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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차단효과 방지 원칙은 형평의 원칙의 하위 원칙으로 해양경계획정의 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경계획정에서 해당 원

칙이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적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

아 이와 관련된 국제 판례법과 국가실행에 근거하여 차단효과 방지 원칙의 

개념과 고려사항 그리고 해당 원칙의 적용과 관련된 일반 원칙의 유무에 대

해 연구하였다.

   차단효과는 특정한 지리적 요인에 의해 대상 해역에서 국제법상 연안국에

게 허용되는 해안 투사(일응 권원의 확장)가 잠정적 경계선에 의해 불형평하

게 차단되는 상황을 말한다. 따라서 차단효과 방지 원칙은 UN 해양법협약에 

따라 해안에서 발생되는 당사국의 잠재적인 일응 권원이 중첩된 상황에서 당

사국의 일응 권원의 투사가 잠정적 경계선에 의해 불형평하게 차단되는 것을 

방지하는 원칙이다. 따라서 해당 원칙은 해양경계획정의 대원칙인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The land dominates the sea)”는 원칙 하에서 다른 형평의 원

칙들과 유기적인 법 체계를 이루며 적용된다. 차단효과 방지원칙의 역할과 

관련해 해양경계획정의 준거법인 관습국제법(형평의 원칙/관련사정) 하에서는 

경계획정 방식과 잠정적 경계선 조정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

가 된다. 또한 등거리선/관련사정 방식에서는 기점 설정, 잠정적 등거리선 조

정, 불균형성 검증에서 중요한 형평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차단효과는 1969

년 북해대륙붕 사건에서 대륙붕의 시원성과 당연성 개념에 근거해 있는 침해

금지 원칙을 통해 도입된 이후 2009년 흑해 사건에서 중첩 투사 원칙이 명시

적으로 도입되기 전까지 침해금지 원칙 하에서 고려되는 관련사정으로 적용

되고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차단효과 방지 원칙은 당사국의 일응 권원의 등

가적 관계에 기초해 있는 경계획정 원칙으로 거리 원칙에 따라 경계획정이 

실시되는 단일(다목적) 경계획정과 단일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적용되는 주요 

원칙으로써 자연적 연장으로 현시되는 대륙붕 권리의 배타성에 기초해 있는 

침해금지 원칙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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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계획정에서 차단효과 방지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차단효과의 

존재와 그 불형평성을 평가 또는 검증할 수 있는 범위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법상 허용되는 당사국의 일응권원의 범위와 해당 권원의 현시 

수단인 해안 투사(정면투사 또는 방사상투사)의 중첩 범위 설정을 통해 관련

해안과 관련지역이 설정된다. 그런 후 양국의 관련해안 길이 비율과 잠정적 

등거리선에 의해 분할되는 대상해역 비율간의 불균형성을 확인함으로써 차단

효과의 불형평성을 검증하게 된다. 이러한 불균형성 테스트는 해양경계획정

의 마지막 단계에서만 고려되는 요소가 아니며 경계획정의 모든 단계에서 차

단효과의 불형평성 검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한다. 그리고 불합리한 차

단효과가 존재할 경우 이러한 불형평성을 상호 균형 잡힌 방식으로 조정하는 

기준과 방법으로 해안길이 격차와 섬, 암석, 돌출 해안, 기타 소지형의 효과

에 대한 검토가 실시된다.

   차단효과의 적용대상이 대상 해역으로의 해안 투사임을 고려해 볼 때 주

요한 해안 형태인 본토 해안과 섬 해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토 해안과 

도서 모두 UNCLOS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응 권원을 가질 수 있지만 판례법

에서는 불형평한 차단효과가 발생되었을 경우 본토 해안의 일응 권원보다 도

서의 일응 권원이 지리 상황에 따라 더욱 유연하게 조정되어 왔다. 따라서 

두 유형의 해안을 분류하여 각 해안에서 차단효과를 발생시킬 수 각 해안의 

지리적 요인에 따라 차단효과 방지 원칙의 실행을 검토하였다.

   첫째, 본토 해안으로 인해 발생되는 차단효과는 당사국의 해안 관계의 특

성상 주로 인접 해안 관계에서 발생된다. 이러한 지리적 상황에서 차단효과

는 해양경계선의 시작점 결정에서부터 고려된다. 그러나 국제 판례에서 가장 

대표적인 차단효과 사례인 인접국간 오목성 해안에 의한 차단효과는 해역에 

따라 관련 해안과 관련지역의 범위가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따라서 해당 

효과의 상당성은 해역마다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0해리 이

원 대륙붕 경계획정에서도 이러한 차단효과가 적용되고 있어 차단효과 방지 

원칙이 근거해 있는 당사국의 일응 권원의 등가적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해 

주고 있다. 또한 최근 ICJ 판결을 통해 차단효과의 지리적 원인으로 검토된 

일방국의 본토 해안에 존재하는 타방국의 위요지 해안과 본토 소규모 돌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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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에 의해 발생되는 차단효과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둘째, 도서와 관련된 차단효과는 등거리선 방식이 사용될 경우 적합한 기

점 설정, 등거리선의 조정, 불균형성 테스트에서 고려되는 중요한 관련사정이 

된다. 하지만 도서에 의한 차단효과는 판례에서 대게 왜곡효과와 불균형한 

효과라는 명칭으로 제한적으로 이해되고 언급되고 있어 두 개념과의 연관성

을 검토하여 차단효과의 개념을 확고히 하고자 하였다. 또한 섬이 모든 방향

으로 해안 투사를 발생시키는 특성으로 인해 지리 상황에 따라 상대국의 해

안과 다양한 해안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인접 해안, 대향 해안, 

대향-인접-동향 해안 관계별로 또 각 해안 관계 내에서 해역별로 적용되는 

차단효과 방지 원칙의 실행을 검토하였다. 

주요어 :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해양경계획정, 형평의 원칙,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 차단효과, 침해금지 원칙, 권원, 일응 권원, 

해양 권리, 관련해안, 관련지역, 해안 투사, 방사상투사, 정면투

사, 본토 해안, 섬, 오목성, 인접 해안, 대향 해안, 동향 해안 

학  번 : 2014-30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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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인류의 역사는 경계선의 역사”1)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대로부터 제

2차 세계대전이라는 참화를 겪을 때까지 인류 또는 국가들은 자신 또는 자국 

영역 밖의 영토 및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무력행사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활

용해 왔고, 법의 지배에 의한 영토 분쟁의 해결은 요원한 것처럼 보였다.2)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UN의 창설로 인해 국가들은 자국의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도로 무력 사용이나 위협이라는 전통적인 방식을 합법적으

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3) 이러한 상황에서 1949년 UN 총회는 국제법위원

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이하 “ILC”)를 창설해 국제 연맹의 목적이기

도 했던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과 법전화를 통해 국제법에 의한 국제분쟁의 

해결을 실현해 보고자 했다. 특히 1945년 Truman 선언4)으로 촉발된 연안국의 

해양 관할권 확장으로 기존의 영해 위주의 분쟁은 점차 배타적경제수역

(Exclusive Economic Zone, 이하 “EEZ”)과 대륙붕에 대한 경계선 분쟁으로 확

대되었고, 이러한 해양경계획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해양법 질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UN이 중심이 된 3차례에 걸친 해양법 회의가 개

최되었고 연안국의 해양 권원에 대한 상충된 견해를 조율하는 과정이 진행되

었다.5) 동시에 연안국들은 자국의 해양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UN에서 발전

되고 있는 해양법의 법리를 검토 또는 적용하여 양자/다자협약을 체결하여 

1) Thomas Cottier, Equitable Principles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The Quest 

Distributive Justice in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p. 5. 

2) Thomas Cottier, supra note 1, p. 5 참조.

3) UN 헌장 제1조 1항; 제2조 4항.

4) U.S., Proclamation by the President with respect to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Subsoil and Sea Bed of the Continental Shelf,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40, No. 1, Supplement: Official Documents (Jan., 1946), pp. 45-48.

5) 19세리 말부터 해양법을 법전화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이는 민간 차원에서 시작되어, 국

제연맹의 1930년 법전화 회의를 거쳐, 제2차 대전 후에는 UN이 작업 진행의 중심적 역할을 

맡았다,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 이론과 사례, 제8판 (박영사, 2018), pp. 637-6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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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고,6) 이러한 실행은 또한 관습국제법으로 발전되어 UN 해양법협약7)으로 

성문화되었다.

   국제 해양경계획정 법리가 시작된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에서부터 50년 

간 국제사법재판소와 중재재판소 역시 이와 같은 국가 실행, 관습국제법, 

UNCLOS의 적용으로 형평한 경계획정에 이르고자 하였으나, “공평한 해결”8)

이라는 결과에 초점이 맞추어진 빈약한 조문9)과 각 해양경계획정 사건의 지

리 형태가 다른 사건에서는 적용되기 힘든 “유일한 경우(a unicum)”10)로 인해 

형평의 법칙 하에서 등거리선을 비롯해 다양한 경계획정 방식이 사용되고 있

다. 2009년 루마니아 v. 우크라이나 사건 이후 최근 판례법에서 표준 방식이

라고 일컬어지는 3단계 방식이 도입되어11) 해양경계획정의 예측가능성과 법

적 안정성이 외견상 보장되고 있는 듯해 보인다.12) 그러나 해당 방식 역시 

규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당사국간의 모든 지리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만

능(萬能) 방식이 될 수 없음이 최근 판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것은 영해 

이외의 EEZ와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근본적으로 특정 경계획정 방식이 해양

경계획정에서 차지하는 지위보다는 각 지리 상황에 적합한 경계획정 방식의 

선택과 적용을 규율하는 법 원칙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 차단효과 방지 원칙(principle of avoidance of a cut-off effect)은 형평

의 원칙의 하위 원칙으로 해양경계획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6) L Dolliver M Nelson, "Reflections on the 1982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 David Freestone, Richard Barnes, and David M. Ong, The Law of the Sea: 

Progress and Prospects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 30 참조.

7)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이하 “UNCLOS”), 1982년 12월 10

일 채택되고 1994년 11월 6일에 발효되었으며, 2020년 1월 18일 기준으로 당사국 수는 168

개국이다, available at 

https://www.un.org/Depts/los/reference_files/chronological_lists_of_ratifications.ht

m#The%20United%20Nations%20Convention%20on%20the%20Law%20of%20the%20Sea

(2020.01.18. 최종확인).

8) UNCLOS 제74조 제1항과 제83조 제1항.

9) Alexander Proels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 

Commentary (C.H.Beck·Hart·Nomos, 2007), pp. 572, 658.

10) Guinea/Guinea-Bissau Case, p. 676, para. 89.

11) Nicaragua v. Colombia, p. 698, para. 199.

12) Yoshifumi Tanaka, Predictability and Flexibility in the Law of Maritime 
Delimitation (Hart Oxford, 2006), pp. 354-355. Yoshifumi Tanaka는 등거리선/관련사

정 방식으로 인해 해양경계획정법의 예측가능성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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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원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이루

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해당 원칙의 주요 개념인 차단효과는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에서 해양경계획정의 형평한 결과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로 등장하였고,13) 침해금지 원칙(principle of non-encroachment)으

로 해양경계획정법에 도입되었다.14) 그러나 차단효과 방지 원칙과 침해금지 

원칙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대상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전자는 해안 투사

(coastal projections)에 후자는 육지의 자연적 연장(natural prolongation)을 규율

하는 원칙이다.15) 특히 북해대륙붕 사건 이후 단일 대륙붕 경계획정과 

UNCLOS 제76조 1항의 대륙붕의 거리 원칙의 등장 및 단일 경계획정 사건의 

증가로 물리적인 자연적 연장 개념이 쇠퇴하고 해안 투사가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되었다. 그에 따라 차단효과 방지 원칙 역시 관련 준거법 하에서 차단효

과라는 경계획정의 전체 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관련사정과 관련해 여러 가

지 역할을 수행해 왔다.16) 특히 국제 판례법에서 차단효과 방지 원칙은 해양

경계획정의 대상 해역에서 투사로 나타나는 연안국의 일응권원(entitlement)의 

균일성(均一性)과 연계된 중요한 원칙으로 발전해 왔다. 그에 따라 차단효과

의 존재와 불형평성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당사국 해안 투사(정면투사 

또는 방사상투사)의 중첩 여부로 설정되는 관련해안과 관련지역의 범위에서 

비례성 또는 불균형성 테스트를 통해 확인되어 왔다. 그러나 침해금지 원칙

은 자연적 연장으로 현시되는 대륙붕 권리의 고유성과 본원성에 기초해 있는 

원칙으로17) 단일대륙붕 또는 여러 해역을 단일 경계선으로 획정하는 다목적 

경계획정에서도 해당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그러나 

13)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p. 17-18, para. 8.

14) Ibid., pp. 31-32, paras. 43-44, p. 47, para. 85(c). Yunus Emre Acikgonul, 

"Reflections on the Principle of Non-Cut Off: A Growing Concept i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Law",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 47, No. 

1 (2016), p. 53.

15) Gulf of Maine Case, p. 299, para. 110 참조.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p. 31-32, paras. 43-44, p. 47, para. 85(c) 참조.

16) Prosper Weil, The Law of Maritime Delimitation-Reflections (Cambridge: Grotius 

publications Limited, 1989), p. 62 참조. Malcolm D., Evans, Relevant Circumstances 

and Maritime Delimitation (Oxford: Clarendon Press, 1989), p. 155 참조.

17)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 22, paras. 19-20, p. 29, para. 39, pp. 

31-32, paras. 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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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자들과18) 2009년 흑해 사건 이전에 단일 대륙붕 경계획정 또는 배타

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단일 경계획정에 대한 재판소의 판결19)과 당사국의 

청구20)에서 침해금지 원칙을 적용 원칙으로 해안 투사의 차단효과와 함께 또

는 단독으로 적용되고 있다. 또한 일부 학자와 국제 해양경계획정 사건의 당

사국의 청구에서 “차단” 원칙(“cut-off” principle),21) 차단 효과 방지 원칙

(principle of avoidance of cut-off effect 또는 principle of non-cut off)22)으로 언

급될 뿐 국제 법원 또는 재판소에 의해 명시적으로 독립된 경계획정 원칙으

로 판결되고 있지 않다. 일부 저서에서는 차단효과가 해안으로부터의 거리

(distance)를 해양 권원의 근거로 한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지리적 성격의 관

련사정이라는 점23) 그리고 국제 판례법 상 차단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지

18) Prosper Weil, supra note 16, pp. 60-63. Malcolm D. Evans, supra, note 16, p. 154 

참조. Roger Gillott, "The Principle of Non-Encroachment: Implications for the 

Beaufort Sea", Canadi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32 (1994), pp. 

259-278. Yunus Emre, Acikgonul, supra note 14, pp. 52-71. Stephen Fietta and 

Robin Clerverly, A Practitioner's Guide to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pp. 68-72, Malcolm N. Shaw, International Law, 8th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p. 451. David A. Colson, "The Delimitation of 

the Outer Continental Shelf between Neighboring State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7 (2003), p. 102, note 62.

19) EEZ/대륙붕 단일 경계획정과 관련해 St. Pierre and Miquelon Case, p. 1167, para. 57; 

Eritrea/Yemen Case (Second Phase), p. 41, para. 130; Barbados v. Trinidad and 
Tobago, pp. 70-71, para. 232 참조. 단일 대륙붕 경계획정과 관련해 Newfoundland and 

Labrador/Nova Scotia Case (Second Phase), p. 91, para. 5.15 참조.

20) EEZ/대륙붕 단일 경계획정과 관련해 Eritrea/Yemen Case (Second Phase), p. 10, 

para. 40. Barbados v. Trinidad and Tobago, p. 98, para. 321, Guyana v. Surinam, 

p. 61, para. 222, p. 63, para. 225, p. 76, para. 259, pp. 115-116, para. 360, p. 

119, para. 370, Nicaragua v. Honduras, p. 690, para. 90. p. 747, para. 290. 단일 대

륙붕 경계획정과 관련해 Newfoundland and Labrador/Nova Scotia Case (Second 

Phase), p. 22, para. 1.27.

21) Croatia/Slovenia Case, p. 304, para. 983. Igor V. Karaman, Dispute Resolution in 

the Law of the Sea (Leiden·Bost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2), p. 232.

22) Guyana v. Surinam, p. 61, paras. 221-222 참조. 니카라과 v. 온두라스(2007년)에서 니

카라과는 일방국이 자국 해안 앞에 있는 대상 해역으로부터 "차단되는 것을 금지하는 주요한 

형평의 원칙(the primary equitable principle prohibiting the cutting-off)이라고 언급하

고 있다. Nicaragua v. Honduras, p. 692, para. 98 참조. 니카라과 v. 콜롬비아(2012년)

에서도 니카라과는 자국 해안의 자연적 투사로 인해 부여받을  있는 해역으로부터 가능한 한 

“차단” 또는 “봉쇄”되어서는 안 되는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주장하였다. 콜롬비아도 이와 관련해 “차단”을 금지하는 원칙(principle precluding 

a "cut-off")으로 언급하고 있다. Nicaragua v. Colombia, p. 703, paras. 212-213 참조. 

Yunus Emre Acikgonul, supra note 14, p. 52 참조.



- 5 -

리적 요인 및 차단효과가 인정된 대상 해역 및 해안 관계에 대한 간략한 소

개에 그치고 있다.24) 뿐만 아니라 해당 저서들과 대부분의 연구 논문에서는 

국제 판례법상 차단효과가 법 원칙으로써 정립되어 발전해 온 이론적 배경을 

파편적으로 언급하거나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25) 또한 그 적용 범위에 있어

서도 앞서 언급한 대부분의 학자들과 국제 법원 또는 재판소는 인접국간의 

오목성 해안이나 타방국 해안 인근에 위치한 일방국의 섬의 효과에 국한하여 

차단효과를 언급함으로써 차단효과의 정의와 적용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차단효과의 적용 대상이 대상 해역으

로의 해안 투사임을 고려해 볼 때 해안 길이 격차와 도서의 효과와 같은 다

른 지리적 관련 사정들이 별도의 관련사정으로 고려되기 보다는 차단효과 방

지 원칙 하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26) 특히 형

평의 원칙 또는 등거리선 방식에서 경계획정 방식의 선택과 잠정적 경계선을 

조정하기 위해 불형평한 차단효과의 존재를 평가 또는 사후 검증함에 있어 

불균형성 테스트의 역할은 실로 중요하다. 그러나 2009년 ICJ 판결에서 3단

계 방식의 도입으로 인해 불균형성 테스트는 경계획정의 마지막 단계에서만 

검토되는 고려 요소라는 형식적인 틀에 갇혀 차단효과의 불형평성 평가와 관

련된 비례성·불균형성 테스트의 핵심적인 역할이 간과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차단효과 방지 원칙과 해당 테스트의 관계를 재조명하여 불균형

성 테스트의 진정한 의미와 역할의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3) prosper weil, supra note 16, p. 283.

24) Stephen Fietta and Robin Cleverly, supra note 18, pp. 66-72. Massimo Lando, 

Maritime Delimitation as a Judicial Proces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pp. 

168-173.

25) Yunus Emre Acikgonul, supra note 14, p. 52. Roger Gillott, supra note 18, p. 

259.

26) Stephen Fietta and Robin Cleverly, supra note 18, pp. 72-84 참조. Massimo 

Lando, supra note 24, pp. 173-1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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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구성 및 범위

   해양경계획정은 국가 실행과 국제 사법 또는 중재 판례를 통해 발전해 

온 국제법 분야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북해대륙붕(1969년) 사건 이후부터 

지난 50년 간 집적되어 온 약 30여개의 국제 사법, 중재, 조정 사건에서 차단

효과가 적용된 사례와 관련 국가 실행의 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차단효과 

방지 원칙의 의미와 역할을 확인하고(제2장), 해양경계획정 과정에서 차단효

과의 존재와 불형평성의 확인에서 필요한 고려 사항을 검토한 후(제3장), 차

단효과를 발생시키는 지리적 요인에 따라 해당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일반 

규칙의 유무에 대해 연구(제4·5장)하고자 한다.

   차단효과는 판례법상 일반적으로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는 대원칙 하에

서 특정한 지리적 요인에 의해 국제법상 허용되는 일방국의 대상 해역에 대

한 일응권원의 현시 수단인 해안 투사가 잠정적 경계선에 의해 불형평하게 

차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려되는 요소이다.27) 따라서 제2장에서는 이

와 관련해 차단효과 방지 원칙의 전제 개념인 해양 권리(maritime right), 권원

(title) 및 일응권원(entitlement)의 의미 그리고 해양경계획정의 대전제인 “육지

가 바다를 지배한다(The land dominates the sea)”28)는 원칙의 의미와 그 적용 

범위를 살펴본다. 그런 후 해양경계획정의 준거법인 관습국제법(형평의 원칙/

관련사정)과 등거리선/관련사정 방식 하에서 차단효과의 정의와 역할을 검토

해 본다. 또한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을 시작으로 국제 판례에서 차단효과

가 원칙으로 정립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 해당 원칙과 침해금지 원칙과

의 차이를 검토해 봄으로써 차단효과 방지 원칙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한

다. 특히 해양경계획정 전(全) 과정에서 차단효과 방지 원칙과 다른 해양경계

획정 원칙의 유기적인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차단효과 방지 원칙이 차지하고 

있는 체계적 지위를 확인한다.

