보다 클 것임은 익히 짐작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위 결론은 일견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해양과

학기지의 설치·운용 문제에 관한 명시적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판례법리를 단편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다소간의 한계도 있다.

  첫째, 해양과학기지의 설치‧운용이 해양환경에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예컨대 시험굴착 행위는 가

이아나-수리남 사건(2007)에서 실제 가이아나 측의 의무 위반 행위로 

인정되었다. 시험굴착도 자원의 매장 여부와 그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일시적 행위일 수 있다. 그러나 굴

착과정에서 해저와 하층토에 손상이 가해지고 일부라도 자원채취가 수반

된다는 점에서는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자원채취를 수반하지 않고 인근 기상과 해양을 관측하

는 순수과학시설이 단지 그 설치과정에서 해저와 하층토에 일정한 물리

적 영향이 가해진다고 하여 이를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이라 평가할 수 

있을지는 분명치 않다. 시설물을 해저바닥에 고정시키는 과정에 일부 영

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철거도 가능하다. 이처럼 “해양

환경에 대한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 기준이 갖는 불명확성(122-123면)으

로 인해 해양과학기지 설치·운용의 적법성 문제는 현재 판례상으로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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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판단된다. 

  둘째, 당초 “시설물”의 설치를 非일시적 성격의 활동으로 규정한 에게

해 대륙붕 잠정조치 사건(1976)의 기준론은 중첩 대륙붕에서의 행위규범

에 기원을 두고 있다(119-120면). 그렇다면 판례상 非일시적 성격의 활동

으로 거론된 “시설물”의 설치는 대륙붕 개발의 선행행위로 이루어지는 

시설물의 설치로 한정하여 이해할 수도 있다. 즉 대륙붕의 개발로 나아

가기 위해서는 해상 시설물의 설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판례

상 “시설물”의 설치 역시 규범의 기원 측면에서 대륙붕에 대한 개발행위

를 전제로 한 것일 수 있다는 추론도 가능한 것이다. 이 점에서 시설물

의 설치를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 인식한 기존 기준론이 해양과학조사의 

영역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셋째, 무엇보다 “해양환경에 대한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 기준론을 확

립된 자제의무의 판단기준으로 보기 힘든 문제가 있다. 예컨대 동 의무 

위반 판단에 “행위의 유형, 성격, 위치, 시간, 수행방식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백진현 재판관의 지적(126면)에 따르면 단지 시설물이

라는 이유로 의무 위반이 성립된다는 도식은 깨진다. 한국 정부는 이어

도 해양과학기지의 적법성 논란과 관련하여 동 기지 주변수역은 한국 쪽

에 훨씬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동 기지의 설치․운용은 정당하다는 

입장에 있다(한국 측 입장은 전게주 5 참조). “위치” 요소에 대한 고려는 한국 

측 주장의 주요근거인 위 인접성 기준론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

  이상의 점에서 해양과학기지의 설치·운용의 적법성 문제는 현재까지의 

판례에 따른 명확한 결론 도출이 불분명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신의성실

한 협력과 자제 의무에 대한 보다 정치한 해석과 향후 법리의 발전방향

을 따져보면 오히려 적법한 활동이라는 평가도 가능할 여지가 있다.645)

다만 앞서 부이나 조사선 문제에 비해 해양과학기지의 설치·운용에 있어

645)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제74조 3항·제83조 3항) 위반의 관점에서 살펴본 이어도 기지 

설치․운용의 적법성 문제에 대한 검토는 김민철, 전게논문(각주 309), 177-17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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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협력의무의 이행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 생각건대 

동 의무 역시 사안별 상대적·탄력적 적용이 불가피하나 해양과학기지의 

설치·운용은 정주 시설물의 설치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관련국에 대한 적

절한 사전 통고와 협력의사의 전달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646)

    (나) 자원탐사

  자원탐사는 해양의 자원 분포 및 보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특히 오늘날 해저지질조사는 해저자원탐사‧개발의 전단계로 그 

중요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자원탐사는 오늘날 대륙붕에 관한 연안국

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EEZ에 관한 권리로도 보호되고 있다(제77조 1항․

제56조 1항(a)). 특히 협약은 무생물자원의 탐사·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국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해서는 연안국에 그 동의를 거부할 재