   제3장에서는 차단효과 방지 원칙의 적용을 위한 고려 사항을 살펴본다. 

첫째, 차단효과 방지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차단효과의 존재와 그 

27) prosper weil, supra note 16, pp. 62-63 참조.

28)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 51, para.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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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형평성을 평가 또는 검증할 수 있는 범위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법상 허용되는 당사국의 일응권원의 범위와 해당 권원의 현시 수단인 해

안 투사 방식에 따른 관련해안과 관련지역의 설정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 그런 다음 차단효과가 발생되는 관련지역에서 차단효과의 검증 방법인 

비례성 또는 불균형 테스트의 실행을 각 준거법에 따라 살펴본다. 그리고 불

합리한 차단효과가 존재할 경우 이러한 불형평성을 상호 균형 잡힌 방식으로 

조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검토해 본다.

   다음으로 차단 효과를 발생시키는 주요한 지리적 요인인 본토 해안의 지

리 형태와 도서를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본토 해안과 도서 모두 UNCLOS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국제법이 허용하는 만큼 일응권원을 바다쪽으로 최대

한 투사할 수 있다. 그러나 경계획정에 있어 본토 해안의 일응권원의 차단이 

도서의 일응권원의 차단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도서에 의한 불형평한 차단 효과가 발생될 경우 본토 해안의 경우보다 해당 

지형에 부여되는 효과가 더욱 유연하게 조정되어 온 점을 감안하여29) 이 두 

유형의 지리적 요인에 따른 차단효과 방지 원칙의 실행을 별도의 장에서 검

토하기로 한다. 뿐만 아니라 판례법에서 두 지리적 요인에 의한 차단효과가 

당사국의 해안 관계와 해역별로 다른 의미와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경우와 관련된 국제 판결 또는 판정을 비교·검토하여 각 상황에서 차단효과 

방지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해 왔는지 살펴본다. 

   제4장의 본토 해안과 관련된 차단효과 방지 원칙은 당사국의 인접 해안 

관계에서 주로 발생되기 때문에 해당 해안 관계에 한정하여 이 원칙의 실행

을 검토하였다. 또한 본토 해안에서 차단효과를 발생시키는 요인인 ① 해양

경계선의 시작점 위치 결정, ② 본토 해안의 오목성, ③ 본토 돌출 지형에 의

한 차단효과 문제를 중심으로 다룬다. 특히 국제 판례에서 가장 대표적인 차

단효과 사례인 오목성 해안에 의한 차단효과는 각 해역별로 관련해안의 범위

가 다르게 설정될 수 있고 그에 따라 해당 효과의 불형평성 정도가 다르게 

29) Malcolm D. Evans, "Relevant Circumstances", in Alex G. Ode Elferink, Tore 

Henriksen and Signe Veierud Busch (eds.),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The 
Case Law - Is it Consistent and Predictabl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p. 2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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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영해, EEZ/200해리 이내 대륙붕, 200해리 이원 대륙

붕으로 나누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5장에서는 도서와 관련된 차단효과 방지 원칙의 적용을 검토해 보았다. 

섬은 그 지형적 특성 상 방사상으로 해안 투사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상대국

의 해안과 다양한 해안 관계를 발생시킨다. 또한 경계획정에서 섬에 의해 발

생되는 차단효과는 해역에 따라 그 불형평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도서에 의한 차단효과는 등거리선 방식이 사용될 경우 기점 설정, 등거리선

의 조정, 불균형성 테스트에서 모두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관련사정이 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도서에 의한 차단효과가 발생되는 상황을 ① 인접 해

안, ② 대향 해안, ③ 대향-인접-동향 해안 관계별로 분류한 다음 각 해안 관

계에서 또 다시 영해, EEZ·200해리 이내 대륙붕, 200해리 이원 대륙붕 경계

획정별로 나누어서 차단효과 방지 원칙의 실행과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

칙의 유무 및 내용에 대해 검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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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차단효과 방지 원칙의 개념

제 1 절 차단효과 방지 원칙의 전제 개념

  1. 적용 대상: 해양 권리, 권원, 일응권원

   해양경계획정에서 “maritime right”, “title”, “entitlement”은 연안국의 권리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이다. 그러나 해양법과 관련된 저서에서 해당 개념들은 

혼용되어 쓰이는 경우가 있고, 특히 title과 entitlement은 명확한 개념상의 차

이에도 불구하고 국문 번역시 구분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1969년 조

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의 조약의 해석 원칙, 국제 판례에서의 용법, 

사전적 의미, 학자들의 견해, 유사한 법 개념의 검토를 통해 각 용어의 올바

른 의미와 번역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에 따라 UNCLOS의 문맥 

및 그 대상과 목적에 따라 각 용어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maritime right”은 해양 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로, 영해 및 군도 수역

과 관련된 주권(sovereignty) (제2조 1항), 대륙붕과 EEZ의 자원과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 (제56조 1항 a호, 제73조 1항, 제77조 1

항),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 해양과학조사, 해

양환경보호와 관련된 관할권(jurisdiction) (제56조 1항 b호)을 말한다.30) title은 

당해 협약 제15조의 “역사적 권원(historic title)”과 관련해 언급되어 있을 뿐 

해당 용어가 단독으로 사용된 경우는 없다. Entitlement도 UNCLOS에서 그 정

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동사 형태로 사용되어 권한부여(제107조, 제110

조 1항), 자격부여(제69조 2항 b호, 제69조 4항, 제70조 3항 b호, 제91조 1항, 

제161조 9항)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당해 협약 제15조 1항, 제112조 

1항, 제298조 3항은 “할 수 있다”로, 제42조 5항에서는 “향유하는”이라고 번

역되어 있지만 해당 조항의 맥락상 “권한” 또는 “자격” 부여의 의미로 해석

30) Tullio Treves, "Coastal States' Rights in the Maritime Areas under UNCLOS", 

Braz. J. Int'l L. Vol. 12 (2015),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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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31)

   둘째, 국제 해양경계획정 판례에서 title과 entitlement는 모두 프랑스어로 

“titre”로 표기되어 있지만, 두 용어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32) 해양

경계획정 관련 국제 판례 또는 판정에서 title은 영해, EEZ, 대륙붕에 대한 

“권원(權原)”으로 그리고 그러한 권원을 연안국에게 부여한다는 의미와 관련

해서는 “entitle” 또는 “entitlement”를 사용해 왔다.33) Entitlement의 의미를 유

추해 볼 수 있는 판례인 덴마크 v. 노르웨이(1993년) 사건에서 ICJ는 해양경

계획정 청구(maritime boundary claims)의 특징과 관련해 “an area of 

overlapping entitlements"를 “타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각 국가가 청구할 

수도 있었던 지역의 중첩(overlap between the areas which each State would 

have been able to claim had it not been for the presence of the other State)”로 

해석하고 있다.34) 즉 entitlement에는 일방 국가가 해양 권원에 대한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셋째, 두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title은 “1. 재산을 통제하고 처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소유, 점유, 감독)의 결합[The 

union of all elements (as ownership, possession, and custody) constituting the 

legal right to control and dispose of property]; 재산의 소유자와 재산 자체의 

법적 연결(the legal link between a person who owns property and the property 

itself) 2. 재산의 소유권에 대한 법적 증거(Legal evidence of a person's 

ownership rights in property); 그러한 증거에 해당되는 법률 문서[an instrument 

(such as a deed) that constitutes such evidence.]”로 명시되고 있다.35) 동사 형

31) 외교부, http://www.mofa.go.kr/www/wpge/m_3835/contents.do (2020.01.18. 최종방

문); 정인섭, 에센스 국제조약집 (박영사, 2015), pp. 79-116 참조.

32) Libya/Malta Case, p. 25, para. 21, p. 30, para. 27, p. 31, para. 30, p. 33, para. 

34 참조.

33) North Sea Continental Shelf, p. 37, para. 59; Libya/Malta Case, p. 37, paras. 

42-43, p. 56, para. 77; Black Sea Case, p. 97, para. 100, cf.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

에서 ICJ는 판례문 20문단에서 대륙붕의 entitlement를 관련 국가에게 “이미(already)” 부속

된 지역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ICJ가 대륙붕의 고유성 또는 시원성을 반영하여 

entitlement를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 

22, para. 20.

34) Jan Mayen Case, p. 64, para.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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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p.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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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 entitle은 “법적 권리를 부여하거나 자격을 부여한다(to grant a legal right 

to or qualify for)” 그리고 entitlement는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즉시 부여되는 

이익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An absolute right to a benefit granted immediately 

upon meeting a legal requirement)”로 정의되고 있다.36)

   넷째,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Nuno Marques Antunes은 title을 특정 육

지 또는 해역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고, entitlement은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는 “일응의 권리(a prima facie right)”로 절대적인 배타

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37) Nuno Marques Antunes은 

entitlement가 이러한 배타적인 관할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으로 첫째, 경합되

는 entitlement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둘째, 경합되는 중첩된 entitlement이 존

재할 경우에는 경계획정으로 해당 권리의 동시 발생이 해결되었을 경우라고 

덧붙였다.38) Bjørn Kunoy는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에서 ICJ는 해양경계획정 

과정이 대륙붕의 고유성으로 인해 대륙붕 경계선이 선재한다고 보고 있기 때

문에 “잠재적으로 중첩되는 entitlement (potential overlapping entitlement)”라는 

말은 부적절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함으로써 title과 entitlement을 구별하고 있

다. 그에 따르면 title은 사법 또는 중재 재판소가 선언한 선재하는 경계선의 

범위 내에서 연안국이 무조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대륙붕에 대한 관할권을 

말하며, entitlement는 “연안국 관할권의 최대한의 잠재적인 지리 범위(coastal 

States' maximum potential geographical extent of jurisdiction)”로써 당해 대륙붕

에 대한 title의 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39) 니카라과 v. 콜롬비아(2012년)에서 

니카라과 변호인단은 entitlement가 해양경계선이 획정되기 전에 연안국이 가

질 수 있는 잠재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진정한 권리(en «droits» véritables)”가 

아니며, 재판소가 양국 간에 이러한 중첩된 잠재적인 권리 지역을 획정함으

로써 title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40) 이와 같은 취지에서 허숙연 교수는 

36) Ibid., p. 573.

37) Nuno Marques Antunes, Towards the Conceptualisation of Maritime Delimitation 

(Leiden/Boston: Brill Academic Publishers, 2003), p. 201.

38) Nuno Marques Antunes, supra note 37, p. 201.

39) Bjørn Kunoy, “The Delimitation of an Indicative Area of Overlapping 'entitlement' 

to the Outer Continental Shelf", The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83 

(2013), pp. 65-66.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 22, paras. 19-20 참조. 

Nicaragua v. Colombia, p. 678, para. 145, p. 680, para. 151, p. 683, para. 1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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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은 “권원(権原)”으로 entitlement는 “권원부여(権原付与)”라고 구분하여 번

역하고 있다. 전자는 “권원”을 부여하는 사실 자체에 정당화의 계기가 내재

되어 있는 경우이고, 후자는 권원을 부여하는 사실 이외의 권원을 부여하는 

근거(예를 들면 200해리 거리 기준의 경우 해안선에서 200해리까지 권리를 

부여하는 국제적 합의)가 있는 경우로 육지에서의 권원과 해양에서의 권원의 

차이로 언급하였다.41)

   결론적으로 title은 ‘권원’으로 관련 해역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의미한

다. 반면에 entitlement는 법적 요건이 충족될 경우, 다시 말하면 UNCLOS 체

제 하에서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200해리 이내 대륙붕의 경우 거리 원칙(제3

조, 제57조, 제76조 1항)에 따라 그리고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경우 

UNCLOS 제76조 대륙변계의 바깥끝이 정해지는 즉시 연안국에게 해당 해역

에 대한 일응 권리인 entitlement가 부여된다. 해양경계획정에서 UNCLOS에 

의해 부여된 entitlement가 타방국의 entitlement와 중첩되는 경우 해양경계선이 

설정되기 전까지는 절대적인 또는 진정한 권원(title)이 부여될 수 없기 때문

에 소유권의 배타성이 배제된다. 그러나 entitlement 자체는 미확정된 조건부

적 권리이기는 하지만 장래에 부여될 ‘법적 권리’에 해당되므로 ‘권리부여’는 

entitlement의 뜻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한 미흡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다.

   해양경계획정에서의 entitlement와 유사한 의미로 entitlement가 사용된 또 

다른 용례를 지식재산권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한민국 특허법 영문 번역

본에서 entitle(18회), unentitled(12회), entitlement(24회)라는 용어들은 대부분 관

련 조항에서 “특허를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번역되어 있거나 그러한 

의미로 명시되어 있다.42) 이것을 해양경계획정의 entitlement에 적용해 보면 

‘해양 권원(maritime title)을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로 번역될 수 있고, 이러

40) Argument by Mr. Pellet, Verbatim Record, CR 2012/15 Corr., Nicaragua v. 

Colombia, p. 39, para. 20; Argument by Mr. Reichler, Verbatim Record, CR 

2012/10, Ibid, p. 25, para. 18.

41) 許 淑娟, “200海里以遠における大陸棚制度の本質: 大陸棚権原付与の均一性,” 小寺彰先生追

悼論文集『国際法のダ亻ナミズム』 (有斐閣、2019年), p. 358.

42) ［특허법 제30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1조, 제44조, 제55조, 

제62조, 제88조, 제90조, 제133조, 제139조, 제99조의 2(영문법령 부록 제8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engLsSc.do?tabMenuId=tab45&query=%ED%8A%B9%ED%97%88

%EB%B2%95#(2019.05.29. 최종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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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역은 entitlement의 본연의 법적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안국은 당사국의 합의 또는 해양경계획정 분쟁해결절차

로 당사국간의 해양경계선을 획정하지 않는 한 UNCLOS 내에서 관련 해역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최종 해양경계획정 결과에 

의해 추후에 확정될 수 있으므로 “일응권원(一應權原)”으로도 번역될 수 있

다.43) 따라서 해당 논문에서는 title은 “권원”으로 entitlement는 특정 해양 권

원을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일응권원”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2. 일응권원과 해양경계획정의 법적 관계

   해양경계획정은 당사국의 중첩된 일응권원을 분할하는 법적 과정이다.44)

따라서 일응권원을 귀속시키는 근거는 경계획정에 적용되는 원리, 기준 및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45) Prosper Weil은 이와 관련해 “[일응권원]이 해양경계

획정을 규율하며(Title governs delimitation)”, “경계획정의 실제 과정은 관련지

역에 대한 법적 권원에 의해 결정된다(The actual process of delimitation is 

determined by the legal title to the area under consideration)"고 하였다.46) 小寺

彰은 일응권원과 해양경계획정의 이러한 관계를 법원칙(法原則)과 법규칙(法

43) “Prima facie”에 대한 정의는 Bryan A. Garner, supra note 35, p. 1228 참조.

44) 에게 해 사건에서도 경계획정을 위해서는 “경계획정 지역에 대한 일응권원의 결정(some 

determination of entitlement to the areas to be delimited)”을 수반한다고 설시하고 있

다.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Case, p. 35, para. 84. Nuno Marques Antunes, 

supra note 37, p. 135. cf. Prosper Weil은 동일한 공간에 하나 이상의 권원(title)이 존재

하지 않으며 경계획정은 해당 권원의 소유자를 찾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Prosper Weil, 

"Délimitation Maritime et Délimitation Terrestre" in Ecrits de droit international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2000), p. 250. Prosper Weil, "Délimitation 

Maritime et Délimitation Terrestre", in Yoram Dinstein (ed.) International Law at a 

Time of Perplexity - Essays in Honour of Shabtai Rosenne (Dordrecht, The 

Netherlands; Boston: M. Nijhoff, 1989), p. 1022.

45) Libya/Malta Case, pp. 46-47, para. 61 참조.

46) Prosper weil, supra note 16, pp. 48-49. Prosper Weil은 영어본 저서에서 일응권원과 

관련된 단어를 “title”로 번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불어 판결

에서 title과 entitlement이 동일하게 "titre"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Weil이 entitlement의 

의미를 가진 titre를 번역할 때 title로 오역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Weil의 

저서에서 title의 문맥상 의미를 고려하여 일응권원으로 번역하였다. Nuno Marques 

Antunes도 Prosper Weil의 저서의 관련 부분에서 언급된 title을 entitlement로 해석하고 

있다. Nuno Marques Antunes, supra note 37, p.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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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則)의 관계로 보았다.47) 그는 법원칙인 일응권원을 규율하는 원칙이 법규

칙인 해양경계획정의 기준 또는 방식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전자가 변화하면 

후자도 변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한 예로 대륙붕 권원을 부여하는 원칙의 

변화로 인해 대륙붕 경계획정 방식도 그에 따라 변화한다고 설명하였다.48)

다시 말하면 1982년 UNCLOS의 200해리 거리 원칙의 도입으로 인해 대륙붕

의 자연적 연장은 권원과 경계획정을 정당화시키는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응권원의 발현 수단인 “해안 투사(costal projection)”에 근거한 권리를 설명

하는 용어가 되었다.49)

   일응권원의 부여는 일방국의 대상 해역의 한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

방성을 띤다. 그러나 해양경계획정은 일반적으로 양국의 중첩되는 일응권원

을 양국에게 할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적(또는 다자적)인 과정이다.50) 특

히 UNCLOS 체제에서 해양경계획정은 제76조에 근거한 200해리 이원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물리적인 자연적 연장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51) 해

양경계획정의 “필수불가결한(sine qua non)” 요소인 각 연안국의 일응권원 부

여에 근거하여52) 해안 투사(정면 또는 방사상투사)에 의해 확인되는 일응권

원의 중첩을 해결하는 “제정적 성격(a constitutive nature)”의 과정이다.53)

47) “원칙(principle)”과 “법칙(rules)”은 모두 “목적론적(teleological)” 타당성이 아닌 “의무론

적 윤리성에 근거한 타당성(deontologically valid)”을 가지고 있다. 전자는 규범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관념적인 명령［an idea (prima facie) ought］“이자 ”법적 기준 척도(legal 

parameters)“로 해당 원리에 따른 법적 결과는 각 사례의 특수성에 따라 달라진다, 법칙

(rules)은 “확정적인 명령(a definite ought)"으로써 구체적인 법적 결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원칙을 구체화시킨다. Jürgen Habermas (translated by  William Rehg), Between facts 

and norms: contributions to a discourse theory of law and democracy 

(Cambridge, Mass.: MIT Press, 1996), p. 208. Robert Alexy, A theory of Legal 
argumentation: the theory of rational discourse as theory of legal justification

(Oxford: Clarendon Press;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pp. 

38-39, 244. Nuno Marques Antunes, supra note 37, pp. 188-189.

48) 小寺彰, パラダイム国際法 : 国際法の基本構成 (Tok̄yo ̄ : Yuh̄ikaku, 2004), pp. 29-34, 

130-136. 許 淑娟, supra note 41, pp. 353-354.

49) Prosper Weil, supra note 16, p. 281. 이탤릭체는 본 연구자 추가.

50) Nuno Marques Antunes and Vasco Becker-Weinberg, "Entitlement to Maritime 

Zones and Their Delimitation: in the Doldrums of Uncertainty and 

Unpredictability", in Alex G. Ode Elferink, Tore Henriksen & Signe Veierud Busch 

(eds.),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The Case Law - Is It Consistent and 

Predictabl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p. 72.

51) Guinea/Guinea-Bissau Case, pp. 686-687, paras. 115-117 참조.

52) Malcolm D Evans, supra note 16,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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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 원칙

   해양경계획정의 대상인 연안국의 일응권원은 주로 국가실행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지만, 그 법적 근거에 대한 원칙은 국제 판례법에 의해 확증되어 

왔다.54) 판례법에 따르면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The Land Dominates the 

Sea)” 원칙은 일응권원의 근거를 ‘해안 지리’에 두고 있으며, 이것은 육지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the costal State's sovereignty over the land)에서 발생된

다.55) 이러한 육지 영토에 대한 일응권원의 종속성은 최초의 해양경계획정 

판례라고 할 수 있는 Grisbadarna 사건(1909년)에서 시제법 원칙에 따라 “국

제법의 근본 원칙(aux principes fondamentaux du droit)”으로 언급되었다.56) 이

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당해 중재 판정은 노르웨이 영토 할양에 영해대를 자

동적으로 포함시켜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la direction générale du territoire 

terrestre)을 고려하여 해양경계선을 획정하였다.57) 해당 원칙은 실질적으로 해

53) Ghana/Côte d'Ivoire Case, p. 162, para. 591 참조. 다음의 세 학자는 해양경계획정의 

대상을 “법적 권원(legal title)”의 중첩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title이 배타성을 띠고 있

음을 고려할 때 해당 표현은 해양 권원의 근거가 물리적 자연적 연장에 근거한 선언적 성격

의 경계획정이 아닌 국제 법원 또는 재판소의 판결 또는 판정에 의해 결정되는 제정적인 성

격의 경계획정에서는 일응권원(entitlement)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Yoshifumi 

Tanaka, supra note 12, p. 7; Stephen Fitetta and Robin Cleverly, supra note 18, 

pp. 3, 32. Prosper Weil, supra note 16, p. 47.

54) 연안국들은 자국의 해양 권리를 선포하고 관련 법률로 규정해 왔으며, 대표적으로 1945년 9

월 28일 미국의 트루먼 선언을 들 수 있다. U.S., supra note 4, pp. 45-46. 당해 선언에서 

대륙붕의 한계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트루먼 선언 이후 연안국들은 영해 이외의 

EEZ, EFZ(Exclusive Fishery Zone, 이하 "EFZ"), 또는 대륙붕과 같은 새로운 수역을 적극

적으로 청구해 왔다. R. R. Churchill and A. V. Lowe, The Law of the Sea, 3rd ed.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9), pp. 142-145, 160-162. 각 해역의 

일응권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국가실행은 D. P. O'Connell,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Vol. 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pp. 467-475, 510-581 참조; 

대륙붕과 관련된 국가실행은 M. L. Jewett, "The Evolution of the Legal Regime of the 

Continental Shelf", Canadi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22 (1984), pp. 

157-164 참조.

55)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 22, para. 19, p. 29, para. 39, p. 51, para. 

96.

56) Grisbådarna Case, p. 159. ICJ는 1951년 Fisheries 사건에서도 육지가 해상수역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를 부여한다고 판시하시면 육지 영역과 영해의 밀접한 종속(the close 

dependence of the territorial sea upon the land domain) 관계를 언급하였다. 

Fisheries case, p. 133.

57) Grisbådarna Case, p. 160. Georg Schwarzenberger, International Law Vol.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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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계획정법이 발전하게 된 최초의 판례인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에서 명

시적으로 언급된 후 지난 50년 동안 국제 법원에서 계속 인용되고 적용되어 

왔다.58) 연안국의 일응권원은 해당 국가의 “영토 주권(territorial sovereignty)”

의 “소산(emanation)”이자 “자동 부속물(automatic adjunct)”로,59) 육지의 자연적 

연장 또는 해안 투사를 통해 바다쪽으로 확장되며 이를 통해 연안국은 국제

법에 따라 관련 해역에 대한 주권 또는 주권적 권리를 최대한 행사할 수 있

다.60) 따라서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 원칙은 해양경계획정의 대원칙으로 지

리 형태와 해안선이 해양경계획정 과정 및 방식의 선택에 있어 다음과 같이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61)

   첫째,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 원칙으로 인해 분쟁 수역과 관련된 육지 

또는 섬의 영유권 분쟁은 해양경계획정 실시 이전에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62) 판례법에서도 아르헨티나/칠레(1977년) 판정을 포함한 여러 국제 판

례에서 육지 또는 섬의 영유권 문제를 해양경계획정의 선결 사항으로 다루고 

있다.63) 그러나 카타르 v. 바레인(2001년)에서 양 당사국의 영해 내에 위치해 

(London: Stevens and Sons Limited, 1957), p. 317; Malcolm N. Shaw, supra note 

18, p. 423; Yoshifumi Tanaka, supra note 12, pp. 24-25 참조. 해당 사건과 관련된 평

석은 박찬호, “노르웨이와 스웨덴간 해양경계선 분쟁사건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47권 제

1호·통권 55호, pp. 277-291 참조.

58)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 51, para. 96.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Case, p. 36, para. 86; Tunisia/Libya Case, p. 61, para. 73; Qatar v. Bahrain, p. 97, 

para. 185; Barbados v. Trinidad and Tobago, p. 97, para. 316; Guyana v. 

Suriname, p. 111, para. 344; Nicaragua v. Honduras, p. 696, para. 113, p. 699, 

para. 126, p. 702, para. 135; Black Sea Case, p. 89, para. 77, pp. 96-97, para. 99; 

Bangladesh/Myanmar Case, p. 56, para. 185; Nicaragua v. Colombia, p. 674, para. 

140; Bangladesh v. India, p. 79, para. 279. 일부 판례에서는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

는 대원칙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육지 영토 권원으로 인해 인접 수역과 해저 

및 대륙붕에 대한 관할권이 연관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Argentina/Chile Case, p. 80, 

para. 6. Newfoundland and Labrador/Nova Scotia Case (Second Phase), p. 30, 

para. 2.7. cf. Maine 만 사건에서는 해당 원칙을 “형평의 기준(equitable criteria)” 중 하

나로 언급하고 있다. Gulf of Maine Case, p. 312, para. 157.

59)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Case, p. 36, para. 86.

60) Prosper Weil, supra note 16, pp. 50-53.

61) Stephen Fietta and Robin Cleverly, supra note 18, pp. 27-29 참조.

62) Nuno Marques Antunes and Vasco Becker-Weinberg, supra note 50, p. 66 참조.

63) Argentina/Chile Case, pp. 78-146, paras. 3-109; Eritrea/Yemen Case (First Phase) 

p. 1; Qatar v. Bahrain, pp. 64-91, paras. 70-165. Cameroon v. Nigeria, pp. 

346-416, paras. 62-225; Nicaragua v. Honduras, pp. 701-727, paras. 132-227. 

Nicaragua v. Colombia, pp. 641-662 paras. 2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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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간출지의 경우 잠정적 영해 경계획정을 실시한 후 해당 도서의 영유권

을 결정함으로써 “바다가 육지를 지배한다”는 원칙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었

다.64)

   둘째, 해양경계획정에서는 도서의 법적 지위, 즉 섬(제121조 2항), 암석(제

121조 3항), 간출지(제13조), 암초(제6조)인지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일응권원

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해양경계획정 이전에 관련 도서의 지위를 결정하게 

된다.65) 1992년 St. Pierre & Miquelon 중재 사건은 도서의 일응권원의 근거를 

“지리 사정”에 의거하고 있으며 일응권원의 현시 수단을 바다쪽 투사로 설시

하고 있다.66) 재판소는 모든 해안은 동등한 일응권원을 가지고 있으며 아무

리 짧은 해안도 타 당사국의 해안으로 인해 바다쪽 투사를 단축해야 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 200해리까지 해안 투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67) 제121

64) Qatar v. Bahrain, p. 109, para. 220. 바레인은 간촐지에 대한 전용은 실효적 지배

(effectivité) 원칙에 의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ICJ가 Fasht ad Dibal과 관련

된 실효적 지배의 증거로 Qit'at Jaradah에 대한 바레인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했던 활동과 

유사한 활동, 즉 측량 활동, 석유 양허허가, 이정표, 자분정(自噴井) 건축, 영구 어량 면허 허

가, 해양 긴급사태 지원, Fasht ad Dibal 주변에 바레인 연안경비정 활동을 주장하였다. 그

러나 ICJ는 카타르의 청구를 반영하여 Fasht ad Dibal과 관련된 바레인의 실효적 지배를 배

척하고 영해에 대한 일응권원 중첩지역에 위치한 간출지의 상쇄 효과를 더 우위에 두었다. 

Reply of Bahrain, Qatar v. Bahrain, paras. 335, 345. Reply of Qatar, Ibid., para. 

7.40. Argument by Mr. Queneudec, Verbatim Record, CR 2000/9, Ibid., p. 48, para. 

45. Qatar v. Bahrain, pp. 99-100, paras. 196-197, p. 101, para. 203, pp. 102-103, 

para. 209. Malcolm D. Evans, "Case Concerning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Qatar v. Bahrain), Vol. 51 (2002). 

pp. 715-716. 이와 관련해 바레인측 대변인 P. Weil은 도서 영유권이 “단지 해양경계획정의 

부산물”이 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비판하였다. Yoshifumi Tanaka, "Reflections on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Qatar/Bahrain Cas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52 (2003), pp. 70-71. 이러한 해양경계획정 원칙의 도치, 즉 도서의 

영유권과 해양경계획정 결정 순서의 도치와 관련해 Emmanuel Decaux는 카드로 만든 성

(un château de cartes)이 붕괴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였다. Decaux, Emmanuel, 

"Affaire de la Délimitation Maritime Et Des Questions Territoriales Entre Qatar Et 

Bahrein, Fond (arrêt du 16 mars 2001 Qatar c. Bahreïn), Annuaire français de 

droit international, Vol. 47, (2001), p. 231.

65) Nicaragua v. Colombia, pp. 686-693, paras. 167-183 참조.

66) St Pierre and Miquelon Case, p. 1164, para. 45 참조.

67) 캐나다는 일명 “상대적 확장(relative reach)” 이론에 따라 모든 해안이 동등한 일응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특정 부분의 해안 투사가 해안 길이에 따라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St. Pierre and Miquelon Case, p. 1164, paras. 44-45. St. Pierre 섬과 

Miquelon 섬의 남쪽과 남동쪽 구간의 해안 개구부 또는 정면(ouverture côtière)은 다른 구

간의 지리 사정과는 전적으로 달리 캐나다 해안을 마주보고 있거나 측면에 나란히 위치해 있

는 캐나다 해안에 의해 가로막혀 있지 않아 200해리 외측 한계까지 남쪽 정면으로 일응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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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항 하의 섬의 일응권원이 본토 해안의 일응권원과 동일함을 확인하고 있

다. 또한 프랑스의 St. Pierre와 Miquelon 섬이 “캐나다 대륙붕 위에 겹쳐서 놓

여” 있기는 하지만 당해 사건의 대륙붕이 단일한 물리적 판이기 때문에 “각 

해안 부분은 자체의 대륙붕을 분배 받는다”고 설시하였다.68) 따라서 “섬의 

해양 권리의 범위”가 “그 정치적 지위”에 달려 있지 않고, UNCLOS 제121조 

제2항과 1958년 협약의 상응 규정에 따라 다른 육지 영토와 같이 동일한 해

양 권리를 발생시킨다고 설시하였다.69) Jan Mayen 사건도 영구적인 성격의 

특정 국가의 영토의 해안에 해역이 귀속되는 것은 해안선과 관련된 영토를 

소유한 것에 근거한 “법적 과정(legal process)”이라고 설시하였다.70) 그리고 

해당 사건의 EEZ/200해리 이내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Jan Mayen이라는 소도

(小島)의 적은 인구와 사회경제적 요소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봄으로

써71) 해안 지리가 일응권원 발생에 우선적인 고려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카타르 v. 바레인(2001년)에서 ICJ은 1982년 UNCLOS 제121조 제2항을 관습

국제법의 반영으로 보고 섬이 그 크기와는 상관없이 육지와 동일한 법적 지

위를 향유하고 동일한 해양 권리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확증하였다.72)

   셋째, 인접 해안 간 경계획정에서 당사국의 일응권원이 발생되는 해안 구

간은 양국의 해양경계선의 시작점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에 해양경계선의 시

작점의 결정에서도 해당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인

접 해안 간 경계획정에서는 육지경계선의 끝점이 해양경계선의 시작점이 되

거나 해당 지점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는 원칙이 

직접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73)

이 투사될 수 있다고 설시함으로써 리비아/몰타(1985)의 “해안 개구부(coastal opening 또

는 ouverture côtière)” 개념을 지지하고 있다. Roger Gillott, supra note 18, pp. 

269-270.

68) St. Pierre and Miquelon Case, pp. 1164-1165, para. 46.

69) St. Pierre and Miquelon Case, p. 1165, para. 49.

70) Jan Mayen Case, p. 74, para. 80.

71) Ibid.,

72) Qatar v. Barain, p. 97, para. 185.

73) 해양경계획정의 시작점에 대해 판결한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Dubai/Sharjah Case, 

pp. 653-654, paras. 217-218. Tunisia/Libya Case, p. 42, para. 35, p. 93, para. 

133(C)(2). Cameroon v. Nigeria, pp. 428-431, paras. 261-268. Guyana v. Suriname, 

p. 97, para. 307. Nicaragua v. Honduras, pp. 755-756, paras. 307-311. 

Bangladesh/Myanmar Case, p. 48, para. 157. Peru v. Chile, p. 64, paras. 169,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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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해양경계획정 대상 해역의 범위 설정과 관련된 양국의 일응권원 중

첩지역을 확인하는 요소인 관련해안과 관련지역의 결정에서도 해당 원칙은 

중요한 대원칙으로 작용한다.74) 특히 등거리선 방식에서 기점은 “관련해안의 

물리적 지리”를 참고하여 선택되며 이러한 기점 설정을 통해 해당 원칙이 실

현된다.75)

   다섯째, 연안국의 일응권원의 근거인 당사국의 해안 관계는 해양경계획정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76) 당사국의 해안 관계는 일반적으로 연안국

의 해안을 매개로 한 일응권원의 정면투사 방향에 의해 결정된다. 다시 말하

면 연안국의 해안 투사가 경계획정 수역으로 측면에서 나란히 같은 방향으로 

투사될 경우 인접 해안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77) 그러나 양국 해안 투사가 

상호 간에 마주 보면서 확장될 경우 대향 관계를 띠게 된다.78) 그러나 당사

국의 해안 투사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동향(同向) 해안 관계를 가지

게 된다.79) 결국 연안국의 해안 관계에 따라 양국의 일응권원 중첩지역도 위

치적으로 다른 특성을 띠게 된다. 관습국제법상 형평의 원칙과 관련사정 방

식에서는 이러한 해안 관계가 경계획정 방식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80) 또한 등거리선 작도에서도 해안 관계는 다른 의미와 효과를 발생

시키며 그로 인한 등거리선의 조정도 해안 관계에 따라 다르게 처리된다.81)

176, Bangladesh v. India, pp. 45-52, paras. 157-189. Ghana/Côte d'Ivoire Case, pp. 

99-100, paras. 351-357. Costa Rica v. Nicaragua, pp. 36, 38, paras. 82-86, pp. 

41-42, para. 104.

74) Tunisia/Libya Case, pp. 61-62, para. 75. Black Sea Case, p. 89, para. 77.

75) Black Sea Case, p. 108, para. 137.

76) Stephen Fietta and Robin Cleverly, supra note 18, p. 28.

77) 인접 해안 관계와 관련하여 UK/France, p. 109, para. 233, p. 118, paras. 253-254 참

조.

78) 대향 해안 관계와 관련하여 UK/France, pp. 52-53, para. 87, p. 58, para. 103, pp. 

117-118, para. 252 참조.

79) 동향 해안 관계와 관련하여 Nicaragua v. Colombia, p. 708, para. 229 참조.

80) 예를 들어 1984년 Maine 만 사건의 대륙붕/EFZ 단일 경계획정과 관련해 양국의 인접 해

안에서는 각의 이등분선 방식과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의 수직선 그리고 대향 해안에서는 중

간선/관련사정 방식을 사용하여 해양경계선을 획정하였다. 인접국간 경계획정과 관련해 Gulf 
of Maine Case, p. 325, para. 188, p. 333, para. 213, pp. 337-339, paras. 224-228 

참조. 대향국간 경계획정과 관련해 Ibid., p. 334, para. 216, pp. 334-337, paras. 

217-223 참조.

81) 대표적으로 니카라과 v. 콜롬비아(2012년)의 각 해안 관계에서 잠정적 등거리선은 다른 방

식(준위요선과 회랑 방식)으로 조정되었다. Nicaragua v. Colombia, pp. 709-713, pa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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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째, 지리적 사정인 해안 형태와 도서의 존재는 관련사정으로 작용하

여 형평한 결과를 위해 관습국제법 하에서는 해양경계획정 방식의 결정과 잠

정적 경계선을 조정하는 요소로 고려된다. 그러나 등거리선/특별사정·관련사

정 방식에서는 해당 경계선의 작도, 잠정적 등거리선의 조정 및 불균형성 평

가 및 검증에서 검토되는 중요한 요소이다.82)

제 2 절 차단효과 방지 원칙의 개념

   차단효과 방지 원칙은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는 대원칙의 하위 원칙에 

해당된다. 따라서 차단효과는 해당 대원칙과 관련된 경계획정의 전 과정에서 

내재되어 있는 개념으로 해양경계획정의 형평한 결과를 위해 고려되는 핵심

적인 관련사정에 해당된다.83) 다시 말하면 차단효과 방지는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는 대원칙 하에서 해양 권원의 근거인 해안선에서 발생되는 일응권

원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멀리(how and how far)” 확장될 수 있는지와 관

련된 개념이다.84) 즉 해당 원칙에서는 국제법(예를 들어 UNCLOS)에 근거한 

일방국의 일응권원의 외측 한계 설정이라는 “일방성(unilateral)”과 또 양 당사

국의 중첩되는 일응권원을 획정하는 “양자성(bilaterality)” 또는 “다자성

(multilaterality)”이 반영되어 있다.85)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차단효과 방지 원칙

은 해안에서 “방사상(radial)” 투사의 확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일방국의 일응

권원이86) 국제법에 따라 최대 범위까지 확장되는 것을 허용하는 반면에 동등

232-237. Nuno Marques Antunes and Vasco Becker-Weinberg, supra note 50, p. 

73 참조.                               

82) Stephen Fietta and Robin Cleverly, supra note 18, pp. 28-29 참조.

83) Prosper Weil, supra note 16, p. 62 참조.

84) Prosper Weil, supra note 16, p. 56 참조.

85) Nuno Marques Antunes and Vasco Becker-Weinberg, supra note 50, p. 72 참조.

86) 방사상투사는 포락호(包絡弧, envelop of arcs) 방식을 통해 설정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본 논문 제3장 제1절에서 “일응권원의 범위” 설정 방법 참조. Barbados v. 

Trinidad and Tobago, pp. 72-73, para. 239; Bangladesh v. India, p. 86, para. 302; 

Costa Rica v. Nicaragua, pp. 44-50, paras. 108-121, pp. 75-80, paras. 176-185. 

Ibid., p. 45, Sketch-map No. 6, p. 66, Sketch-map No. 12, p. 77, Sketch-map No. 

16, p. 81, Sketch-map. No 18 참조. Stephen Fietta and Robin Clerverly, supra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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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응권원을 가지고 있는 타방국의 해안 확장 또는 투사를 불형평하게 차

단하지 않을 것을 요구함으로써 해양경계획정에서 형평한 결과가 발생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87)

   제2절에서는 차단효과 방지 원칙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차단효과의 올

바른 번역에 대해 검토하고 또 국제 판례에서 해당 효과의 발생 원인이 되는 

지리적 상황과 또 관련 상황에서 차단효과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의미로 사

용되고 있는 용어를 정리함으로써 향후 차단효과의 논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 한다. 이어서 해양경계획정의 준거법인 관습국제법(형평의 원칙/관련사정 

방식)과 등거리선/관련사정 방식에서 적용되고 있는 차단효과의 정의와 역할

을 검토하여 차단효과 방지 원칙의 개념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또한 국제 판

례에서 차단효과의 적용 원칙으로 인용되어 온 침해금지 원칙과 해당 논문의 

주제 원칙의 관계를 비교·분석하여 해양경계획정에서 차단효과 방지 원칙이 

침해금지 원칙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지위를 가진 원칙으로 정립되어 왔고 또 

그러한 독자적 지위를 인정받아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검토해 본다. 끝으로 

차단효과 방지 원칙이 해양경계획정에서 차지하는 체계적 지위를 확인함으로

써 해당 원칙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차단효과의 용어 정리

   차단효과(cut-off effect)는 UNCLOS에서 정의되거나 기술된 용어가 아니며 

판례법에서 경계획정의 형평의 원칙 또는 형평의 기준과 관련하여 언급되어 

왔다.88) 국제 판례에서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에서 cut-off effect는 불어로 

18, pp. 70-71 참조.

87) Bangladesh v. India, pp. 122-123, para. 417; Romania v. Ukraine, p. 127, para. 

201; Nicaragua v. Colombia, pp. 703-704, paras. 215-216. Prosper Weil supra note 

16, pp. 60-62. Jonathan I. Charney는 차단효과를 “최대 도달(Maximum Reach)" 원칙이

라는 개념 하에서 해안으로부터 대상 해역에서 허용되는 최대 거리에 근접해 있는 해역까지 

분쟁 당사국의 접근이 전적으로 차단되지 않고 일정 정도 허용되도록 경계획정을 하는 경향

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Jonathan I. Charney, “Progress in International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Law,”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88 (1994), 

pp. 247-249.

88) Gulf of Maine Case, pp. 312-313, para. 157, p. 328, para. 196 참조. St. Pierre and 

Miquelon Case, p. 1167, para. 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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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ffect d'amputation”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절단”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

다.89) 국내 문헌의 경우 cut-off effect를 주로 “차단효과”로 번역하고 있다.90)

그러나 일부 국내외 논문에서는 “절단(切斷) 효과”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차단효과의 불어식 표기를 반영하여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91)

   “차단(遮斷)”과 “절단(切斷)”의 사전적 의미를 통해 cut-off의 올바른 번역

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절단은 이미 존재하는 객체를 자르거나 베어

서 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차단은 동적인 대상의 흐름이나 통로를 

막거나 중지시킨다는 의미와 함께 다른 것과 통하지 못하게 접촉을 막거나 

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92) 즉 절단 효과는 북해대륙붕에서 설시된 대륙

붕의 자연적 연장과 같이 “당연하게 처음부터” 존재하는 고유한 권리의 침해

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이 논문에서 cut-off effect는 일방

국의 일응권원의 현시 수단인 해안 투사라는 동적인 대상이 잠정적 경계선

(주로 잠정적 등거리선)에 의해 막혀 국제법상 해안 투사가 허용되는 해역으

로부터 차단되는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단효과로 칭하기로 한다.