량을 인정하고 있다(제246조 5항(a)). 즉 자원탐사는 오늘날 해양과학조사

의 일환으로도 규율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자원탐사를 둘러싼 갈등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종

종 논란이 되어 왔다. 한중 간 자원탐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는 양국 

간 경계획정에 대한 입장차, 광구의 충돌, 동경 124도선을 기준으로 관

할권 행사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중국의 시도(이른바 “124도 묵계론

”)647)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2005년경 

정부 차원에서 중국에 해양과학조사 및 자원탐사활동에 관한 협력체제의 

수립을 제안했으나 추후 구체적인 진전사항은 확인된 바 없다.648)

646) 예컨대 (i) 사전에 적절한 시점에 기지의 설치 관련 정보를 관련 연안국에 공식 통보하면서 

(ii) 상대국에 대한 자료 제공 의사를 전달하고 (iii) 공동조사․연구를 위한 협력 의향을 밝히

며 (ⅳ) 향후 상대국이 자국의 연안수역에서 유사행위를 할 경우 이견이 없다는 점 등을 알

리는 정도의 의사교환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민철, 상게논문, 179쪽.

647) 언론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사안 중 하나로 중국은 2013년 7월경 한국 해군 측에 동경 124

도 以西로 넘어오지 말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中, 동경 124도 서해까지 넘본

다”,『중앙일보』(2013. 11. 30). 다만 위 보도에서 북중이 1962년 동경 124도를 해상경계

선으로 설정했다는 설명은 오류이다. 북중 간에는 아직 황해에서의 EEZ와 대륙붕 경계가 

합의되지 않았다. 정인섭, 전게서(각주 7), 712-713쪽 참조. 한편「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

행령에 따라 황해에 구획된 한국의 1 내지 4광구는 모두 동경 124도 선 以西에까지 이른다. 

648)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제10차 한‧중 조약국장간 해양경계획정 및 국제법 관련 회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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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의 자원탐사 목적의 해양지질조사는 선박을 이용한 지진파 조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조사선에 연결된 소나에서 해저면을 향해 충격파를 

발생시켜 일정 구역의 해저면과 그 하부의 상태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에게해 대륙붕 잠정조치 사건(1976)에서 터키가 수행했던 

조사방식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위 사건에서 재판소는 터키의 지진파 

탐사활동이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리스의 

잠정조치 신청을 배척했다. 지진파 탐사는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

에서도 일방적 수행이 가능한 행위로 분류되었다. 다만 협약이 자원탐

사·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사를 응용해양과학조사의 범주로 

포함시키고 있듯(제246조 5항(a)) 오늘날 중첩수역에서의 자원탐사에는 여

타 순수해양과학조사에 비해 엄격한 시각이 작동하는 경향이 있다.

  무엇보다 기존 판례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여타 행위들에 비해 지

진파를 이용한 자원탐사를 중첩수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로 일반화하는 것

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우선 에게해 대륙붕 잠정조치 사건

(1976)에 대하여는 사건의 특수성상 회복 불가능한 손해 요건에 집중하

여 잠정조치의 발령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했다는 분석이 있다(전게주 303). 

또한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에서 지진파 탐사가 자제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설시 역시 당시 분쟁당사국 간의 정황에 대한 고려 하에 이루

어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었다(100면). 

  이에 더하여 오늘날 협약도 자원탐사·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사를 응용해양과학조사의 범주에 포함시켜 순수해양과학조사와는 달리 

규율하고 있다. 학자들의 견해에서도 자원개발과 무관하거나 영향을 미

치지 않는 조사와 그렇지 않은 조사를 구분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David 

Anderson과 Youri van Logchem은 천연자원의 개발과 관련이 없는 대

기·해양과학조사와 자원·어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진파 조사를 허용 

가능한 행위로 분석했다(102면). 