   차단효과는 또한 일부 판례 및 국가실행에서 관련 국가들의 지리 상황과 

경계획정 방식에 따라 다른 명칭으로도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차단효과와 

관련된 용어를 정리하여 해당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첫째, 차단효

과는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에서 인접국간의 오목성 해안에서 일반적으로 

89)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 21, para. 15.

90) 이석용, ”한국과 중국간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형평원칙과 관련상황: 중국의 주장에 대한 

분석과 평가,” 국제법학회논총 제63권 제2호 (2018), pp. 161. 이창렬, “형평의 객관화와 해

양경계획정,”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010, p. 235. 윤영민, “유엔해양법협약 상 관련

사정이 해양경계획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제28호 제1호 (2016. 3), pp. 

37, 38, 40, 44. cf. 이석용 교수는 해당 논문에서 침해 금지(non-encroachment) 역시 차

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차단금지"로 번역하고 있다. Ibid., p. 160.

91) 박현석, “대륙붕 경계획정에 대한 ‘관련해안 길이’의 효과: ‘불균형성 검사’의 검정", 홍익법

학 제17권 제3호 (2016), p. 157. 許 淑娟, supra note 41, p. 367. 허숙연 교수는 2014년 

논문에서는 차단효과를 별도로 번역하지 않고 원 단어를 그대로 차용하여 “cut off 效果”로 

표기했다. 許 淑娟, "ベンガル湾海洋境界仲裁（バングラディシュ＝インド、2014 年）判決" 

in インド太平洋における法の支配の課題と海洋安全保障 『カントリー・プロファイル』 - ［国

際法研究会（国際ルール検討グループ）］[平成28年度外務省外交・安全保障調査研究（発展

型総合事業）], pp. 1, 5, 6, available at 

http://www2.jiia.or.jp/pdf/research/H28_International_Law/02_Huh.pdf (2019.12.21. 

최종확인) 참조.

92) www.daum.ne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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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거리선으로 경계획정을 실시할 경우 고려되어야 하는 관련사정으로 처음 

소개되었다.93) 후속 판례에서도 차단효과는 제4장 제3절(본토 해안의 오목성)

에서 후술된 바와 같이 주로 이러한 오목성 해안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언

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오목성 해안에 의해 발생되는 차단효과는 해당 

효과의 특성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처

럼 세 인접국의 해안이 오목성을 띤 경우 그리고 양 인접국간 경계획정에서 

제3국의 해안을 고려하여 형성되는 오목성 해안에 의한 차단효과는 “에워싸

기 효과(boxed-in 또는 boxing-in effect)”,94) “펜치 효과(a pincer effect)”,95) “압

착 효과(squeezing effect)”,96) “위요 효과(enclaving effect/enclavement)”97)로 당

사국의 청구나 재판소의 판결에서 언급되고 있다. 또한 방글라데시 v. 인도

(2014년)에서 인도는 양 당사국의 오목성을 띤 인접-대향 해안 간 경계획정에

서 방글라데시의 각의 이등분선에 의해 양국의 대향 해안 간에 발생되는 차

단효과를 “봉쇄 효과(blocking effect)”98)로 언급한 바 있다.

   둘째, 도서는 차단효과의 또 다른 대표적 지리적 요인으로 St. Pierre & 

Miquelon(1992년) 및 니카라과 v. 콜롬비아(2012년)과 같이 양 당사국의 본토 

해안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일방국의 도서가 타방국 본토 해안에 가까이 존재

할 경우 발생되는 관련사정으로 언급된다.99) 두 사건 모두 당사국 간에 대향

93)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p. 18-19, para. 8, p. 21, para. 15, pp. 31-32, 

para. 44.

94) Croatia/Slovenia Case, pp. 318-322, paras. 1011, 1012, 1014.

95) Cameroon v. Nigeria, p. 419, para. 234. 카메룬은 기니 만(Gulf of Guinea)에서 나이지

리아(카메룬의 왼쪽에 위치)와 당해 사건의 비당사국인 적도기니 및 가봉의 해안선(적도기니

의 모든 해안과 가봉의 Cape Lopez까지로 카메룬의 오른쪽에 위치) 사이에 오목한 곳에 위

치해 있어서 양측에 위치한 국가들의 해안들이 카메룬 해안을 펜치로 조이는 것과 같은 효과

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글라데시/미얀마(2012년) 사건에서도 ITLOS는 등거리선이 사

용될 경우 해안의 오목성으로 인해 중간에 위치해 있는 국가들이 “좁은 범위에 가두어져서

(pinched)” 해당 국가의 해안 투사가 차단되는 국가실행들을 소개하고 있다. 

Bangladesh/Myanmar Case, pp. 79-80, para. 285.

96)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의 영해 경계획정에서 슬로베니아는 크로아티아와 이탈리아 사이에 

자국을 압박하는 양국의 지리 요소를 관련사정으로 청구하였다. Croatia/Slovenia Case, 

pp. 298-300, paras. 964-969. Newfoundland and Labrador/Nova Scotia Case 

(Second Phase), p. 87, para. 5.5,

97) Guinea/Guinea-Bissau Case, p. 682, para. 104; Cameroon v. Nigeria, p. 433, para. 

272, p. 445, para. 296; Bangladesh/Myanmar Case, p. 80, para. 288.

98) Bangladesh v. India, p. 128, para. 435, p. 129, 지도 참조.

99) St. Pierre and Miquelon Case, p. 1162, paras. 34-35, pp. 1166-1167, paras. 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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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동향으로 전환되는 해안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2012년 판결에서

는 해당 해안 관계에서 콜롬비아 섬에 기점을 설정하여 발생되는 잠정적 등

거리선에 의해 니카라과 본토 해안의 투사가 콜롬비아 섬의 동편에 존재하는 

양국의 EEZ/200해리 이내 대륙붕의 일응권원 중첩 해역으로부터 “차단(cut 

off)” 또는 “봉쇄(blocked)” 된다고 표현하고 있다.100) 또한 2012년 ICJ 판결과 

유사한 해안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 실행에서는 이러한 도서에 의한 효과

가 “스크린 효과(screening effect)”로 표현되기도 하였다.101)

   셋째, 도서에 의한 차단효과는 인접 또는 대향 해안 관계의 해양경계획정

에서 양국의 본토 해안을 기준으로 설정된 등거리선/중간선에서 자국 해안 

인근에 존재하는 섬과 해당 경계선 인근에 존재하는 섬에 의해서도 발생된

다.102) 국제 판례에서는 잠정적 등거리선/중간선 방식이 적용될 경우 일반적

으로 이러한 도서에 기점을 설정함으로써 발생되는 효과를 적용 대상에 따라 

“왜곡 효과(distorting effect)” 또는 “불균형한 효과(disproportionate effect)”로 표

현하고 있다. 북해대륙붕 사건(1969년)에서 ICJ는 등거리선 방식이 사용될 경

우 “소도, 암석, 경미한 해안 돌출 지역(islets, rocks and minor coastal 

projections)”에 기점이 설정될 경우 “불균형한 왜곡효과(disproportionally 

distorting effect)”가 발생된다고 설시하였다.103) 이후 1977년 영불대륙붕에서 

재판소는 특정 도서에 기점 설정함으로써 “등거리선이 불형평하게 왜곡(an 

inequitable distortion of the equidistance line)”되어 “양국에 할당되는 해역에 대

한 불균형한 효과(disproportionate effects on the areas of shelf accruing to the 

pp. 1169-1171, paras. 66-73. Nicaragua v. Colombia, pp. 703-704, para. 215. 이러

한 해안 관계와 관련된 국가실행은 D. W. Bowett, supra note 102, pp. 144-147 참조.

100) Nicaragua v. Colombia, p. 703, para. 212, p. 718, para. 249 참조.

101) 네덜란드와 베네수엘라 간 해양경계획정 조약(1978.03.31. 서명, 1978.12.15. 발효)과 관련

해 베네수엘라 대표 멤버인 Jean-François Pulvenis와의 인터뷰(1989.01.14.)에서 언급된 

표현으로 베네수엘라 대륙의 바다 쪽 투사에 대한 Netherlands Antilles(베네수엘라 연안 맞

은편에 위치한 네덜란드의 Aruba 섬, Curaçao 섬, Bonaire 섬)의 효과를 일컫는 말이다. 

(재인용), Jonathan I. Charney, Lewis M. Alexander(ed.), International Maritime 

Boundaries Vol. I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3), pp. 626, 630 지도 참조.

102) 두 경우의 도서와 관련된 국가실행과 관련해 D. W. Bowett, "Islands, Rocks, Reefs and 

Low-tide Elevations", in Jonathan I. Charney and Lewis M. Alexander (eds.), 

International Boundaries Vol. I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3).

pp. 134-144 참조.

103)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 36, para.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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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States)”가 발생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두 효과가 적용되는 대상을 명

시하고 있다.104) 당사국의 해안 투사에 대한 차단효과는 이러한 등거리선에 

대한 “불형평한 왜곡” 효과와 해당 등거리선에 의해 “양국에게 할당되는 해

역에 대한 불균형한 효과” 사이의 과정과 관련이 있다. 2018년 코스타리카 v. 

니카라과에서 ICJ는 본토 해안의 돌출 지역에 해당되는 코스타리카의 Santa 

Elena 반도에 기점을 설정함으로써 “잠정적 등거리선에 상당한 왜곡효과(a 

significant distorting effect on the provisional median line)”가 발생하여 해당 등

거리선에 의해 “니카라과의 해안 투사가 차단(a cut-off of Nicaragua's coastal 

projections)”되는지 여부를 검토함으로써105) 두 효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할 점은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에서 언급

된 “소도, 암석, 해안 돌출” 지점에 잠정적 등거리선의 기점을 설정할 경우 

관련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을 기준으로 해당 기점 설정 부분이 바다쪽으로 더 

나아가 있게 되어 해당 지형에 대한 영유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국에게 더 유

리한 결과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2009년 흑해 사건은 인접 해안 간 EEZ/대륙

붕경계획정 사건으로 우크라이나의 Serpents 섬과 관련해 이러한 효과를 자세

히 설명하고 있다. 해당 판결에서 ICJ는 우크라이나 본토 해안 근처에 위치

한 Serpents 섬에 잠정적 등거리선의 기점을 설정하게 될 경우 우크라이나 본

토 해안과 “관련이 없는(extraneous)” 섬을 해당 해안에 “접목시켜(grafting)” 

우크라이나 본토 해안 형태의 일부가 되는 결과가 발생되며 이는 “지리의 사

법적 개조(a judicial refashioning of geography)”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106) 이

와 관련해 양국은 첫 번째 경계획정 부분에서 해당 섬에 기점 설정 여부에 

따라 발생되는 잠정적 등거리선에 의해 자국의 “일응권원” 또는 “해안 투사”

가 “차단”된다고 주장하였다.107) 이에 대해 ICJ는 양 당사국의 청구선이 상대

국의 EEZ/대륙붕에 대한 일응권원을 상당히 “축소시키다(curtail)”, “가로막다

(obstructs)”, 또한 “제한한다(restricts)”고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차단시키다(cut 

104) 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Case, p. 113, para. 243.

105) Costa Rica v. Nicaragua, p. 72, para. 174.

106) Black Sea Case, p. 110, para. 149.

107) 루마니아는 Serpents 섬에 기점을 설정하지 않은 경계선을 주장하였고, 우크라이나는 해

당 섬에 기점을 설정한 등거리선을 주장하였다. Ibid., pp. 103-104, paras. 124-126, pp. 

126-127, paras. 19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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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는 용어와 유사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차단’이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108) 그러나 방글라데시 v. 미얀마(2012년)에

서 Gao 재판관은 이와 관련해 2009년 흑해 사건에서 ICJ가 양 당사국이 주장

한 청구선에 의해 발생되는 “차단효과를 방지하는(avoided the cut-off effect)” 

자신만의 잠정적 경계선을 선언하였다고 언급함으로써 우크라이나 해안 근처

에 존재하는 Serpents 섬에 의해 발생되는 효과를 차단효과로 명시하고 있

다.109) 다시 말하면 Serpents 섬에 잠정적 등거리선의 기점을 설정할 경우 우

크라이나의 본토 해안이 Serpents이 위치해 있는 곳까지 이동되는 것과 동일

한 효과가 발생된다. 그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청구선으로 경계선을 획정할 

경우 ICJ가 판결한 최종 경계선을 기준으로 볼 때 ICJ의 경계선과 우크라이

나의 청구선 간의 거리 폭 만큼 루마니아의 해안 투사가 차단되는 결과가 발

생된다. 그러나 반대로 루마니아의 청구와 같이 Serpents 섬에 기점을 설정하

지 않고 잠정적 등거리선이 설정될 경우 우크라이나의 해안 투사는 ICJ의 경

계선과 루마니아의 청구선의 거리 폭만큼 차단된다(그림 1 참조). 대향 해안 

간 경계획정에서도 양국의 본토 또는 주요 해안 간 중간선 인근에 위치해 있

는 도서에 기점이 설정될 경우 해당 도서에 대해 영유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

국의 관련된 본토 해안 부분이 해당 도서의 위치까지 확장되는 효과가 발생

된다. 따라서 해당 도서에 기점을 설정할 경우에 발생되는 잠정적 등거리선

(또는 엄격한 등거리선)과 재판소의 판결 또는 판정에 의해 결정된 경계선 

간의 거리 폭만큼 타방국의 해안 투사의 차단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로 에리트레아/예멘(1999년)에서 예멘의 Jabal al-Tayr와 Jabal 

al-Zubayr110)를 들 수 있다(그림 2 참조).

   국제 판례에서 상술한 자국 해안 인근 또는 양 당사국의 본토 해안 간 중

간선 인근에 위치한 도서에 등거리선의 기점을 설정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효과를 차단효과로 명시적으로 언급한 경우는 기니/기니비사우(1985년)의 

Alcatraz 섬과111) 뉴펀들랜드 래브라도/노바스코샤(2002년)의 Sable 섬이 있

108) Ibid.. p. 127, para. 201.

109) Separate Opinion of Judge Gao, Bangladesh/Myanmar Case, p. 207, para. 34.

110) Eritrea/Yemen Case (Second Phase), p. 38, para. 117, p. 45, paras. 147-148 참

조.

111) 기니의 Alcatraz 섬의 경우 양국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상대국인 기니비사우 쪽에 조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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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12) 특히 중재재판소는 Alcatraz 섬과 같은 “해안선의 사소한 특정 지형

(certain insignificant features of the coastline)”에 등거리선의 기점을 설정할 경

우 “형평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차단효과”가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

을 언급하였다.113) 그러나 두 중재 판정을 예외하고 일반적으로 국제 판례에

서는 이러한 도서에 의한 효과를 차단효과로 칭함에 있어 매우 소극적인 태

도를 보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등거리선에 대한 왜곡효과로 인해 발생되는 

불균형한 효과로 설명하고 있다(제5장 참조).114) 그러나 해당 도서에 기점을 

설정함으로써 잠정적 등거리선/중간선에 상당한 왜곡이 발생될 경우 일방국

의 해안 투사에 대한 불합리한 차단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불합리한 

차단효과가 발생된 해역의 집합(集合)이 불균형한 효과로 나타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세 효과는 잠정적 등거리선 설정 시 특정한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를 대상에 따라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

서 해당 논문에서는 등거리선/중간선 작도 시 관련 도서에 기점을 설정함으

로써 발생되는 등거리선에 대한 ‘왜곡 효과’와 그로 인해 관련 당사국에게 

할당되는 해역에 대한 ‘불균형한 효과’를 잠정적 등거리선에 인한 해안 투사

의 불형평한 차단효과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로 한다.

가까이 위치해 있다. Guinea/Guinea-Bissau Case, p. 681, para. 103.

112) Newfoundland and Labrador/Nova Scotia Case (Second Phase), pp. 91-92, para. 

5.15.

113) 기니비사우는 이와 같이 Alcatraz 섬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차단효과를 교정하기 위해 해

당 섬의 저조선에서 2해리 위요선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Guinea/Guinea-Bissau
Case, p. 681, para. 103.

114) 비교적 최근 해양경계획정 저술서에서도 “침해금지와 차단효과”라는 소제목 하에서 도서에 

의한 차단효과와 관련해 상대국 본토 해안 인근에 위치한 도서의 상황과 관련된 차단에 대해

서만 언급하고 있다, Stephen Fietta and Robin Cleverly, supra note 18, pp. 68-72.

115) Coalter G. Lathrop,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 (Romania v. 

Ukrain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03 (2009), p. 544, Figure 1. 

(본 연구자 수정) ICJ 경계선을 기준으로 각 당사국의 해안 투사가 붉은색 화살표만큼 상대국

의 청구선에 의해 불형평하게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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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흑해 사건(2009년): Serpents 섬에 의한 차단효과(인접 해안)115)

[그림 2] 에리트레아/예멘(1999년): Jabal al-Tayr 섬과 Jabal al-Zubayr에 의한 

차단효과(대향 해안)116)



- 29 -

  2. 차단효과의 정의 및 역할

    1) 준거법

   국제 해양경계획정은 당사국의 합의 또는 금반언(estoppel)에 의해 결정된 

법칙 또는 모든 당사국이 해양경계획정을 규율하는 국제 조약의 당사국인 경

우 해당 조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경계획정을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당사국

간의 합의 및 금반언이 부재하거나 또는 관련 당사국이 이러한 국제 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경우 관습국제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게 된다.117) 영해 경계

획정의 경우 구체적인 경계획정 방식이 명시된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제12조와 또 이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또 관습국제법으

로 인정된 1982년 UNCLOS 제15조에 의거해 등거리선/특별사정 “법칙”118)이 

적용된다. EEZ/대륙붕 경계획정에서는 1969년 북해대륙붕의 형평의 원칙/관

련사정 방식이 관습국제법으로 적용되어 왔다.119) 해당 대상수역의 경계획정

에 관한 조약법으로는 1958년 대륙붕협약 제6조의 등거리선/특별사정 법칙이 

있지만 관습국제법으로 인정되지는 못하였다.120) 이후 1982년 UNCLOS 제74

조와 제83조가 EEZ와 대륙붕 경계획정의  준거법으로 도입되기는 했지만 

“공평한 해결”이라는 경계획정의 목표만 설정되어 있어 경계획정 방법론에 

116) W. Michael Reisman, "Eritrea-Yemen Arbitration (Award, Phase II: Maritime 

Delimitation)",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4, No. 4 (2000). p. 

724. (본 연구자 수정) 붉은색 화살표는 예멘의 Jabal al-Tayr 섬과 Jabal al-Zubayr 섬에 

기점을 설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발생되는 에리트레아 관련해안 투사의 차단 범위

를 표시한 것이다.

117)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p. 25-26, paras. 26-30, p. 28, para. 37, pp. 

45-47, paras. 81-85, p. 53, para. 101(C)(1) 참조.

118) Qatar v. Bahrain, pp. 94, para. 176. 

119) 해당 판결에서는 대륙붕 경계획정과 관련해 “공평한 해결”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경계획정 방식이 하나일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 50, para. 92. Antunes은 국가실행 상 형평의 원칙에 대한 “법적 확신(opinio 

juris)”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습법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EEZ의 

경우 제3차 UN 해양법회의 당시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기 때문에 1970년대 이전에 EEZ 경

계획정에 대한 관습법이 존재할 수 없었고 또 1970년대 이후의 국가실행을 살펴볼 때 등거

리선이 선호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Nuno Marques Antunes, supra note 37, pp. 

94-97.

120)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 41, para.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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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유명무실한 공식(an empty formula)”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121). 제

74조 1항과 제83조 1항에 따라 당사국이 ICJ 규정 제38조에 근거하여 EEZ/대

륙붕 경계획정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제74조 2항과 제83조 2항에 

따라 해당 분쟁은 관련국에 의해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된다.122) 해당 조항은 

국제 재판소가 적용하는 준거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소송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대한 당사국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국제 법원 또

는 재판소는 일반적으로 제74조 1항 및 제83조 1항과 같이 국제법 법원(法

源)에 관한 ICJ 규정 제38조 1조에 따라 공평한 해결을 위해 해양경계선을 

획정하게 된다.123) 해양경계획정 분쟁에서 사법부의 역할이 국제법의 점진적

121) Dissenting Opinion of Judge Gros, Gulf of Maine Case, p. 365, para. 8. 두 조항은 

1969년 ICJ의 판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 

50, para. 92 참조. Davor Vidas, "The Delimitation of the Territorial Sea, the 

Continental Shelf, and the EEZ: A Comparative Perspective", in Alex G. Ode 

Elferink, Tore Henriksen & Signe Veierud Busch (eds.),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The Case Law - Is It Consistent and Predictabl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p. 41. 그러나 제3차 UN 해양법회의에서 EEZ와 대륙붕 경계획정 

방식에 대해 팽팽하게 맞서고 있던 형평의 원칙/관련사정 원칙 그룹과 등거리선 원칙/특별사

정 그룹은 “공평한 해결”이라는 경계획정의 목적만 서술함으로써 “해당 규정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타협안에 동의하게 되었다. Eritrea/Yemen Case (Second Phase), pp. 