  나아가 대기·해양에 관한 일반적 정보와 달리 자원에 관한 정보에 대

(2005.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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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연안국의 배타적 지위 확보의 요구가 높은 현실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지진파를 이용한 자원탐사가 실제 국가 간 긴장을 고

조시키는 현상 역시 자주 목격된다. 비교적 최근 사례로는 2013년 10월 

베네수엘라 군함이 석유탐사를 하던 가이아나의 지진파 탐사선을 나포한 

사례, 2014년 2월 사이프러스가 터키의 지진파 탐사에 항의하는 서한을 

유엔에 송부한 사례, 2014년 6월 몬테네그로가 크로아티아의 일방적 지

진파 탐사에 항의한 사례, 2018년 12월 베네수엘라 해군이 가이아나 측 

지진파 탐사선을 방해한 사례 등이 확인된다.649) 이러한 경향성을 뒷받

침하듯 실제 가나-코트디부아르 잠정조치 사건(2015)에서는 가나에 의

해 취득된 미공개정보가 코트디부아르에 손해가 되는 방향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잠정조치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650)

  이처럼 기존 판례의 입장과 달리 오늘날 협약의 태도나 학자들의 견

해, 국가들의 실행 등을 살펴보면 자원탐사의 경우 수로측량이나 순수 

해양과학조사를 위한 조사선의 운용보다 상대적으로 자제의무 위반의 논

란 가능성이 높은 활동임은 분명해 보인다. 더욱이 자제의무 위반 판단

에 있어 상대국의 권리에 대한 영향이나 적절한 고려의 측면을 고려할 

경우 법리적으로 자원탐사에 대해서는 다른 조사활동보다 엄격한 접근법

이 정당화될 여지도 충분하다(128-129면).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자원탐사

에는 이러한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3) 측량·조사의 일방적 금지  

  연안국은 자국의 EEZ와 대륙붕에서의 권리행사를 위해 국내법에 근거

하여 특수한 수역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수역에서는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의무 부과 등이 수반되는 경우가 통상적이다. 문제는 동 

수역이 협약상 인정되는 연안국의 권리의 범위를 넘어 타국의 권리를 제

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이다. 이는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해양

649) Constantinos Yiallourides (2019), supra note 90. pp. 160-163.

650) Supra note 43, para. 108. 잠정조치 명령 (b)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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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조사 부문에만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 해양과학조사 

부문에 있어 이러한 상황이 문제될 수 있었던 사례가 확인되어 이하에 

간략한 소개를 덧붙이고자 한다.

  한국 정부는 2013년 12월 30일「국가 관할해역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정(안)」을 입법예고(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498호)한 바 있다.651) 동 법안

은 세계 각국의 EEZ와 대륙붕에 대한 관할권 확장 노력에 부응하여 한

국의 관할해역에서 주변국과의 관할권 갈등에 대한 사전 대응과 관할해

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652) 특히 위 법안에는 “특별

관리수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안 제12조)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르

면 정부는 한국의 EEZ와 대륙붕 중 일정 수역을 특별관리수역으로 지정

할 수 있고 한국 정부의 허가 없이 해당 수역에서 조사․측량 등의 행위

를 할 수 없으며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다.653) 위 법안에는 “조

사”, “측량”에 대해 특별한 정의 규정이 없으나 이는 해양과학조사, 수로

651) 입법예고 공고문 및 세부 입법예고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법령자료” 란(http://www.mo 

f.go.kr/article/view.do?articleKey=5875&boardKey=36&menuKey=706&currentPageNo

=1)에서 검색 가능(2019. 7. 8. 최종확인).

652) 상게주 입법예고 공고문 중 1. 제정이유 부분 참조. 동 법안은 당초 “해양영토관리법”이라는 

제하 해양수산부가 2012년 하반기부터 입법을 추진해 오던 것이었다.  “‘한국해역 명시’ 해

양영토관리법 만든다”,『경향신문』(2012. 10. 4) ; “[해수부 업무보고] 해양 경제영토 넓히

고 자원개발강화”, 조선비즈 (2013. 4. 19).