37-38, para. 116. 이와 함께 Tommy Koh와 각 그룹 대표국들이 두 그룹이 합의한 해당 

규정의 초안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해석적 발언”도 금지해줄 것을 각국 대표들에게 요청

하였던 정황을 고려해 볼 때 등거리 방식과 형평의 원칙/관련사정 모두 EEZ/대륙붕 경계획

정을 규율하는 단 하나의 경계획정 방식으로 지지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모든 국가의 “실익”

이 보호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Doc. A/CONF.62/SR.154 (1981), p. 

40, para. 16, p. 41, para. 26-27. Satya N. Nandan, Shabtai Rosenne (ed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A Commentary Vol. II

(Dordrecht/Boston/Lond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2), pp. 953-954, 980. 

Nuno Marques Antunes, supra note 37, pp. 87-89.

122) 제74조 1항과 제83조 1항에서는 국제법이 당사국의 합의의 기초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국은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에 저촉되지 않는 한 합의의 내용을 자유롭

게 결정할 수 있다. Lucius Caflisch, "The Delimitation of Marine Spaces between 

States with Opposite and Adjacent Coasts", in Rene-Jean Dupuy, Daniel Vignes 

(eds.), A Handbook on the New Law of the Sea (1991), p. 484. Nuno Marques 

Antunes, supra note 37, pp. 91-92. Proelss, Alexander (ed.), supra note 9, pp. 

571, 그러나 리비아/몰타(1985년)에서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우선적으로 당사국의 합의에 의

해 실시되는 경계획정도 “형평한 결과(equitable result)”를 구하는 것이라고 판결하고 있다. 

Libya/Malta Case, p. 39, para. 46.

123) 해양경계획정 분쟁이 ICJ에 회부될 경우 해당 재판소는 제38조 1항에 따라 경계획정을 실

시하게 되며, 제38조 2항에 따라 당사국의 합의가 있는 경우 형평과 선을 준거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ITLOS 법칙(Rules of the Tribunal)은 재판소가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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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발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평한 해

결”이라는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국제 재판소는 ICJ 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에 근거하여 EEZ와 대륙붕 경계획정 방식을 결정하는 판례법을 발전

시켜 왔다.124) 따라서 이러한 국제 판례에서 적용되어 온 관습국제법인 형평

의 원칙/관련사정 방식 그리고 등거리선/특별사정·관정사정 방식에서 차단효

과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차단효과 방지 원칙이 정립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

고자 한다.125)

      (1) 관습국제법: 형평의 원칙/관련사정

        ① 정   의

   형평의 원칙에서 차단효과 방지 원칙은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해

양경계획정과 관련된 사실적 사정 즉 “요소(factors)”에 적용된다.126) 해양경계

획정에서 고려되는 사실적 사정의 범위는 각 경계획정 사건의 지리가 “유일

하기(a unicum)” 때문에 포괄적이거나 의무적이지 않다.127) 그에 따라 지리학

적, 지질학적, 지형학적인 물리적 사실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요소들이 

124) Massimo Lando, supra note 24, p. 17.

125) Jennings과 Weil은 EEZ와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적용되는 법원과 관련해 국가실행을 바탕

으로 한 관습국제법보다 판례법이 “우선적이고 직접적인 법원의 역할”을 하며 관습법의 존재

에 대한 주된 그리고 가장 권위 있는 증거“라고 보고 있다. Robert Y. Jennings, "What is 

International Law and How Do We Tell It When We See It?", Schweizerisches 

Jahrbuch für internationales Recht (in German)/Annuaire suisse de droit 

international (in French), Vol. 37 (1981), p. 68. Prosper Weil, supra note 16, p. 8. 

이러한 맥락에서 방글라데시 v. 인도(2014년)에서 중재재판소는 연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국제 판례법이 ”판사법(an acquis judiciare)"에 해당되며 이것은 곧 ICJ 규정 제38조 1항 

라호에 따른 국제법의 법원이자 제74조와 제83조의 해석의 근거가 된다고 판정함으로써 두 

학자의 견해를 확증하고 있다. Bangladesh v. India, p. 98, para. 339.

126) Gulf of Maine Case, p. 278, para. 59, p. 312-313, para. 157 참조. Jennings와 

2006년 중재재판소는 해양경계획정에서 형평한 결과에 이르는 과정은 고려 “요소”와 관련된 

법 원칙에 구속된다고 언급하였다. Barbados v. Trinidad and Tobago, p. 74, para. 243: 

Robert Y. Jennings, "Equity and Equitable Principles", Schweizerisches Jahrbuch für 

internationales Recht (in German)/Annuaire suisse de droit international (in 

French), Vol. 42 (1986), p. 35 참조.

127)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 50, para. 93; Guinea/Guinea-Bissau Case, 

p. 676, para. 89. Libya/Malta Case, p. 40, para. 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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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128) 그러나 각 사건에서 고려되는 사실은 관련 

법률 내에서 해양경계획정과 적절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129) 또한 이러한 

관련사정 또는 요소들은 상호 배제되기 보다는 형평한 결과를 위해 이익 형

량의 대상이 된다.130)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의 사정에 따라 각 사정에 상대

적인 비중이 부여된다.131) 결론적으로 재판소는 해양경계획정이 “형평한 결

과”에 이르도록 특정한 요소 또는 사정과 관련하여 선례에서 확립된 법 원칙

과 일치되도록 실시하게 되며 이를 통해 해양경계획정 과정과 결과에 있어 

법적 안정성과 확실성이 보장될 수 있다.132)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에서 형평의 원칙이 적용되는 이러한 사실, 사정

들 중 지리에 근거한 해안 투사의 차단효과 방지 원칙과 관련된 ‘요소’로는 

“당사국 해안의 일반 형태”, “특별한 또는 특이한 지형의 존재”, 형평의 원칙

에 따라 결정된 경계선에 의해 할당된 각 연안국 해역의 비율과 해안선의 일

반적인 방향에서 측정된 해안 길이 비율간의 “합리적인 비례성”이 있다.133)

다시 말하면 해당 사건에서는 오목성 해안 형태와 소도, 암석, 경미한 해안 

돌출 지역의 존재로 인한 해안 투사의 불형평한 차단효과의 발생을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 보고 있으며,134) 이러한 차단효과의 존재

를 비례성 테스트로 확인하고 있다.135)

   형평의 원칙이 적용된 판례법에서는 이러한 지리적 요인으로 인한 차단효

과를 경계획정의 관련사정으로 보고 경계획정 방식 측면에서 협의 또는 광의

128) Guinea/Guinea-Bissau Case, p. 676, para. 89.

129) Ibid, p. 676, para. 89. 이와 관련해 리비아/몰타(1985년)에서 ICJ는 대륙붕 경계획정의 

형평의 절차에서 고려되는 사정은 “대륙붕 법률 제도와 관련된 것”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판

시한 바 있다. Libya/Malta Case, p. 40, para. 48.

130)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1969, p. 50, para. 93. Tunisia/Libya Case, p. 

37, para. 42, p. 40, para. 48 참조. 법 원칙 간의 이익형량과 관련해 Alexy 이론 참조. 

Robert Alexy, supra note 47, pp. 4-5 참조. Robert Alexy, "On the Structure of 

Legal Principles", Ratio Juris, Vol. 13, No. 3 (Sep. 2000), pp. 297-298 참조. Nuno 

Marques Antunes, supra note 37, pp. 188-189 참조.

131)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 50, para. 93.

132) Barbados v. Trinidad and Tobago, p. 74, paras. 243-244 참조.

133)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p. 31-32, paras. 43-44, p. 36, para. 57, p. 

50, para. 91, pp. 53-54, para. 101(D) 참조.

134) Ibid., pp. 17-18, para. 8, pp. 31-32, paras. 43-44, p. 36, para. 57 참조.

135) Ibid., pp. 49-50, para. 91, p. 54, para. 10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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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석하고 있다. 튀니지/리비아(1982년)에서 ICJ는 해안 투사의 “차단효과”

가 직접적으로 기점의 통제를 받는 등거리선과 같은 “기하학적 경계획정 방

식”이 적용되는 상황이나 "육지경계선 끝점에서 선결(先決)된 방향을 근거로 

작도된 경계선"과 관련해서만 발생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136) 이는 차단효

과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을 특정한 경계획정 방식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니/기니비사우(1985년)에서 중재재판소는 오목성 해안을 공유하고 있는 인

접국간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차단효과를 “경계획정 방식과 상관없이 두 인접

국이 자국 해안의 맞은편 및 부근의 특정 해역을 상실하게 되는 가능성(the 

likelihood is that both will lose certain maritime areas which are unquestionably 

situated opposite and in the vicinity of their coasts)”이라고 설명하고 있다.137)

또한 이러한 차단효과의 존재 및 불형평성의 판단 기준을 “연안국이 국제법

이 허용하는 만큼 바다 쪽으로 자국의 해양 영토를 확장할 수 없도록 막는 

것(preventing from extending its maritime territory as far seaward a international 

law permits)”이라고 판시하였다.138) 이러한 재판소의 접근법은 해안 투사의 

차단이 전술한 등거리선 또는 선결된 방향의 경계선 이외의 상황에서도 발생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어 차단효과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을 광범

위하게 보고 있다.

        ② 역   할

          가. 해양경계획정 방식 결정

   불형평한 차단효과는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 이후부터 일반적으로 관습

136) Tunisia/Libya Case, p. 62, para. 76. 튀니리/리비아(1982년) 사건에서 ICJ는 리비아가 

주장한 첫 번째 경계획정 구간의 청구선 Line A를 이러한 선결된 방향을 근거로 작도된 경

계선으로 보았다. 리비아는 튀니지 해안의 방향이 현저하게 변하는 튀니지의 Sahel 갑(岬)과 

Line A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튀니지 Kerkennah 제도의 해안 투사의 차단효과를 고려하

여 경계획정 지역을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그런 후 두 번째 구간의 경계선은 Line A와 

Sahel 갑의 관련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을 따르고 있는 북동쪽 방향의 선(Line Z) 사이에 획정

되어야 한다고 청구하였다. Counter-Memorial of Libya, Ibid., pp. 334-337, paras. 

498-505.

137) Guinea/Guinea-Bissau Case, p. 681, para. 103.

138) Ibid., p. 682, para.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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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을 준거법으로 한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 경계획정 사건에서 경계획

정 방식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관련사정의 역할을 수행하였다.139)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에서 ICJ는 오목성이라는 지리적 요소로 인해 등거리선 방

식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140) 1977년 영불대륙붕 사건에서

는 프랑스 대륙붕의 일응권원이 “상당히 축소(a substantial diminution)”되거나 

12해리 포락호로 설정되는 영국의 12해리 어업 수역이 침해되지 않을 것을 

고려하여 영국의 Channel 제도 북서쪽에 위요선을 설정하였다.141) 튀니지/리

비아(1982년)에서 ICJ는 두 번째 경계획정 구간의 해안 관계가 인접성에서 준

대향성으로 전환되는 양국의 해안 관계와 튀니지 Kerkennah 군도의 존재라는 

지리적 사정을 고려하여 튀니지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을 고려한 각의 이등분

선 방식으로 경계선을 획정하였다.142) 기니/기니비사우(1985년)의 경우 다양

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해안 투사의 차단효과를 고려하여 경계획정 방식을 결

정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해당 사건에서 중재재판소는 기니비사우의 볼록성 

139) Malcolm D. Evans, supra note 16, p. 155 참조.

140)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 49, paras. 89-90. 실제로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의 판결 이후 9차례에 걸친 양자 또는 삼자 교섭이 이루어졌다. 각 국가는 판결의 주문

과 관련해 해당 지역 전반에 걸친 잠재적인 가스의 차이 그리고 자연적 연장, 지질, 전망에 

대해 다른 견해를 취하였다. 그러나 1972년 12월 7일에 비준된 조약에 따라 서독일과 영국

간의 약 10해리에 이르는 경계선이 부여되어 모든 세 국가가 북해의 중간선(1965년 영국 v. 

네덜란드 협약)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잠재적 개발 가능성이 

있는 자국의 가스 지역을 보유하게 되었다. 동시에 독일이 두 국가와의 엄격한 등거리선을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얻게 된 대륙붕 지역은 덴마크 측으로부터 57% 네덜란드 측으로부터 

42%에 해당되어 세 국가 모두에게 실용적인 경계획정이 실시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Treaty between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and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concerning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under the North Sea 

(28 January 1971), available at 

https://www.un.org/Depts/los/LEGISLATIONANDTREATIES/PDFFILES/TREATIES/NL

D-DEU1971CS.PDF (2019.04.16. 최종확인); Treaty between the Kingdom of Denmark 

and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concerning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under the North Sea (28 January 1971), available at 

https://www.un.org/Depts/los/LEGISLATIONANDTREATIES/PDFFILES/TREATIES/DN

K-DEU1971CS.PDF (2019.04.19. 최종확인). Stephen Fietta and Robin Clerverly, supra

note 18, pp. 172, 174, Figure B1.3 참조. 1969년 ICJ 판결 이후의 세 국가 간의 협상과 

관련해 Alexander G. Oude Elferink,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between Denmark, Germany and the Netherlands: Arguing Law, Practicing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pp. 342-448 참조.

141) 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Case, pp. 89-90, para. 187, p. 93, paras. 

196-197, pp. 95-96, paras. 202-203.

142) Tunisia/Libya Case, pp. 86-89, paras. 12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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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과 기니의 오목성 해안 그리고 기니의 이웃국인 시에라리온의 오목성 해

안이 결합되어 세 국가 간에 등거리 방식이 적용될 경우 중간국인 기니의 

“해양 영토(its maritime territory)”가 기니와 두 이웃국간의 등거리선에 폐쇄되

어 국제법이 허용하는 만큼 연안에서 멀리 투사하지 못하게 되는 차단효과가 

발생된다고 보았다.143) 그에 따라 경계획정 구역을 세 구간으로 나눈 후, 첫 

번째 구간은 Cajet 하구에서 시작하여 Pilot Pass를 지나 기니의 Alcatraz 섬 

북쪽으로 2.25해리 떨어진 지점까지 이어지는 직선으로 경계선을 설정하였

다.144) 그리고 두 번째 경계획정 구간은 양국의 1986년 협약 상의 남쪽 한계

선인 북위 10° 40´ 등위도선을 따라 작도하였다.145) 그러나 UNCLOS 제3조에 

따라 부여되는 Alcatraz 섬의 12해리 영해 한계에 대한 고려와 또 해당 등위

도선과 기니비사우와 세네갈 간의 잠정적 경계선(240° 방위각선)이 서쪽으로 

연장될 경우 기니비사우에 대해 차단효과 또는 위요효과가 발생된다고 판단

하고 해당 등위도선을 Alcatraz 섬 서쪽으로 12 해리에 이르는 지점까지만 연

장하여 경계선을 획정하였다.146) 그리고 기니비사우에 대한 이러한 차단효과

를 고려하여 세 번째 구간은 서아프리카 전체 지역을 고려하여 해안의 일반

적인 방향(세네갈의 Almadies 지점에서 시에라리온의 Cape Shilling 지점을 잇

는 직선)의 수직선인 236° 방위각선으로 경계선을 획정하였다.147) 인접-동향 

해안 관계를 가지고 있는 St. Pierre & Miquelon(1992년) 사건에서는 양국의 

해안 투사의 차단효과를 고려하여 인접 해안 관계에서는 캐나다 Newfoundland

의 남부 해안 투사와 프랑스 St. Pierre & Miquelon 섬의 일응권원의 투사를 

고려하여 12해리 및 24해리 위요선을 그리고 동향 해안 관계에서는 176해리와

188해리 길이의 두 직선으로 설정되는 회랑 방식으로 양국 간의 EEZ·대륙붕

의 단일 경계선을 획정하여 “합리적이고 형평한 해결”에 이르고자 하였다.148)

143) Guinea/Guinea-Bissau Case, pp. 681-682, paras. 103-104.

144) 해당 경계선 부분은 약 20 miles에 이르며 육지 경계선의 지리적 연장으로 대략 이 지점 

해안의 수직선에 해당된다. Ibid., pp. 682-683, para. 106, p. 685, para. 111.

145) Ibid, pp. 682-683, para. 106, p. 685, para. 111.

146) Ibid, p. 683, para. 107, p. 685, para. 111.

147) Ibid, pp. 683-685, paras. 108-111.

148) St. Pierre and Miquelon Case, pp. 1169-1171, paras. 66-71, pp. 1176-1177, para.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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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잠정적 경계선의 조정

   관습국제법 하에서는 불형평한 차단효과에 의해 잠정적 경계선이 조정되

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튀니지/리비아(1982년)에서 ICJ는 튀니지 해안 가까이 

위치한 Kerkennah 제도에 반분효과를 부여하여 튀니지의 Gabes 서단에서 Ras 

Kaboudia에 이르는 튀니지 본토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의 방위각선(42° 선)과 

Gabes 서단에서 Kerkennah 제도를 잇는 방위각선(62° 선) 사이의 이등분선

(52° 선)을 두 번째 구간의 경계선으로 설정하였다.149) 그러나 해양경계획정 

방식 결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관습국제법 하에서는 이러한 차

단효과를 고려하여 경계획정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추후에 잠정적 등거리

선이 조정되는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150)

      (2) 등거리선/특별사정·관련사정 방식

        ① 정   의

  차단효과는 판례법에서 기원적으로 등거리선/관련사정 방식의 적용에서 

고려되는 관련사정으로 출발한 개념이다.151) 등거리선 방식은 관련 국제협약

에 따라 영해 또는 대륙붕의 경계획정 방식으로 또는 국제 판례에서 형평의 

원칙/관련사정 방식에서 적용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방식 중 하나로 적용되

어 왔다. 그러나 UNCLOS 체제 이후 EEZ와 대륙붕 경계획정에 대한 제74조

와 제83조의 “단순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152) 국제 판례법은 리비아/몰

타(1985년) 판결 이후부터 등거리선/특별사정·관련사정 방식을 적용하는 2단

계 또는 3단계 방식(표준 방식)을 주축으로 발전해 왔다.153)

149) Tunisia/Libya Case, pp. 88-89, paras. 128-129.

150) 불합리한 차단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불균형성 테스트에서 1985년 중재 판정과 1992년 중

재 판정 모두 각 당사국에게 할당된 해역 비율에 있어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

다. Guinea/Guinea-Bissau Case, pp. 687-688, paras. 118-120. St. Pierre and 
Miquelon Case, p. 1176, para. 93.

151)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p. 17-18, para. 8.

152) Barbados v. Trinidad and Tobago, p. 68, paras. 221-222.

153) EEZ/대륙붕 경계획정과 관련해 2단계 접근법은 관습국제법이 적용된 리비아/몰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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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에서 대향 해안 간 경계획정에서 형평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특정한 방식으로 인

정되었다. 그리고 두 후속 대향 해안 관계 경계획정 사건인 Jan Mayen 사건(1993년)과 에리

트레아/예멘(1999년)에서도 해당 방식이 적용되었다. 이후 카타르 v. 바레인(2002년)의 인접 

해안 구간의 경계획정과 관련해 ICJ는 UNCLOS 제15조의 “등거리선/특별사정 법칙”과 1958

년 이후부터 EEZ/대륙붕 경계획정과 관련된 판례 및 국가실행에서 발전되어온 형평의 원칙/

관련사정 법칙이 “밀접하게 관련되어(closely interrelated)” 있다고 판시하고 인접 해안 경

계획정에서도 동일하게 2단계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와 관련해 Gilbert 

Guillaum ICJ 재판관은 경계획정법에 있어 새로운 단계의 통합과 확실성에 도달하였다고 하

면서 “모든 사건에서(in all cases)” 등거리선/관련사정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

다. 이후 뉴펀들랜드 래브라도/노바스코샤(2002년)에서는 이와 동일한 정신으로 2단계 방식

이 “보통” 인접 또는 대향 해안 관계에 상관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1958년 협약, 관습국제

법, 1982년 협약이 “정확하게 동일하다(precisely the same)”고 판결하였다. 그 후속 판례인 

카메룬 v. 나이지리아(2002년)에서 ICJ는 형평의 원칙/관련사정 방식이 UNCLOS 제15조의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very similar)”고 봄으로써 관습국제법의 방식과 등거리선/관련사정 

방식의 “통합(convergence)”이 외견상 진척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2006년 바베이

도스 v.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로 의무적인(of and by itself 

compulsory)" 경계획정 방식은 없다고 간주함으로써 이러한 통합적 접근법을 부인하였다. 