653) 안 제12조 (특별관리수역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이용실태, 자연환경적 특성 및 장래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역을 특별관리수역(이하 “관리수역”라 한

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수역에서는 조사 또는 측량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대한민국과 외국정부(국제기구 포함)가 체결한 조약 또는 정부간 합의에 따라 실시하

는 경우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수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관리수역을 변경·해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안 제20조 (벌칙) 

      ①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조사 또는 측량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조사 또는 측량 등에 사용된 해당 선박·설비·장비와 그 조사를 통하여 얻

은 자료는 몰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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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위 법안에 따라 특정 수역

에 대해 조사·측량을 금지할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동 수역이 이미 경계획정이 이루어진 일국의 EEZ나 대륙붕에 설정된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연안국은 외국의 순수해양과학조사에 대해서는 동

의를 거부할 재량이 없다(제246조 3항). 더욱이 일부 국가는 수로측량에 

대해 해양과학조사와 구분하여 연안국의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취

하기도 한다. 따라서 특별관리수역 지정에 따라 외국의 순수해양과학조

사나 수로측량을 금지한다면 이는 협약 등 국제법 위반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과 같이 수로측량을 공해자유에 따른 행위라고 주

장하는 국가들의 시각에서는 동 수역의 설정 및 법집행은 공해자유 침해 

및 적절한 고려 의무 위반을 구성하게 된다.

  특별관리수역이 경계미획정 수역에 설정된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

생한다. “해양환경에 대한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 기준론에 따르면 외국

의 순수해양과학조사나 수로측량은 기본적으로 경계미획정 수역에서도 

허용되는 행위로 포섭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행위들을 특정 수역의 

설정을 통해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법집행을 실시한다면 이는 경계미

획정 수역에 대한 일방적인 관할권 행사로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

무, 적절한 고려 의무 위반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물론 동 법률의 

제정 자체로 일정 수역이 특별관리구역으로 바로 설정되어 금지의 효과

가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실제 주변국과의 권원

중첩수역에 특별관리구역을 설정하고 외국의 조사·측량을 금지할 경우에

는 이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과의 협력·교섭도 한국 정부가 충족시켜야 

할 중요한 행위의무로 된다. 따라서 타국과의 신의성실한 협의 없는 일

방적인 구역 설정 및 법집행은 의무 위반의 가능성이 농후할 것이다.

  위 사례는 타국의 측량·조사에 대한 일방적 금지에 관한 가상 사례였

다. 이처럼 경계미획정 수역에 대한 특수 수역의 설정을 통한 타국의 권

리행사 제한 내지 타국에 대한 의무 부과는 유사한 법적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법의 제정에 있어서는 권원중첩수역에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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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의 권리의 제한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차

고스 군도 사건(2015)에서는 모리셔스가 일정한 권리를 갖는 중첩수역적 

성격이 농후한 동 군도 인근 수역에 대한 영국의 일방적인 해양보호구역 

설정이 적절한 고려 의무 위반임을 확인했다(138-142면). 해양보호구역의 

설정은 해양환경에 대한 물리적 영향 측면에서는 해양에 오히려 유익한 

활동일 수 있다. 그러나 경계미획정 수역에 대한 동 구역의 설정은 타국

의 권리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미획정 수역에 적

용되는 제반규범들의 위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수역 설정에 따른 문제는 해양과학조사 이외 여타 분야에도 발

생 가능하다. 특히 해양보호구역, 폐기물 투기구역 등 EEZ와 대륙붕에 

대한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관할권 행사에 있어서도 이러한 수역 설정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글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

았으나 해양환경보호의 영역에서도 경계미획정 수역의 이용을 둘러싼 각

종 규범들의 적용양상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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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   론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의무는 일국의 EEZ와 대륙붕에서

의 그것과는 다른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의 핵심은 권원중

첩관계에 있는 대향․인접국 간 권리행사의 제한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제한성에 대한 규범적 인식은 그다지 정치하지 못하다. 오

히려 현실에서는 해양관할권 확대 움직임 속에 경계미획정 상황이라도 

연안국이 보유한 권리의 배타성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경향도 강하게 나

타난다. 이로 인해 오늘의 해양법 질서 하에서 경계미획정 수역의 이용

을 둘러싼 연안국 간의 갈등은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이러한 연유로 경

계미획정 수역에서 권리의무 관계의 특수성은 동 수역의 이용을 둘러싼 

연안국 간 분쟁의 관리와 그 해결에 있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글에서는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권리의 제

한성이 규범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나아가 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

의 적용국면에서 이러한 특수성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권리의무 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들의 행위에 일정한 제

한이 부과되는 것은 해양법 분야의 특유한 현상은 아니다. 조약의 정식

발효 이전 또는 시행정지 상태, 타국의 국제의무 위반에 대한 대응조치 

상황 등 국가 간 권리의무가 유동적인 상태에서 국제법은 국가들의 행위

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한다. 이러한 제한의 근본취지는 해당 국가들이 

맺고자 하는 또는 맺고 있는 법적‧사실적 관계에 대한 존중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의 제한성은 권리 자체의 