하지만 결국에는 ”주관적인 판결“을 방지하기 위해 2단계 ”원칙(principle)“을 선택하여 적용

함으로써 해당 방식을 선호하는 판정을 내리고 있다. 이후 가이아나 v. 수리남(2007년) 중재 

사건에서는 2단계 경계획정 방식이 리비아/몰타 판결 이후 국제 판례법과 국가실행에서 해안 

관계에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사용되었던 판례법임을 확인하였다. 2007년 니카라과 v. 온두라

스에서는 2단계 방식이 해양경계획정 실행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또 해당 방식이 

“과학적인 성격”과 “상대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인

정하였다. 그러나 해당 방식이 자동적으로 우선적인 방식은 아니며 관련사정에 의해 다른 방

식이 사용될 수 있다고 설시함으로써 특정한 상황에서 형평의 원칙/관련사정의 역할이 등거

리선 방식의 확실성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후 2009년 루

마니아 v. 우크라이나에서 ICJ는 UNCLOS 제74조와 제83조 하에서 EEZ/대륙붕 경계획정 

방식을 2단계에서 3단계 접근법(잠정적 등거리선 설정/조정/불균형성 테스트)으로 처음 공식

화 된다. 판례법의 진화로 소개되고 있는 이 3단계 접근법은 실제로 전술한 2단계 방식의 두 

번째 단계에서 검토되었던 비례성/불균형성 테스트를 3단계로 따로 분리시킴으로써 형식적인 

진화를 이루었다. 또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인접 해안 간 경계획정에서 ”실행불가능성 테스

트“를 적용하여 기타 경계획정 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경계획정 과정의 

확실성, 객관성 그리고 예측가능성을 증진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방글라데시 v. 미얀마

(2012년)에서는 형평한 결과에 이르기 위해 “지배적인 지리적 현실(the prevailing 

geographic realities)”과 “각 사건의 사정(circumstances of each case)”을 고려하여 경

계획정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고 판시하였다. 니카라과 v. 콜롬비아(2012년)에서도 등거리선 

방식이 모든 사건에 적합한 것은 아니라고 언급함으로써 형평의 원칙/관련사정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최근 EEZ/대륙붕 경계획정 선례에서 3단계 방식이 "선호되는" "표준 방식

"임을 확인하고 이를 적용하였다. 최근 후속 판례들도 이와 동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특

히 가장 최근에 판결된 2017년 ITLOS 판결과 2018년 ICJ 판결은 해당 방식이 “확립된” 접

근법으로 판결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도 말 그대로 표준 방식일 뿐 영해 경계획정의 제15

조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가졌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제74조와 제83조의 해석의 중요한 근거

가 되는 판례법에서도 형평한 결과의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3단계 방식이 항상 ”설득력 있게

(convincingly)"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해당 방식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방

식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단계 방식과 관련하여 Libya/Malta Case, p. 47, para. 62. 

Jan Mayen Case, p. 59, para. 47, pp. 59-61, paras. 49-53, pp. 62-63, paras. 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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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거리선 방식은 특히 EEZ와 대륙붕의 200해리 일응권원의 범위가 

UNCLOS 제57조와 제76조 1항 상의 “거리 기준”에 따라 결정됨으로써 그 중

요성이 부각되어 왔다.154) 다시 말하면 UNCLOS 하에서 200해리 이내 연안

국의 영해·EEZ·대륙붕에 대한 일응권원의 범위는 “지질학적 또는 지형학적 

기준”이 아닌 “해안으로부터의 거리 기준(a criterion of distance from the 

coast),” 즉 “거리에 의해 측정되는 인접성 원칙(on the principle of adjacency 

as measured by distance)”에 따라 결정되고,155) 이는 앞서 언급한 해안 투사 

방식에 의해 설정된다. 따라서 양국의 관련해안 간 거리가 400해리 이하일 

경우 양국의 경합되는 중첩된 일응권원156) 또는 중첩되는 해양 투사157)는  

“등가적 권리(equivalent rights)” 또는 “동등한 가치(equal value)”158)를 가지게 

Eritrea/Yemen Case (Second Phase), pp. 40-41, paras. 130-132, pp. 49-50, paras. 

165-168(이 사건에서는 비례성 테스트가 관련사정으로 실시되었다). Qatar v. Bahrain, p. 

111, paras. 230-231. Newfoundland and Labrador/Nova Scotia Case (Second 

Phase), pp. 40-43, paras. 2.26-2.28, pp. 85-86, paras. 5.2-5.3. Cameroon v. 

Nigeria, pp. 441-442, paras. 288-290. Barbados v. Trinidad and Tobago, pp. 73-74, 

para. 242, pp. 94-95, paras. 306-307. Guyana v. Suriname, pp. 108-110, paras. 

335-342. Nicaragua v. Honduras, p. 741, paras. 270-272, pp. 742-749, paras. 

277-298. John H. Curri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in a Federal Domestic 

Setting: The Newfoundland and Labrador v. Nova Scotia Arbitration", Leid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7 (2004), p. 169. "Speech by His Excellency 

Judge Gilbert Guillaum,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o the Sixth 

Committee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31 October 2001, pp. 

8-11, available at https://www.icj-cij.org/files/press-releases/5/2995.pdf

(2019.10.16. 최종확인) 참조. 3단계 방식과 관련하여 Black Sea Case, pp. 101, 103, 

paras. 115-122. Bangladesh/Myanmar, p. 23, para. 48, pp. 64-68, paras. 225-240. 

Nicaragua v. Colombia, pp. 673-674, paras. 137-138, pp. 695-698, paras. 190-199. 

Peru v. Chile, p. 65, paras. 179-180. Bangladesh v. India, p. 15, para. 57, pp. 

97-100, paras. 336-346, p. 142, para. 465. Ghana/Côte d'Ivoire Case, p. 33, paras. 

95-99, pp. 81-82, paras. 277-278, p. 93, paras. 323-324, p. 101, para. 360, p. 144, 

para. 521, p. 145, para. 526. Costa Rica v. Nicaragua, p. 44, para. 107, p. 53, 

para. 135, p. 71, para. 168, p. 75, para. 176. Malcolm D. Evans,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in Donald R. Rothwell, Alex G. Oude Elferink, Karen N. 

Scott and Tim Stephens, The Oxford Handbook of The Law of the Sea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pp. 259-261 참조.  Massimo Lando, supra note 24, pp. 

20-23.

154) 등거리선/중간선 방식은 총 29개의 국제 판결, 판정, 및 조정 보고서와 권고 중 22개의 사

건에서 사용되었다(2020년 1월 기준).

155) Libya/Malta Case, pp. 46-47, para. 61 참조.

156) Nicaragua v. Colombia, p. 683, para. 159 참조.

157) Black Sea Case, p. 97, para. 99 참조. Costa Rica v. Nicaragua, p. 44, para.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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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또 양국의 해안 간 거리가 400해리 이상일 경우 200해리 이원 대륙붕

의 경계획정에서도 당사국이 단일 대륙붕을 공유할 경우 해당 대상 해역에 

대해 당사국이 동등한 가치의 일응권원을 보유하게 된다.159) 그에 따라 국제 

판례법은 200해리 이원 대륙붕 경계획정의 관련해안과 관련지역을 설정함에 

있어 200해리 이내 경계획정과 같이 해안 투사의 중첩 원칙을 사용하고 있

다.160) 다시 말하면 해당 상황에서 당사국의 200해리 이원 대륙붕에 대한 일

응권원의 중첩은 관련해안에서 발생되는 등가성을 가진 각 당사국의 투사를 

통해 확인된다. 따라서 해양경계획정에서 등거리선은 양국의 일응권원의 등

가성이 전제가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 간에 경합되는 일응권원의 중첩이 

존재할 경우 “당사국의 해안 지리와 수학적 계산”,161) 즉 각 당사국의 관련해

안에서의 “상대적 인접성(closer proximity)” 원칙에 따라 양국의 중첩된 일응

권원을 연안국에게 분할하는 방식이다.162) 이것은 당사국의 해안 지리를 반

영하는 영해 기선상의 기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양 당사국의 EEZ 또는 

대륙붕의 일응권원이 중첩될 경우 일방국의 관련 기점에서 특정 해역 지점 

간의 “물리적인” 거리가 타방국의 관련 기점에서 동일 해역 지점간의 거리보

다 더 가까울 경우 전자가 해당 해역 지점에 대한 우세한 일응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에 근거해 있다.163) 따라서 등거리선은 양국의 일응권원이 등가

(等價) 관계에 있는 해역 지점의 집합이며 엄격한 등거리선으로 양국의 경계

획정을 실시할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 해안에 더 인접한 해역에 대한 권원

(title)을 소유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기점 설정을 통해 당사국의 해안 지리를 

158) Prosper Weil, supra note 16, pp. 60, 283 참조.

159) Bangladesh/Myanmar Case, pp. 115-116, paras. 444-449; Bangladesh v. India, p. 

142, para. 465, p. 144, para. 473; Ghana/Côte d'Ivoire Case, p. 103, paras. 

372-373, p. 145, para. 526 참조.

160) Bangladesh v. India, pp. 85-86, para. 299, Ghana/Côte d'Ivoire Case, pp. 103, 

paras. 372-373, p. 106, para. 381 참조. cf. 방글라데시/미얀마에서 ITLOS는 200해리 이

원 대륙붕 경계획정의 관련해안 설정을 EEZ/200해리 이내 대륙붕 경계획정의 관련해안 설정

에서 중첩 투사 원칙에 따라 동시에 실시하였다. Bangladesh/Myanmar Case, pp. 58-59, 

paras. 198-202, p. 125, para. 489.

161) Bangladesh/Myanmar Case, p. 67, para. 240 참조.

162)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 29, para. 39, p. 30, para. 41. Nuno 

Marques Antunes, supra note 37, pp. 207-208.

163) Nuno Marques Antunes, supra note 37, p. 208. Ghana/Côte d'Ivoire Case, p. 

162, para. 5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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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는 등거리선은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는 대원칙 하에서 양국의 일응

권원이 등가 관계에 있을 때 해당 일응권원의 현시 수단인 해안 투사의 중첩

이 발생할 경우 상대적 인접성 기준에 따라 관련 해역을 할당하는 방식이다.

   등거리선 방식에서 차단효과는 국제법에 따라 해안 투사를 통해 발생되는 

일방국의 일응권원의 확장이 이와 동일한 성격의 일응권원을 발생시키는 타

방국의 특정한 형태의 해안(오목성/볼록성 해안) 또는 특정한 지형(암석, 소도 

또는 본토 해안의 경미한 돌출 지형)에 기점을 설정함으로써 발생되는 등거

리선에 의해 불형평하게 차단되는 상황을 일컫는다.166) 다시 말하면 관련국

이 해당 등거리선에 의해 국제법상 자국의 해안 투사가 허용되는 “해역

(maritime areas)”으로부터 비합리적으로 “차단되는(cut off)” 것을 말한다.167)

   일반적으로 전자의 지리 상황(오목성 해안)에서 당사국간에 등거리선을 

설정할 경우 해당 등거리선이 중간에 위치한 국가쪽 “측면으로 선회되어

(swing out laterally)” 해당 국가의 해안 정면이 “마주보고 있는 인접 해역

164)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 29, para. 39 참조.

165) Nuno Marques Antunes, supra note 37, p. 207, Table 1 참조. (본 연구자 수정 및 

작성)

166)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 17, para. 8; Guinea/Guinea-Bissau Case, 

pp. 681-682, paras. 103-104; Black Sea Case, p. 127, para. 201; Nicaragua v. 

Colombia, pp. 703-704, para. 215; Bangladesh v. India, p. 122, para. 417 참조.

167)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 17, para. 8, pp. 31-32, para. 44. 

Guinea/Guinea-Bissau Case, pp. 681-682, paras103-104, Nicaragua v. Colombia, p. 

703, para. 212.

해양 수역 해양경계획정

관련국 일방국 양 당사국

대상 일응권원(entitlement)
중첩된 일응권원

(overlapping of entitlement) 

설정 

방식

거리 ⇒ 포락호선(방사상투사)

(UNCLOS 제3조, 제57조, 제76조 1항)
등거리선

원칙 인접성(proximity) 상대적 인접성(closer proximity)164)

[표 1] 등거리선 방식: 영해/EEZ/대륙붕 해역 및 해양경계획정 개념 비교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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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time areas ... situated opposite and in the vicinity of)”으로 투사하는 것을 

가로 막게 된다.168) 또한 2018년 코스타리카 v. 니카라과에서는 본토의 돌출 

지형에 의해서도 차단효과가 발생될 수 있음도 보여주고 있다.169) 이것은 전

술한 바와 같이 일방국의 돌출 해안 부분이 관련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을 기

준으로 특이한 해안 형태에 해당되어 등거리선의 왜곡을 발생시켜 상대국의 

해안 투사가 불형평하게 차단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목성/볼록성과 같은 해안 형태 자체가 “해양경계획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실”170)은 아니며 일방국의 해안 투사에 손해를 끼치는 “불합리한 차

단효과(unreasonable cut-off effect)”를 발생시킬 경우에만 관련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다.171) 본토 해안의 오목성/볼록성과 관련된 차단효과는 추후 제4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다음으로 도서에 의한 차단효과는 “각 사건의 특정 사정(the particular 

circumstances of each case)”에 따라 다르게 발생될 수 있고172) ‘용어 정리’에

서 상술한 바와 같이 크게 다음의 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당사국의 본토 

또는 주요 해안의 등거리선/중간선을 기준으로 타방국의 본토 해안에 가까이 

위치한 도서,  일방국의 본토 해안 인근에 위치한 도서, 그리고 양국의 본토 

또는 주요 해안 중간에 위치한 도서에 의한 차단효과.173) “모든 해양경계획정

168)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p. 31-32, para. 44. Guinea/Guinea-Bissau

Case, pp. 681-682, paras. 103-104.

169) Costa Rica v. Nicaragua, pp. 85-90, paras. 192-201. 

170) Jan Mayen 사건에서 ICJ는 1958년 대륙붕협약하의 특별사정과 관습국제법 하의 관련사정

을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등거리선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결과를 수정할 수 

있는 사정”으로 그리고 후자는 “경계획정 과정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는 사실(a fact 

necessary to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delimitation process)”로 설명하고 있다. 

해당 판결에 근거해 볼 때 관련사정은 경계획정 방식의 선택에서부터 잠정적 경계선의 수정

에 이르는 경계획정의 전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실이고, 특별사정은 등거리선 방식에 

한정하여 고려되는 사실로 전자가 후자보다 그 적용 범위가 더 넓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ICJ는 형평의 원칙/관련사정 방식과 1958년 대륙붕협약 제6조(등거리선/특별사정)의 방식이 

형평한 결과라는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특별사정과 관련사정이 불가

피하게 동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Jan Mayen Case, p. 62, paras. 54-56.

171) Bangladesh/Myanmar Case, p. 81, para. 292; Bangladesh/India, p. 117, para. 

402, p. 123, para. 421; Ghana/Côte d'Ivoire Case, pp. 120-121, para. 421.

172) Bangladesh/Myanmar Case, p. 46, para. 147.

173) D. W. Bowett은 도서의 위치와 관련해 위의 두 경우와 양국 본토 해안의 중간에 위치한 

도서를 포함하여 세 가지 경우로 분류하고 있다. D. W. Bowett, The Legal Regime of 

Islands in International Law (Dobbs Ferry/New York: Oceana Publication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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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일방국의 해안 투사의 차단이 내재적으로 어느 정도 존재할 수 있기

(some degree of cut off may be inherent in any delimitation)”174) 때문에 도서에 

의한 당사국의 해안 투사의 차단도 상시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타방국의 기점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상술한 세 상황에 위

치한 도서에 기점이 설정될 경우 발생되는 잠정적 등거리선은 자국의 본토 

해안에 기점을 설정하여 발생되는 잠정적 등거리선보다 위치 상 타방국 해안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에 따라 이 두 잠정적 등거리선 간의 격차만큼 

당사국의 일응권원의 잠재적인 투사 범위도 관련 도서에 대한 영유권을 가지

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확대되고 타방국에 대해서는 축소된다. 특히 첫 번

째 도서의 경우 타방국 해안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후자의 두 경

우보다 차단효과가 더욱 “내재되어(inherent)”175)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모든 도서는 제121조에 따라 일응권원의 범위가 설정되고 또 일반적

으로 해당 섬의 규모, 인구 및 경제활동176) 그리고 본토 해안과의 일체성(또

는 거리)에 따라177) 등거리선의 기점 설정 유무가 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점 설정에 대한 판단 기준도 관련 도서에 의한 차단효과가 고려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일방국의 소도 또는 암석 그리고 본토 해안의 

일체를 형성하지 않는 도서에 기점을 설정할 경우 관련 해양경계획정에서 차

지하는 해당 도서의 상당성에 비해 상대국의 해안 투사가 불형평하게 차단되

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례법은 당사국 해안 투사의 

차단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위의 기준들을 고려하여 섬에 부여되는 효과 및 

그와 관련된 경계획정 방식178)을 결정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상세

한 내용은 제3장 제2절에서 상호 균형 잡힌 방식의 조정과 제5장 도서에 의

한 차단효과 방지 원칙에서 다루기로 한다.

1979), pp. 37-44 참조. D. W. Bowett, supra note 102, pp. 134-147 참조.

174) St. Pierre and Miquelon Case, p. 1169, para. 67.

175) St. Pierre and Miquelon Case, p. 1169, para. 67 참조.

176) Bangladesh/Myanmar Case, p. 47, para. 151 참조.

177) Eritrea/Yemen Case (Second Phase), p. 38, para. 118, p. 43, para. 139 참조. 

178) 섬에 부여되는 효과와 그와 관련된 경계획정 방식은 Stephen Fietta and Robin 

Clerverly, supra note 18, pp. 73-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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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역   할

   차단효과는 2단계 또는 3단계 방식에서 일반적으로 엄격한 등거리선 방식

의 조정을 요하는 관련사정의 역할을 한다고 판례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러

나 차단효과는 실제로 관련사정의 특성 상 등거리선 방식의 전(全)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가. 기점 설정

   등거리선 작도의 첫 번째 단계는 설정된 관련해안에서 “영해 기선상의 가

장 가까운 점”, 즉 기점을 선택하는 것이다.179) 잠정적 등거리선/중간선의 기

점은 영해 기선상의 “가장 바다쪽으로(the most seaward)” “돌출된 해안 지점

(protuberant coastal points)”이다.180) 또한 기점은 “경계획정 당시 물리적 현실”

에서 해안 방향이 상당하게 바뀌는(a significant change) 곳으로 관련 기점들

을 연결하게 되면 “해안선의 일반적인 방향(general direction of the coastlines)”

이 표시된다.181) 그리고 이러한 기점들은 연안국이 공인한 대축적 해도에 표

시된 해안의 저조선에 위치한다.182)

   등거리선의 작도가 실행 가능할 경우, 재판소 또는 법원은 “적합성

(appropriateness)” 원칙에 따라 판결 당시의 지리적 사실에 근거하여 가장 타

당한 기점을 선택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183) 이러한 적합성 테스트의 하위 

179) UNCLOS 제15조. Black Sea Case, p. 101, para. 117 참조.

180) Black Sea Case, p. 101, para. 117.

181) Black Sea Case, p. 105, para. 127, p. 106, para. 131.

182) UNCLOS 제5조. 오늘날에는 CARIS 또는 GEOCAP과 같은 해양법 전문 소프트웨어에 연

안국의 공인된 해도 정보를 입력하여 당사국간의 등거리선을 용이하게 작도할 수 있다. 

Stephen Fitetta and Robin Cleverly, supra note 18, p. 56.

183) Bangladesh v. India, p. 62, para. 212, p. 64, para. 223; 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Case, p. 24, para. 19, p. 65, para. 120; Libya/Malta Case, p. 52, 

para. 73; Black Sea Case, p. 101, para. 117, p. 108, para. 137; 

Bangladesh/Myanmar Case, pp. 72-73, para. 264; Nicaragua v. Colombia, p. 698, 

para. 200; Ghana/Côte d'Ivoire Case, pp. 110-111, para. 393. Costa Rica v. 

Nicaragua, p. 55, para. 143. cf. 2007년 니카라과 v. 온두라스에서  ICJ는 인접 해안 관

계에서 해안의 불안정성에 의해 기점 설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이와 관련된 등거리선 작

도의 실행불가능성 테스트는 “긴요한 이유(compelling reasons)"라는 매우 높은 입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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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 2009년 흑해 사건에서 ICJ는 “지리의 사법적 개조”를 발생시키지 

않는 기점이 선택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184)

   영해 경계획정에서 제15조에 따라 잠정적 등거리선의 기점을 설정할 경우 

도서의 차단효과가 고려되고 있다. 그러한 사례로 방글라데시/미얀마(2012년), 

방글라데시 v. 인도(2014년), 코스타리카 v. 니카라과(2018년)에서 각 재판소

는 잠정적 등거리선 작도에서 도서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왜곡 효과를 고려

하여 관련 도서들을 기점에서 배제하였다.185) EEZ/대륙붕 경계획정에서도 여

러 국제 판례들이 도서의 효과를 기점 설정 단계에서부터 검토하고 있다. 이

러한 도서의 왜곡효과 또는 불형편한 효과로 인하여 제121조상의 섬이 기점

에서 배제된 사례로는 리비아/몰타(1985년)의 Filfla 섬, 에리트레아/예멘(1999

년)의 Jabal al-Tayr와 Jabal al-Zubayr 섬, 루마니아 v. 우크라이나(2009년)의 

Serpents 섬, 방글라데시/미얀마의 St. Martin 섬을 들 수 있다.186)

          나. 잠정적 등거리선의 조정

   차단효과는 관련사정으로써 일반적으로 전술한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2단

계 또는 3단계 방식의 두 번째 단계에서 잠정적 등거리선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187) 두 Bengal 만 사건에서는 EEZ·대륙붕 경계획정에서 인접한 오

목성 해안에 의한 차단효과로 EEZ·200해리 이내 대륙붕 경계획정 뿐만 아니

을 요구하고 있어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2009년 흑해 

사건에서도 3단계 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인접 해안간 경계획정에서 잠정적 등거리선 작도의 

실행가능성 여부와 관련해 긴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Nicaragua v. Honduras, pp. 