내재적 한계와 별도의 규범을 통한 의무 부과를 통해 구현되고 있다.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 자체는 권원중첩관계의 대향․인접

국 상호 간 그 권리의 배타성을 관철시킬 수 없는 제한적 속성을 갖는

다.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연안국은 그 권리의 배타성 결여로 인해 권원

중첩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해 자국의 권리침해 금지를 법적의무로 강제

할 수 없다. 특히 지난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2017)에서는 이른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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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건론을 제시하며 사후적인 경계획정 결과에 따른 소급적인 주권적 

권리의 침해 가능성을 부정한 바 있다. 경계미획정 상태에서도 권리침해 

금지가 직접적인 법적의무로 작동한다면 위와 같은 선의 요건의 개입은 

불필요하다. 위 선의 요건은 신의성실하게 해양권원을 주장하는 권원중

첩관계의 국가들 상호 간에는 경계획정 이전 단계에서 주권적 권리의 침

해가 성립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행사에는 별도의 제한규

범이 작동한다. 이들은 앞서 권리 자체의 내재적 한계와 달리 권원중첩

관계의 연안국 상호 간에 적용되는 별도의 의무이다. 특히 협약의 초안

자들은 협약 제74조 3항 및 제83조 3항을 통해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

제 의무”를 권원중첩수역에서 연안국의 행위규범으로 마련했다. 그러나 

동 의무 위반의 판단기준은 아직도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 에게해 대륙

붕 잠정조치 사건(1976),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을 거치며 자제의

무 위반의 판단기준으로 확립된 “해양환경에 대한 영구적인 물리적 영

향” 기준은 그 기원이나 적용 측면에서 완전한 기준으로 보기는 부족하

다. 협력의무 역시 상황에 따른 상대적·탄력적 적용이 불가피하다. 한편 

“적절한 고려 의무”에서 이러한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의 해석론

상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동 의무는 일국

의 EEZ에서 연안국과 타국 간 이익교량의 장치로 예정된 규범이다. 그

러나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와의 상호보완적 작용 속에 경계미획

정 수역에서 행위규범으로서도 충분한 역할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행사에 부과되는 규범상의 제한들

은 협약상 강제절차의 적용에 있어서도 일정한 작용을 한다. 즉 경계미

획정 수역에 적용되는 규범적 특수성은 관련 분쟁의 협약상 강제절차 적

용에 있어 일국의 EEZ와 대륙붕에서의 분쟁과는 다른 쟁점들을 제기한

다. 이는 현실적으로 경계미획정 수역의 이용에 관한 분쟁이 협약상 강

제절차에서 어떻게 다루어질 수 있는가의 문제와 직결된다. 우선 경계미

획정 수역에서 연안국의 해양과학조사 및 어업에 대한 권리행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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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은 제297조 2항(a) 및 3항(a) 각 단서에 의해 강제절차의 적용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본질적으로 위 문제는 경계미획정 수

역에서 연안국의 권리의 내재적 한계, 즉 배타성의 결여가 협약상 강제

절차의 적용배제의 국면에서도 한계로 작용하는 일단면이라 할 수 있다.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에 대한 협약상 

강제절차 회부가 제298조 1항(a)에 따른 배제선언으로 차단되는가 하는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쟁점이다. 해석론상 제298조 1항(a)의 배제선언

으로 인해 협약상 강제절차의 적용이 차단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오

히려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권리의 제한성을 감안할 때 분쟁해결절차의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체계 정합적인 해석이라 판단된다. 그 밖

에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권리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된 잠

정약정의 존재로 인해 협약상 강제절차의 적용에 있어 문제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다. 잠정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

의 적용이 중단된다는 해석이나 남방참다랑어 사건(2000)에서와 같이 개

별 조약상 분쟁해결조항의 존재에 따라 여타 절차의 배제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론은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잠

정약정 체제의 본질적 한계를 고려한다면 협약상 강제절차의 적용 가능

성을 열어둘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이처럼 이 글에서는 영토적 유혹의 파고가 상시 펼쳐지고 있는 경계미

획정 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행사와 분쟁해결의 문제에 접근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이 글을 통해 지적하고자 하는 바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

고자 한다. 그 첫째는 경계미획정 수역의 규범적 특수성에 대한 정치한 

인식의 필요성이다.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일국의 EEZ나 대륙붕에서와 

동일한 수준의 권리행사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추론 가

능한 명제이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해양의 영토적 속성은 이러한 상

식조차 망각하게 할 만큼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경계미획정 수역에 

대한 선제적인 독점적 이용의 관철이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

를 차지하는 것이라는 관념이 정책결정자들에게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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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단지 주변국과의 외교적 관계에 대한 고려로서 경계미획정 수역에

서 일방적 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계미획정 수역에도 엄

연한 규범적 틀이 존재하고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 경계미획정 수역인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해양활동의 문제 역시 이러한 규범적 특수성에 대

한 고려 하에 접근해야 한다. 잠정약정의 존부 및 분야별 특수성에 따라 

협약상 강제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는 분쟁양상, 관할권 쟁점, 적법성 

판단의 틀은 달라질 수 있다. 이 글에서 “권리행사의 제한”, “권리의 제

한성”으로 표현한 경계미획정 수역의 규범적 특수성에 대한 정치한 인식

을 바탕으로 연안국들은 해양활동을 조율·전개해 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분쟁해결의 관점에서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일방적 행위로 

인한 분쟁에 대한 인식 제고의 필요성이다. 실제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권리의 제한성에 대한 규범적 인식은 분쟁해결에서 그 현실적 의미를 찾

을 수 있다. 이 점에서 이 글의 제목으로 제시된 “연안국의 권리행사”와 

“분쟁해결”은 결코 단절된 소재가 아니다.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

에서 재판소는 수리남의 대응조치에 대해 협약상 의무 위반을 인정하면

서 수리남이 취했어야 할 조치로 교섭의 개시와 협약상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호소 등을 언급했다. 일국의 독자적 행위가 지속되고 사실상 교섭

이 의미 없는 상황에서는 국제규범의 테두리 내에서 적절한 견제도 필요

하게 된다. 더욱이 당사국 간 제298조 1항(a)에 따른 배제선언이 존재

하는 경우라면 타국의 일방적 행위의 적법성 문제만을 다투는 방식으로 

협약상 강제절차 회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물론 아직 해양경계획정분

쟁과 별개로 권원중첩수역에서 일방적 행위의 적법성 문제가 국제재판소

에서 독자적으로 다루어진 적은 없다. 그러나 향후 동 분쟁 유형에 대한 

협약상 강제절차의 적용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 피소국의 입장만이 

아니라 제소국의 입장에서의 활용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해양법 질서 내에서 경계미획정 수역에 적용되는 규범적 질서

에 대한 명확화 필요성이다. 해양법의 역사는 Mare Liberum과 Mare 

Clausum의 긴장관계로 대변된다. 이는 곧 해양의 자유와 영역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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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대립구도로 이해된다. 오늘날 해양법체제는 이처럼 대립되는 가치

의 조화와 균형 속에 진화해 왔다. 그러나 이렇게 탄생한 해양법체제 내

에서 경계미획정 수역은 아직 그 규범적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지 못한 

영역으로 남아 있다. 특히 이 글에서 살펴본 경계획정 이전의 주권적 권

리 침해 문제를 둘러싼 논란,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에 대한 판례

상 해석론의 불완전성, 협약상 강제절차의 적용과정에 제기되는 제15부 

규정들의 각종 해석상 문제들은 이러한 한계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경계

미획정 수역에 대한 규범적 인식의 명확화 관점에서 향후 이론적으로 주

시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경계획정 이전의 주권적 권리 침해 문제에 관한 판례 추이

와 이를 둘러싼 학계의 논의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경계획정 이전의 주

권적 권리 침해 문제에 대한 세간의 인식에는 경계획정의 선언적 성격론

과 대륙붕의 시원성 관념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즉 위 두 관념으로 

인해 경계미획정 상태에서의 권리도 배타성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공고히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권리의 배타성 여부는 경계획정의 선언적 

성격론과 대륙붕의 시원성 관념과 논리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는 아

니다. 오히려 경계미획정 상태에서 권리의 배타성의 도그마를 깨는 순간 

해양법의 각종 제도와 개념들 간 관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가능하다. 