742-745, paras. 277-282; Black Sea Case, p. 101, para. 116. Massimo Lando, supra 

note 24, p. 126 참조.

184) Gulf of Maine Case, p. 271, para. 37; Black Sea Case, p. 110, para. 149; 

Bangladesh/Myanmar Case, p. 73, para. 265; Nicaragua v. Colombia, p. 699, para. 

202; Costa Rica v. Nicaragua, pp. 86-87, paras. 196-197.

185) Bangladesh/Myanmar Case, pp. 42-47, paras. 126-152; Bangladesh v. India, pp. 

72-75, paras. 250-269; Costa Rica v. Nicaragua, pp. 40-41, paras. 98-100 참조.

186) Libya/Malta Case, p. 48, para. 64; Eritrea/Yemen Case (Second Phase), p. 38, 

para. 117, p. 45, paras. 147-148; Black Sea Case, p. 110, para. 149; 

Bangladesh/Myanmar Case, pp. 72-86, paras. 259-319.

187) Romania v. Ukraine, pp. 101-103, para. 120. cf. Malcolm D. Evans, supra note 

29, p. 2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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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0해리 이원 대륙붕 경계획정에서도 잠정적 등거리선을 조정한 바 있

다.188) 코스타리카 v. 니카라과(2018년)의 카리브해 지역의 인접 해안 간 

EEZ·200해리 이내 대륙붕 경계획정에서는 Corn Islands의 규모와 본토 해안으

로부터의 거리를 고려할 때 매우 불균형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판단하여 반분 

효과를 부여한 바 있다.189) 대향 해안 관계에서도 이러한 도서에 의한 차단

효과를 고려하여 잠정적 중간선이 조정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카타르 v. 바

레인(2001년)에서 ICJ는 영해 및 EEZ·200해리 이내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잠

정적 등거리선을 설정한 후 도서로 인한 차단효과를 검토하고 잠정적 등거리

선을 조정하였다.190)

          다. 불균형성 사후 검증

  표준 방식의 최종 단계인 불균형성의 사후 검증 절차에서도 일방국의 불

형평한 차단효과가 확인될 경우 조정된 등거리선은 재조정될 수 있다.191) 불

균형선 테스트에서는 당사국의 관련해안 길이 비율과 잠정적 경계선에 의해 

각 당사국에게 할당된 관련 해역의 비율 간의 현저한 불균형으로 인해 불형

평한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통해 확인된다.192) 니카라과 v. 콜롬비아

(2012년)에서 ICJ는 3단계 불균형성 테스트에서 조정된 등거리선이 양국의 해

안 투사에 “차단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해양 공공질서를 위해 

콜롬비아 도서가 니카라과의 EEZ 내에서 별개의 지역으로 분리되어서 안 된

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형평을 야기하는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193) 따라서 3단계의 불균형성 테스트는 관련해안 길이 비율과 할당

된 관련 해역의 비율 간에 수학적 공식을 적용한 기계적인 비교가 아니

188) Bangladesh/Myanmar Case, pp. 87-89, paras. 323-336, p. 118, paras. 461-462. 

Bangladesh v. India, pp. 117-123, paras. 400-421, pp. 142-144, paras. 465-475.

189) Costa Rica v. Nicaragua, p. 59, paras. 153-154.

190) Qatar v. Bahrain, p. 104, para. 217. pp. 114-115, paras. 244-249.

191) Black Sea Case, p. 103, para. 122. p. 129, paras. 210-211 참조. Massimo Lando, 

supra note 24, p. 287.

192) Ibid.

193) Nicaragua v. Colombia, pp. 716-717, para. 243-244. Massimo Lando, supra note 

24, p.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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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94) 이것은 두 비율간의 “상당한 불균형(significant disproportionality)”으로 

인한 불형평한 결과가 발생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차단효과와 같은 모

든 관련사정이 고려되는 과정이다.195)

     

  3. 차단효과 방지 원칙의 정립 과정

    1) 초기 대륙붕 경계획정

      (1) 침해금지 원칙과 차단효과의 등장(1969년)

   차단효과와 침해금지 원칙은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에서 인접국간 대륙

붕 경계획정에서 처음 등장하였고196) 이후 해양경계획정 사건에서 중요한 개

념으로 다루어져 왔다. 차단효과와 침해금지 원칙은 모두 일응권원과 해당 

일응권원의 현시 수단인 자연적 연장 또는 해안 투사를 대상으로 하여 적용

되기 때문에 외관상 유사한 개념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국제 판례와 학자들

의 저술에서도 차단효과를 침해금지 원칙 하에서 적용될 수 있는 관련사정으

로 보고 있어197) 차단효과 방지 원칙과 침해금지 원칙이 상호 대체될 수 있

는 원칙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서 두 개념이 파생된 기원 

그리고 문맥적 그리고 사전적 의미를 비교·검토함으로써 차단효과와 침해금

지 원칙의 개념과 그 법적 의미를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 사건에서 차단효과는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등거리 방식 적용 청구에 

대한 독일의 항변에서 등장한다.198) 전자의 두 국가는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

의 영토 주권의 현시 수단인 자연적 연장에 대해 세 당사국이 “동일한 또는 

균일한 해양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상대적 근접성(closer 

194) Nicaragua v. Colombia, p. 716, para. 242.

195) Ibid., pp. 716-717, paras. 243-247.

196)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p. 17-18, para. 8, pp. 31-32, paras. 43-44, 

p. 47, para. 85(c), 

197) Malcolm D. Evans, supra note 16, pp. 154-155; Prosper Weil, supra note 16, pp. 

60-63; Stephen Fietta and Robin Cleverly, supra note 18, pp. 68-72.

198)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p. 17-18, para.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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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closest proximity)”에 따라 세 국가의 해양 경계선을 등거리 방식으로 획

정하고자 했다.199) 이 때 차단효과는 독일이 각 국가와 등거리선으로 경계획

정을 할 경우 북해에 면한 세 국가의 관련해안 길이가 준균등 함에도 불구하

고 해안 형태의 오목성으로 인해 두 경계선이 안쪽으로 당겨진 삼각형을 형

성하게 되어 독일의 대륙붕이 두 등거리선에 의해 봉쇄됨으로써 그 이원에 

위치한 대륙붕 지역으로부터 “차단”되는 불형평한 상황에서 발생된 개념이

다.200) 따라서 북해 대륙붕에서 차단효과는 자연적 연장의 지형학적 또는 지

질학적 요건과는 관계가 없다.201) 다시 말하면 이 사건에서 차단효과는 등거

리선 방식과 관련하여 경계획정 대상인 당사국 대륙붕에 대한 일응권원 간의 

동일성(同一性) 또는 균일성(均一性)에 근거해 있다.202)

   이 사건에서 침해금지 원칙은 양국의 자연적 연장이 중첩되는 “‘지질학적

으로’ 단일한 자연적 연장(a single ‘geological’ natural prolongation)”에 대한 경

계획정에서203) 등거리선 방식을 적용할 때 오목한 해안 형태로 인해 발생되

는 차단효과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해양경계획정 원칙으로 판시되었다.204) 해

당 원칙은 형평의 원칙의 하위 원칙으로 일방국의 자연적 연장이 타방국의 

자연적 연장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에 해당된다.205) 재판소는 이러

한 경우 단순히 인접성(proximity)만으로는 대륙붕에 대한 권원(title)이 연안국

에게 부여되지 않으며, 해당 해역이 연안국 영토의 “자연적인(natural)” 또는 

199) Ibid., p. 29, para. 39, p. 31, para. 44.

200) Ibid., p. 17, para. 8, p. 21, para. 15, p. 16, sketches I-III 참조. Memorial of 

Germany, Ibid., p. 74, para. 72. ICJ는 등거리 방식을 적용할 경우 해안의 오목성으로 인

한 차단효과는 중간국의 해안선이 직선일 경우에도 양 인접국의 해안이 즉각적으로 돌출될 

경우 발생되며 볼록성 해안을 가진 국가의 경우 해당 해안 투사의 확장효과로 인해 확대된 

해역을 보유하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201) Separate Opinion of Judge Jimenez de Arechaga, Tunisia/Libya Case, p. 116, 

paras. 57-58 참조.

202) Prosper Weil, supra note 16, pp. 60, 283 참조. 

203) 북해는 노르웨이 해구(200-650m)를 제외하고 수심이 200m 이하의 대륙붕으로 이루어져 

있다.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 13, para. 4, p. 21, para. 15, pp. 31-32, 

paras. 43-44, p. 47, para. 85. Malcolm D. Evans (Oxford Clarendon Press, 1989), 

p. 154. D. N. Hutchinson, "The Concept of Natural Prolongation in the 

Jurisprudence Concerning Delimitation of Continental Shelf Areas", The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55 (1985), p. 162 참조.

204)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p. 17-18, para. 8, pp. 31-32, paras. 43-44, 

p. 47, para. 85, p. 53, para. 101(C)(1).

205) Ibid., p. 47, para. 85, p. 53, para. 101(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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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자연적인(the most natural)” 연장을 구성할 때 연안국에게 부여된다고 

보았다.206)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대상 해역의 경계획정 기준이 되는 

“자연적인” 또는 “가장 자연적인” 연장의 의미이다.207) ICJ는 양국의 대륙붕

이 지질학적 또는 지형학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각 당사국의 대륙붕

에 대한 일응권원이 “경합될(competing)” 경우208) 잠정적 경계선에 의해 양국

에게 할당된 해역과 관련해안 길이 간의 비율을 검증하는 합리적인 비례성 

테스트가 자연적 연장의 우위성에 대한 판단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판

시하였다.209) 이로 인해 튀니리/리비아(1982년)에서 Jimenez de Arechaga 재판

관은 침해금지 원칙이 자연적 연장 원칙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적 연

장 원칙과 침해금지 원칙이 “상호보완적이고(complementary)” “불가분하게 뒤

얽혀(inextricably interwoven)” 있다고 언급하였다.210) 또한 “가장 자연적인 연

장(most natural prolongation)”은 일방국의 “해안 정면(coastal front)”의 확장 또

는 연장이 타방국 해안 정면의 확장 또는 연장에 의해 “차단”되지 않고 정면

에 있는 바다쪽으로 더 연장 또는 확장되는 것이며, 이러한 침해금지 원칙이 

“형평의 근본 원칙(a fundamental principle of equity)”이라고 지적하였다.211) 이 

때 자연적 연장은 연안국의 해안 정면이 대상 해역으로 “투사(projection)”되

는 것을 말하며, 침해금지 원칙은 이러한 해안 투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경계획정의 형평한 결과를 달성하는 것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212)

   한편 침해금지 원칙이라는 명칭은 이 사건의 대상해역인 대륙붕의 고유성

과 배타성 그리고 침해의 법률적 의미를 고려할 때 대륙붕 경계획정에 대한 

206) Ibid., p. 31, para. 43. 대륙붕의 법률상 권리(ipso jure right)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Thomas Cottier, supra note 1, pp. 80-81 참조.

207)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 31, para. 43 참조.

208) Ibid., p. 31, para. 43 참조.

209) Ibid.., pp. 31-32, para. 44, p. 52, para. 98, pp. 53-54, para. 101. Evans는 합리적

인 비례성 테스트가 “대륙붕 권원의 근거(the basis of title)”인 자연적 연장과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음을 ICJ가 명시하였다고 언급하였다. Malcolm D. Evans, "Maritime 

Delimitation and Expanding Categories of Relevant Circumstances", International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40(1) (1991), p. 19.

210) Separate Opinion of Judge Jiménez de Aréchaga, ICJ Rep. 1982, pp. 118-119, 

paras. 65-66.

211) Separate Opinion of Judge Jiménez de Aréchaga, ICJ Rep. 1982, pp. 116-117, 

para. 59.

212) Roger Gillott, supra note 18, p.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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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적 적용에 한정되어 사용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반면에 차단효과는 

당사국의 일응권원의 등가성을 전제로 한 개념이기 때문에 연안국의 해안에

서 발생되는 일응권원의 ‘등가적 관계’가 형성되는 상황에서는 대상해역의 

성격과는 관계없이 적용되는 관련사정이다. 이와 관련해 좀 더 상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다.

   첫째, “침해(encroach)”는 Black's Law Dictionary에 따르면 타 당사자의 “토

지, 물권 또는 권한을 불법적으로 얻거나 침범한다(to gain or intrude 

unlawfully upon another's lands, property, or authority )”213)는 뜻을 포함하고 있

다. 해당 의미를 북해대륙붕 사건에 적용해 보면 일방국이 이미 소유하고 있

는 대륙붕 지역, 즉 자연적 연장, 물권 또는 권리에 대한 침해로 해석될 수 

있다. ICJ는 국제법상 대륙붕에 대한 “법률상 권원(ipso jure title)”이 연안국에

게 부여되는 것은 자연적 연장 원칙에 따라 관련 해저 지역이 실제로 연안국

이 “이미(already)” “소유권(dominion)”을 가지고 있는 영토로 “간주될 수 있다

(may be deemed to be)”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214) 이러한 

대륙붕 권원의 성격은 대륙붕에 행사할 수 있는 “연안국 권리(rights of the 

coastal State)”의 시원성(始原性), 당연성(當然性), 또는 고유성(固有性)과도 관

련이 있다.215)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본원적, 자연적 또는 배타적 권리(즉 

기득권(旣得權))(an original, natural, and exclusive (in short a vested) right)”은 

1945년 트루먼 선언(Truman Declaration)에서 출발하였다.216) 이러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는 “당연하게 그리고 처음부터(ipso facto and ab initio)” 일방국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선언과 같은 별도의 법적 절차나 법률 행위와 관계없

이 행사될 수 있다.217) 따라서 침해금지 원칙은 이러한 대륙붕에 대한 연안

국 권리의 법적 성격과 관련되어 칭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륙붕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연안국 권리 및 대륙붕의 일응권원

213) Bryan A. Garner, supra note 35, p. 568.

214)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 31, para. 43.

215) Ibid., pp. 22-23, paras. 19-20, p. 29, para. 39 참조.

216) Ibid., pp. 32-33, para. 47. 용어 번역은 전순신, “북해대륙붕 사건,” 동아법학 7집

(1988), p. 194 참조. 대륙붕에 대한 이러한 연안국 권리의 성격은 UNCLOS 제77조에 반영

되어 있다.

217)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 22, paras. 19, p. 29, para. 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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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적 성격은 당사국들의 대륙붕 일응권원 간 관계에 기초한 국제법상의 

경계획정 원칙과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ICJ는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의 배타성으로 인해 연안국의 대륙붕 영역도 이미 획정

되어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경계획정의 창설적(創設的) 성격을 부인하고 있

다.218) 재판소가 설시한 경계획정의 고려요소 중 하나로 언급된 지질학적 측

면의 자연적 연장이 양국 간에 형태적으로 분명히 구분되는 경우 일방국 대

륙붕의 지질적인 우위성으로 인해 경계선은 이미 본원적, 자연적 또는 배타

적으로 획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219)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륙붕의 

물리적인 단절로 인해 일방국의 자연적 연장이 타방국의 자연적 연장을 침해

한다는 개념 자체도 성립될 수 없을 것이다. 이 때 경계획정은 미획정된 해

역을 정당하고 형평하게 배분하여 연안국에 속한 해역을 “새롭게(de novo)”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연안국에게 부속된 특정 해역의 경계선을 성립시

키는 과정에 해당될 수 있다.220)

   하지만 이 사건에서 침해금지 원칙은, ICJ가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해라는 단일대륙붕 경계획정에서 각 당사국의 자연적 연장의 등가

성이 전제된 상황에서 적용되고 있다.221) 이러한 당사국의 등가적 관계의 일

218) Ibid., pp. 22-23, para. 20 참조.

219) Ibid., pp. 50-51, paras. 94-95 참조. D. N. Hutchinson, supra note 203, pp. 

173-174 참조.

220)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 22, para. 18.

221) Ibid., p. 53, para. 101(C)(1). 이 사건에서 자연적 연장은 해저의 지질 즉 물리적 사실에 

근거하여 유연하게 해석되고 있다. 노르웨이 해안으로부터 80-100㎞의 해곡(海谷, 

Norwergian Trough)에 의해 분리된 대륙붕 구역은 물리적 측면에서 노르웨이 해안에 인접

해 있거나 또는 그것의 자연적 연장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당사국들이 중간선에 의해 해

당 해곡이 노르웨이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자연적 연장이 물리적인 것으로만 해석되

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 32, para. 45, p. 

51, para. 95; Separate Opinion of Judge Shahabuddeen, Jan Mayen Case, pp. 

162-163; Roger Gillott, supra note 18, pp. 262-263. Wolfgang Friedmann은 ICJ의 결

정적인 전체 논거인 “자연적”이라는 재판소의 개념이 애매하고 혼란스럽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자연적 연장(natural extensions)" 또는 “비자연적 이탈”(unnatural deviations)이라

는 개념은 “법 가치 체계(a system of legal values)”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특정한 

국제 관계 및 기술 단계의 산물(the product of a particular phase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echnology)"이라고 지적했다. Wolfgang Friedmann, "The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 A Critiqu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64 (1970), p. 237. cf. 백진현 재판관 역시 ICJ가 대륙붕 권원의 근거인 자연적 연장의 개념

을 문단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 자연적 연장에 대한 의미가 극도로 모호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백진현 재판관은 당해 논문 각주 17에서 대륙붕의 물리적 연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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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권원은 당사국의 합의나 판결에 의해 경계획정이 실시된 이후에야 그 배타

성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창설적인 성격(a constitutive nature)”을 띤다.222)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의 단일 대륙붕 경계획정에 적용되는 원칙은 오목성이라

는 해안 형태에 의해 발생되는 등가적 관계의 당사국 대륙붕의 일응권원 투

사의 차단효과를 고려하여 비례성 테스트를 통해 불형평한 차단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자연적 연장을 결정하는 것이지 이미 결정된 일방국의 해

저지역, 물권 또는 권한에 대한 침해에 근거하여 경계획정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 상술한 소도, 암석, 해안 돌출에 의한 차단효과와 관련해서도 ICJ는 

대향국간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당사국들의 “자연적 연장이 교차하고 중복되

는(prolongations meet and overlap)” 단일 대륙붕의 상황에서 중간선 방식을 적

용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불균형한 왜곡효과로 표현하고 있다.223)

   

      (2) 대륙붕 개념의 변천과 차단효과 방지 원칙(1977년-1982년)

   영불대륙붕 사건(1977년)에서 단일 대륙붕이 경계획정의 대상이 됨에 따

라224) 자연적 연장은 물리적 사실에서 법에 의해 규율될 수 있는 “사법적 개

40-45문단에서는 “지형적(geomorphological)” 측면으로 그리고 94-96문단에서는 지질학적

(geological) 측면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각 측면과 관련된 학자들과 판결들을 소

개하고 있다. Jin-Hyun Paik, "The Origin of the Principle of Natural Prolongation: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Revisited", in Lilian del Castillo (ed.), Law of 

the Sea, From Grotius to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Liber 
Amicorum Judge Hugo Caminos (Leiden, the Netherlands: Brill, 2015), pp. 587-588.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40-44문단의 자연적 연장은 지질학적 그리고 지형학적으로 구분이 

불가능한 단일 대륙붕과 관련된 개념이며 45문단에서는 노르웨이 해곡과 관련하여 지형학적 

자연적 연장이 언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튀니지/리비아 사건(1982년)에서 ICJ는 1969년 판

결에서 육지의 자연적 연장이라는 관념이 “연안국 권리의 물리적인 객체 또는 위치(the 

physical object or location of the rights of the coastal State)”를 일반적인 용어로 규

정하고 있고 또 적합한 지리 상황의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자연적 연장이라는 개념에 “특정 

역할(a certain role)”을 부여하고 있지만, 해당 개념 자체가 이웃국의 해양 권리와 관련된 

일방국 권리의 정확한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반드시 충분하거나 심지어 적절하다고 할 수 없

다고 판결하고 있다. Tunisia/Libya Case, p. 46, para. 43.

222) Ghana/Côte d'Ivoire Case, p. 162, para. 591 참조.

223)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p. 36-37, para. 57.