경계획정 이전 주권적 권리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정합적인 인식이 

가능하다. 향후 판례가 이에 대한 보다 분명한 법리를 확립해 나가는 것

이 중요하며 논자들의 시각전환 역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자제의무 위반의 판단기준은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허용 가능한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분하는 일응의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그

로 인해 위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연안국의 권리행사의 실질적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자제의무 위반의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법리의 추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가이아나-수리남 사

건(2007)의 “해양환경에 대한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 기준의 변천 가능

성,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2017)에서 다수의견이 보인 접근법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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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가능성, 대륙붕 이외의 어업·해양과학조사 등 여타 분야에서 판례의 

축적, 그 외 공간적 접근법이나 분야별 접근법의 채택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글에서 지적한 적절한 고려 의무의 경계미획정 

수역에 대한 적용 및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와의 해석상 보완 가

능성 측면에서도 향후 해석론의 추이를 살펴야 할 것이다. 

  셋째, 제15부의 적용과 관련하여 제297조 2항(a) 및 3항(a) 각 단서, 

제298조 1항(a)의 적용 문제는 아직 판례상 문제된 적이 없는 쟁점이

다. 그러나 위 문제들은 경계미획정 수역의 이용을 둘러싼 분쟁의 협약

상 강제절차 회부에 결정적인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사건화의 가능성도 충분하다. 특히 제297조 2항(a) 및 3항(a) 각 단서

가 경계미획정 수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인식은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의 권리의 제한성을 감안할 때 그 타당성이 인정되기 힘들다. 아울러 신

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이 해양경계획정 내

지 그 기준론과 반드시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298조 1항(a)

에 따른 강제절차의 배제 역시 제한적이라 판단된다. 향후 판례의 축적

을 주시하되 위 규정들의 존재로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일방적 행위로 인

한 분쟁의 강제절차 적용이 모두 차단된다는 인식은 지양함이 타당하다.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권리제한의 핵심은 권원중첩관계에 있는 연안국 

상호 간 경합하는 권리의 조화와 균형에 있다. 경계미획정 수역에 적용

되는 실체규범과 제15부 규정들의 해석론은 이러한 조화와 균형의 핵심

기제로 작용한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규범의 해석·적용국면에는 불분명

한 영역이 존재한다. 경계미획정 수역에 대한 규범적 질서의 명확화는 

기존 규범들의 해석을 통해 이러한 빈 공간을 채우면서 명확성과 구체성

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러한 규범적 질서의 명확화 과정

과 연안국의 인식 제고는 경계미획정 수역의 조화롭고 효율적인 이용·관

리, 나아가 분쟁의 완화 및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최종경계획정 도

달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연안국들의 관심은 더욱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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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stal states’ rights and obligations in undelimited maritime areas are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ose in their own exclusive economic zone 

(EEZ) and continental shelf. These differences basically come down to the 

exercise of limited rights in the areas of overlapping potential entitlement by 

adjacent or opposite coastal states. However, in the real world coastal states 

tend to actively demonstrate the exclusiveness of rights toward other states 

in an attempt to enlarge the coastal states’ maritime jurisdiction even in the 

undelimited maritime areas. This tendency leads to continuous scuffles 

among coastal states while utilizing undelimited maritime areas.

  In particular, greater focus should be placed on how coastal states 

perceive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maritime disputes arising from not 

having maritime delimitation in light of managing and solving disputes in 

respect of using overlapping waters among coastal states. With the awareness 

of this issue, this thesis explores how the limitation of the exercise of rights 

normatively operates in undelimited maritime areas, and how this particular 

feature is being shown in the face of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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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In cases where states’ rights and obligations are not yet decided, a certain 

degree of limitations should be put in place for individual state’s activities. 

From this perspective, it is not a particular phenomenon of the law of the 

sea to limit states’ activities in a state of flux of rights and obligations 

among states. (Chapter 2) That being said, the limited nature of the exercise 

of rights of coastal states in undelimited maritime areas can be analyzed in 

twofold from the normative perspective of UNCLOS’ framework.

  Firstly, a coastal state’s rights in undelimited maritime areas obtain limited 

characteristics lacking exclusiveness via-a-via adjacent or opposite coastal 

states with which the state has any overlapping entitlement. This lack of 

exclusiveness results in the situation that a coastal state has no legal basis 

in the UNCLOS system to request not to violate her rights as a normative 

obligation before delimitation occurs towards adjacent and opposite states on 

overlapping entitlement. It can be understood as an intrinsic limitation of 

rights of a coastal state in undelimited maritime areas. In order to prove 

this intrinsic limitation, this paper investigates jurisprudence on the violation 

of sovereign rights before maritime delimitation through the case study and 

further normatively examines the restrictive exclusiveness embedded in 

coastal states’ rights in undelimited maritime areas. (Chapter 3)

  Secondly, there is another normative restriction on the exercise of rights 

of a coastal state in undelimited maritime areas. In contrast with the 

intrinsic limitation of rights, such normative restrictions are distinct 

obligations applying to coastal states under overlapping entitlement: “the 

obligation to cooperate and exercise self-restraint (the obligation to make 

every effort to enter into provisional arrangements and not to jeopardize or 

hamper the reaching of final agreement).” This thesis critically analyz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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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atic standard of judgment of the violation of obligations by 

examining jurisprudenc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Articles 74.3 and 83.3 of UNCLOS. Also, this thesis forecasts the role of 

“the obligation of due regard” in Articles 56.2 and 58.3 as the restricting 

norms in undelimited maritime areas while the obligation to cooperate and 

exercise self-restraint being played in mutual complementary. (Chapter 4)

  Due to the limited feature of rights in undelimited areas, unilateral 

activities by coastal states on such overlapping entitlement can not constitute 

the breach of other coastal states’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Therefore, 

disputes over the utilization of undelimited maritime areas close in on 

deciding possible violation of obligations above. This particular feature 

brings about several controversial issues over the application of Section 2 of 

UNCLOS Part XV to disputes arising from the unilateral exercise of rights 

of a coastal state in disputed areas. The first question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Section 3 of Part XV, relating to 

the intrinsic limitation of rights in undelimited maritime areas and the 

existence of restricting obligations. In this regard, this paper analyzes two 

issues: (I) the applicability of Section 2 of Part XV to the disputes 

concerning marine scientific research or fisheries in undelimited maritime 

areas, which can be excluded from compulsory jurisdiction in respect of 

coastal states’ own EEZ or continental shelf in accordance with Articles 

297.2(a) and 3(a), (II) the applicability of Section 2 of Part XV to the 

dispu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74.3 and 83.3 where 

there is the declaration of optional exceptions to compulsory procedures 

entailing binding decisions as stipulated in Article 298.1(a). Meanwhile, the 

second question is the issue with applying UNCLOS’ compulsory procedures 

in light of the existence of provisional arrangements as lex speciali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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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limited maritime areas. In this respect, this thesis examines (I) the 

applicability of Section 2 of Part XV to the dispu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Articles 74.3 and 83.3 where there are 

provisional arrangements, and (II) the extent of applicability of Article 

281.1, which stipulates the exclusion of any further procedure. (Chapter 5)

  Based on theoretical reviews, this paper tries to analyze how the limited 

feature of rights in undelimited maritime areas and the applicability of 

Section 2 of Part XV operate through the case study on the waters adjacent 

to Korean Peninsula. Specifically, this paper studies disputes over both cases 

where provisional arrangements exist and do not exist with an assumption of 

the application of Section 2 of Part XV. In the case where provisional 

arrangements exist, the problems of implementation in bad faith of joint 

development of the continental shelf, fisheries agreement are reviewed. 

Meanwhile, in the case where provisional arrangements do not exist, the 

issues over unilateral actions in the field of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continental shelf, marine scientific research are examined. (Chapter 6)

  Normative order in undelimited maritime areas will play a key role in 

harmonizing and balancing the use of the ocean among coastal states. While 

playing out maritime activities in recognition of this particular feature of 

norms being applied in undelimited maritime areas, coastal states are 

expected to pay attention to jurisprudenc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substantive and procedural rules and regulation thereon. As a 

result, this research will serve to demonstrate the reality of rights and 

obligations of coastal states in undelimited maritime areas and normative 

cognizance of how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UNCLOS are being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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