224) 재판소는 Channel 제도 근처에 Hurd Deep 단층이 존재하지만 이것이 “본질적인 지질학

적 연속성(essential geological continuity)”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 해역이 단일 대

륙붕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Case, pp. 20-21, 

paras. 11-12, p. 49, para. 79, p. 60, paras. 107-108, p. 91, para. 191, p.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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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a juridical concept)”으로 전환되었다.225) 이를 통해 중재재판소는 대상 해

역인 대륙붕의 범위와 조건은 “지리의 물리적인 사실(the physical facts of 

geography)”에 의해 배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 규칙(legal rules)”에 

의해서도 결정된다고 판시하였다.226)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958년 대륙붕 

협약 제6조에 “특별사정(special circumstances)”이 삽입된 것과 관습국제법에서 

형평의 원칙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통해 자연적 연장 원칙이 “절대적이지 않

고(not absolute)” “특별 사정이 있을 경우 제한될 수 있음(subject to 

qualification in particular situation)”을 언급하였다.227) 다시 말하면 재판소는 단

일 대륙붕에 대한 당사국의 일응권원이 절대적으로 침해될 수 없는 대상이 

아니라 특별 사정이 있을 경우 형평의 법칙에 따라 이러한 일응권원이 조정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에 따라 재판소는 영국해협에 위치한 

Channel 제도와 관련해 양국이 관련 대륙붕에 대해 동등한 일응권원을 가지

고 있는 상황에서 관습법에 의거해 “양국의 관련 청구와 이익 간의 좀 더 적

절하고 형평한 균형”을 반영하여 대륙붕 경계획정을 실시하고 있다.228) 그에 

따라 재판소는 영국의 경우 프랑스의 대륙붕에 대한 일응권원을, 프랑스의 

경우 영국의 12해리 어업 수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제도의 북서쪽에 

12해리 위요선을 설정하였다.229) 엄밀한 의미에서 단일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이러한 12해리 준위요선이 설정된 것도 프랑스 해안의 근접한 곳에 Channel 

제도가 위치해 있는 지리적 상황으로 인해 Channel 제도에서 발생되는 대륙

붕의 일응권원의 투사와 프랑스 해안에서 발생되는 대륙붕의 일응권원의 투

사가 불형평하게 차단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결책에 해당된다. 따라서 

para. 232 참조.

225) Ibid., p. 91, para. 191. Roger Gillott은 지질학에 중점을 둔 북해대륙붕의 자연적 연장 

개념이 좀 더 복잡한 개념으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Roger Gillott, 

supra note 18, p. 264.

226) 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Case, p. 91, para. 191.

227) Ibid. 

228) Ibid., pp. 93-94, para. 198.

229) 중재재판소는 대륙붕이 영토의 자연적 연장이라는 기본 원칙을 절대화시킬 경우 작은 섬도 

인근에 있는 타국의 본토 영토의 자연적 연장을 막을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Ibid., pp. 89-90, para. 187, p. 91, para. 191-192, p. 93, para. 

197, pp. 95-96, paras. 202-203. Roger Gillott, supra note 18, p.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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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재판소의 판시도 단일 대륙붕이라는 양국의 일응권원의 등가성에 근

거한 거리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해안 투사의 차단효과 방지 원칙이 적용되었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영불대륙붕 사건(1977년)과 두바이/샤르자(1981년)에서는 인접 해안 간 

200해리 이내 단일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1958년 대륙붕협약 제6조의 적용과 

도서에 의한 차단효과를 다루었다.230) 두 중재재판소는 Scilly 제도와 Abu 

Musa에 잠정적 등거리선의 기점을 설정함으로써 등거리선을 불형평하게 왜

곡하게 되고 이로 인해 타방국의 해안 투사를 상당히 차단하게 되어 불형평

한 결과가 발생된다고 판결하였다.231) 두 사건은 단일 대륙붕에서 등거리선 

방식이 적용될 경우 도서에 의한 차단효과가 발생되는 정도를 구체적인 수치

로 평가하여 관련 섬의 효과를 조정한 대표적인 사건에 해당된다.232) 그러나 

도서에 의한 효과를 차단효과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등거리선에 대한 

“왜곡효과” 또는 할당된 해역에 대한 “불균형한 효과”로 표현하고 있어 차단

효과의 용법이 북해대륙붕의 인접국간 오목성 해안으로 인한 일방국 해안 투

사의 차단과 관련된 개념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233)

   1982년 튀니지/리비아에서 ICJ는 해당 사건의 준거법인 형평의 원칙과 국

제법 규칙에 따라 관련지역이 단일 대륙붕일 경우 지절학적 측면의 자연적 

연장 원칙 자체에서 발생되는 어떠한 기준도 대륙붕 경계획정의 기준으로 적

용될 수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영불대륙붕의 판정의 기조를 이어가고 있

다.234) 그와 함께 재판소는 1982년 UNCLOS 초안 제76조 1항의 200해리 거

리 원칙으로 인해 물리적 측면의 자연적 연장이 “유일한 해양 권원의 근거

(the sole basis of the title)”가 된다는 원칙에게 탈피하여 자연적 연장의 물리

적 개념이 절대적인 원칙으로 적용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235) 하지만 제

230) 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Case, pp. 109-114, paras. 232-245. 

Dubai/Sharjah Case, pp. 675-677, paras. 262-266.

231) Ibid.

232) 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Case, pp. 109-114, paras. 232-245, p. 118, para. 

254. Dubai/Sharjah Case, p. 677, paras. 264-265.

233) Ibid.

234) ICJ는 단일 대륙붕 상황에서 자연적 연장에 해당되는 물리적 요소는 “법적 권원(legal 

title)”이 아니라 공평한 해결과 관련된 요소로 간주될 수 있는 여러 사정 중 하나로 여겨진

다고 설시하였다. Tunisia/Libya Case, pp. 57-58, paras. 66-68, p. 92, para. 133(A)(2).

235) Ibid., pp. 47-48, paras. 45-48. Evansen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제76조 1항의 200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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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조 1항에 근거하여 양 당사국이 거리원칙의 적용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

을 근거로 해당 원칙이 사건의 경계획정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해당 거리 기준의 적용가능성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236) 재판소는 또

한 대륙붕을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법적 개념”으로 인

정하였다.237) 그에 따라 재판소는 현(現) “지리 형태(the geographical 

configuration)”의 “물리적 사정(the physical circumstances)”의 중요성을 강조하

면서 연안국 영토에 대한 해저의 “인접성(adjacency)”을 대륙붕의 법적 지위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보았다.238) Jiménez de Aréchaga 재판관

은 또한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에 근거해 당사국의 “해안 정면”의 바다쪽 

확장을 나타내는 “자연적 연장”의 기본 귀결(the basic corollary of "natural 

prolongation")은 “해안 정면”이 바로 앞에 위치한 지역으로부터 “차단(cut-off)”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차단효과와 관련된 자연적 연장

의 진정한 의미가 해안 투사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239)

   ICJ는 이러한 해안 투사의 차단효과를 등거리선과 같은 기하학적 경계획

정 방식과 육지경계선 끝점에서 “선결된 방향"을 근거로 작도된 경계선에 대

해서만 고려될 수 있는 “관련사정”이라고 보았다.240) 차단효과에 대한 ICJ의 

이내 대륙붕과 관련해 해당 조항이 양국의 특별협정 제1조에서 고려하기로 한 제3차 해양법 

회의에서 수용된 새로운 경향이자 당시의 국가실행이라고 언급하면서 자연적 연장의 개념이 

분명히 국제법의 발전과 변화에 영향을 받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최우선시 되는 원칙

(the overriding principle)”이 아님을 지적하였다. Jiménez de Aréchaga 재판관도 1958년 

대륙붕협약의 준비서면(travaux préparatoires)이 확증하고 있듯이 당해 협약 제1조와 1982

년 UNCLOS 초안 제76조 1항의 200해리 거리 원칙이 대륙붕의 법적 개념을 해당 원칙의 기

원이 되는 지질적·지형적 사실에서 분리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Dissenting Opinion of 

Judge Evensen, Ibid., pp. 284-288, paras. 7-10. Separate Opinion of Judge Jiménez 

de Aréchaga, Ibid., pp. 109-110, paras. 39-40, p. 114, para. 51 참조.

236) Tunisia/Libya Case, pp. 48-49, para. 48.

237) Ibid., p. 61 para. 73.

238) Ibid. Prosper Weil은 “인접성”이라는 개념에 “파생된(derived)”, “매개된(mediated)” 권

리라는 해양 관할권의 이중적인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모든 연안국에게 해양이 

책정되는 역사적 기원과 정치적 정당성을 해당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Prosper Weil, supra note 16, p. 55.

239) Separate Opinion of Judge Jiménez de Aréchaga, Tunisia/Libya Case, pp. 

116-117, paras. 57-58.

240) Tunisia/Libya Case, pp. 62-63, para. 76. ICJ는 등거리선 방식이 이 사건에서 적용되

지 않기 때문에 차단효과를 이 사건의 관련사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히려 재판소

는 튀니지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의 변화하는 두 번째 구간의 경계획정과 관련해 Kerkennah 

제도와 관련된 리비아와 튀니지의 차단효과 주장을 반영하여 등거리선 방식 또는 선결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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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의는 북해대륙붕 사건보다 차단효과가 발생될 수 있는 경계획정 방

식을 구체화시키는 동시에 확장시키고 있다. 또한 차단효과가 발생될 수 있

는 원인을 오목성 해안에 한정시키지 않음으로써 도서와 같은 기타 지리적 

원인에 의해 차단효과가 발생될 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2) 단일 경계획정과 두 원칙의 분화(1984년-1985년)

   1984년 Maine 만 사건은 국제법 원칙과 관습국제법에 따라 200해리 이내 

대륙붕 및 배타적어업수역의 "단일 경계획정(single maritime delimitation)"241)

이 처음 실시된 사건이다.242) 해당 재판소는 튀니지/리비아(1982년)의 판결과 

같이 두 대상 해역에 대한 일응권원의 범위가 당사국 해안과의 물리적 “인접

성”이 아닌 법적 인접성을 “매개(link)”로 하여 정해진다고 판시하였다.243) 단

일 경계획정의 원칙과 관련해 소재판부는 타방국 연안(coasts)에 대한 “침해금

지"와 타방국 해안의 바다쪽 투사(the seaward projection of the coasts)의 “차

단 방지”가 상황에 따라 “형평의 기준(equitable criteria)”이 될 수 있다고 설시

하면서 해당 기준들에 “관습국제법으로 승인된 확립된 법칙의 지위”를 부여

하려는 시도는 없었다고 설시하였다.244) 또한 대륙붕과 관련된 침해금지 원

외의 경계획정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Ibid., p. 27-28, para. 15. 

Counter-Memorial of Libya, Ibid., pp. 334-337, paras. 498-505. Memorial of 

Tunisia, Ibid., pp. 197-198, paras. 9.24-9.25, p. 194, Figure 9.10, p. 198, paras. 

9.29-9.30, p. 199, paras. 9.33-9.34. cf. Evansen 재판관은 제76조 1항의 거리 원칙에 

따라 등거리선 방식을 적용하면서 해당 지역의 특별사정과 필요를 고려하여 경계획정을 실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Dissenting Opinion of Judge Evensen, Ibid., pp. 294-297, 

paras. 14-15. Yunus Emre Acikgonul, supra note 14, pp. 57-58 참조.

241) Gulf of Maine Case. p. 252, para. 1.

242) L. H. Legault and Blair Hankey, "From Sea to Seabed: The Single Maritime 

Boundary in the Gulf of Maine Cas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79 (1985), p. 961.

243) Gulf of Maine Case, p. 296, para. 103. Prosper Weil, supra note 16, pp. 55-56. 

영토의 확장과 자연적 연장 자체에 의해 해양 주권의 한계가 결정되지 않는다. 특정 국가 주

권의 영토 확장의 바다 쪽 범위는 대상 해역에 따라 분명히 다르고 또 규정 방식에 따라 그 

정확한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사법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D. N. 

Hutchinson, "The Seaward limit to the Continental Shelf Jurisdiction i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56 (1986), pp. 

149-151 참조.

244) Gulf of Maine Case, pp. 298-299, para. 110. cf. 해당 소재판부는 해안을 대륙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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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의 대상은 연안이라는 공간으로 그리고 차단효과 방지 원칙의 대상은 해안

의 바다쪽 투사라는 개념에 근거함으로써245) 두 개념의 분화의 시작을 알리

고 있다. 그러나 소재판부는 제76조의 거리 원칙에 근거한 인접성을 해양경

계획정의 “결정적인 요소”이자 해양 권원의 주요 원천으로 하여 등거리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캐나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246) 재판소는 당사국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형평한 결과를 위해 “해당 지역의 지리 형태” 및 “기

타 관련사정”과 관련된 “형평의 기준”과 “실제적인 방식”을 적용247)함으로써 

거리를 해양 권원의 직접적인 근거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소재판부는 두 대상 해역의 단일 경계획정을 실시함에 있어 “좀 더 중립

적인 성격(more neutral character)”을 가진 “지리(geography)”에서 도출된 기준

에 의거해야 된다고 판시하였다.248) 재판소는 “국가들의 해안 투사가 수렴되

고 중첩되는 지역을 동등하게 분할”하는 것이 “기본 기준(basic criterion)”이자 

해양경계획정의 출발점이라고 명시하였다.249) 이 때 경계획정 지역의 물리적· 

정치적 지리에서 발생되는 사정인 Maine 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

한 세 가지 보조 기준 중 특정 해안선이 대상 해역으로 적절하게 투사하는 

것을 차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차단효과 방지 원칙이 단일 

경계획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형평의 기준임을 확인하고 있다.250) 소

EFZ 일응권원의 근거로 보고 있는 반면에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는 원칙을 해양경계획정에

서 고려할 수 있는 여러 형평의 기준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어 형평의 원칙들 간의 위계에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 실제로 이 사건의 세 번째 구간의 경계획정에서는 이 기준을 적용

하여 경계획정을 실시하고 있다. Ibid., pp. 312-313, para. 157, p. 338, paras. 225-226.

245) Ibid., pp. 298-299, para. 110.

246) Ibid., pp. 296-298, paras. 104-109. 캐나다는 “해양 권원의 주요 근거로써 거리 원칙이 

등장함으로 인해 등거리선에 경계획정 방식으로 새로운 비중을 부여하게 된다”고 주장함으로

써 두 해역 권원의 공통적인 근거인 해안 지리에 근거하고 있는 거리 원칙과 등거리선의 관

련성을 강조하였다. Memorial of Canada, Ibid., p, 124, para. 299, pp. 145-146, para. 

364. Counter-Memorial of Canada, Ibid., pp. 210-211, paras. 558-559. Malcolm D. 

Evans, supra note 209, pp. 20-21.

247) Gulf of Maine Case, pp. 299-300, para. 112.

248) Ibid., p. 327, paras. 194-195.

249) Ibid., p. 327, para. 195.

250) Ibid., pp. 327-328, para. 196. St. Pierre and Miquelon 사건에서 중재재판소는 EEZ

와 대륙붕의 “다목적 경계획정(an all-purpose delimitation)”에 있어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의 침해금지 원칙 하의 자연적 연장의 차단효과 방지에서 자연적 연장 개념이 두 해역과 

관련된 “해안의 바다쪽 투사(the seaward projection of the coasts)”를 언급하는 것이라고 

판정하고 있다. St. Pierre and Miquelon Case, p. 1167, para.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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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기타 형평의 기준으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당사국들의 관련해안 

길이의 격차 그리고 해안에 위치한 섬 또는 소군도에 기점으로써 부여될 수 

있는 효과를 고려해야 된다고 판시하였다.251)

   소재판부는 경계획정 방식과 관련해 다목적 경계획정을 위해서는 “기하학

적 방식(geometrical methods)”이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렸다.252) 그리고 재판소

는 기본 원칙의 조정을 요하는 관련사정에 대한 검토를 대향 해안 관계의 두 

번째 경계획정 구간에서 실시하였다. 재판소는 양국 해안 투사의 중첩 수역

을 중간선으로 동등하게 분할한 후 인접 및 대향 관계에 있는 양국의 해안 

길이 격차(미국:캐나다=1.38:1)를 고려한 비례성 테스트를 통해 엄격한 중간선

을 조정하였다.253) 이와 관련해 재판소는 이러한 조정이 ‘차단효과’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리비아/몰타

(1985년)에서 Schwebel 재판관은 엄격한 중간선에 의해 당사국에 할당되는 해

역의 비례성을 고려할 때 양국의 인접 및 대향 해안 관계와 해당 구간의 중

간선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해안 길이 격차의 불형성”으로 발생될 수 있는 

차단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중간선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함으로써254) 단일

(또는 다목적) 경계획정에서 해안 길이 격차로 인한 비례성 테스트와 차단효

과가 관련된 개념으로 보고 있다. 재판소는 두 번째 관련사정으로 도서의 효

과를 검토하였다. 소재판부는 캐나다의 Seal 섬의 위치를 고려하여 해당 섬에 

기점 설정할 경우 과도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판단하고 해당 섬에 반분 효과

를 부여하였다.255)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섬의 효과와 관련해 차단효과를 직

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해당 캐나다 섬에 기점을 설정할 경우 

해당 섬과 캐나다 본토 해안의 거리만큼 잠정적 중간선이 미국의 관련해안 

쪽으로 이동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거리만큼 미국의 해안 투사에 차단

효과가 발생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은 대향 해안 관계에서도

도서로 인한 차단효과가 발생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

   1985년에 판정된 기니/기니비사우는 국제법의 관련 법칙(준거 조약 및 관

251) Ibid., p. 328, para. 196.

252) Ibid., p. 329, para. 199.

253) Ibid., pp. 327-328, paras. 196, pp. 334-335, paras. 217-220.

254) Dissenting Opinion of Schwebel, Libya/Malta Case, pp. 185, 186 참조.

255) Gulf of Maine Case, pp. 336-337, para.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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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국제법)에 따라 영해·EEZ·대륙붕(200해리 이내 및 이원)의 단일 경계획정을 

실시하였다.256) 재판소는 해당 단일 경계획정에서 고려해야 할 원칙으로 양

국의 합의에 근거하여 “자연 개조 금지(no question of changing nature)”와 “차

단효과 또는 위요를 최대한 방지하는 것(as far as possible any cut-off effect 

or enclavement should be avoided)”에 주목하였다.257) 차단효과와 관련해 재판

소는 경계획정 방식과 상관없이 인접국간의 오목성 해안으로 인해 “일방국 

영토의 바다쪽 확장/투사가 “국제법이 허용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아” “자

국 해안 맞은편 및 부근의 특정 해역을 상실하게 되는 가능성”을 차단효과로 

보았다.258) 재판소는 또한 ‘용어의 정리’에서 전술하였듯이 양국의 중간선 인

근에 상대편 쪽 해안 가까이에 위치한 Alcatraz 섬과 같은 사소한 해안 지형

에 등거리선의 기점이 설정될 경우 발생되는 불형평한 효과를 “차단효과”라

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259). 뿐만 아니라 재판소는 이러한 등거리선 방식 

이외에 10° 40´ 등위도선과 같은 선결된 방향의 경계선의 확장에 인한 차단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260)

   끝으로 해당 판결에서 중재재판소는 제76조에 따라 대륙붕 경계획정에 두 

가지 경계획정 법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단일 대륙붕 경계획정에

서 차단효과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재판소는 첫째, 대륙변계의 바

깥끝이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으로 확장되고 200해리와 제76조 4-6

항의 한계선 사이에 “대륙붕의 분리(a separation of continental shelves)”가 존

재할 경우 자연적 연장 법칙에 근거하여 이러한 “자연적 분리(a natural 

separation)”에 따라 경계선을 획정하게 된다고 판정하였다.261) 두 번째, 대륙

변계의 바깥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아니하거나 200해리 이원으로 확장되더라

256) Guinea/Guinea-Bissau Case, p. 658, para. 42.

257) Guinea/Guinea-Bissau Case, p. 680, para. 102.

258) Ibid, pp. 681-682, paras. 103-104. 불어 원본에서는 "일방국 영토의 바다쪽 투사(de 

projeter son territoire maritime aussi loin vers le large)"라고 기술되어 있다. Case 

Concerning the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Guinea and 

Guinea-Bissau, Award, 14 February 1985, RIAA, Vol. XIX, p. 187, para. 104.

259) Guinea/Guinea-Bissau Case, p. 681, para. 103.

260) 재판소는 Alcatraz 섬의 12해리 영해 투사가 서쪽에서 차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등위도선을 이 섬의 서쪽 12해리까지 최대한 확장하였다. Ibid., pp. 683-685, paras. 

107-111.

261) Ibid, pp. 686-687, paras. 115-1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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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0해리와 제76조 4-6항의 한계선 사이에 단일 대륙붕이 존재할 경우 해

당 대륙붕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의미의 자연적 연장 법칙의 적용이 제외된다

고 판시하였다.262) 또한 200해리 이내 대륙붕에 적용된 236° 방위각선을 해당 

200해리 이원 대륙붕 해역으로 확장시킴으로써263) 차단효과 방지 원칙이 200

해리 이원의 단일 대륙붕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두 국제 판례는 대륙붕과 EEZ의 단일 대륙붕 경계획정에

서 중립적인 지리적 요소와 관련하여 해안 투사의 차단효과 방지 원칙을 중

요한 형평의 원칙으로 판결하고 있다. 특히 Maine 만 사건은 양국의 해안 투

사가 중첩되는 해역에 대한 동등한 분할을 기본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는 EFZ와 대륙붕의 단일 경계획정의 대상이 중립적 성격의 당사국의 해안 

지리에서 발생되는 중첩된 해안 투사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이후의 단

일 또는 다목적 경계획정 사건에서 중요한 원칙으로 적용되고 있다.264) 기니/

기니비사우(1985년)에서도 북해대륙붕 사건에서 침해금지 원칙이 파생된 오

목성 해안을 관련사정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명칭 상 대륙붕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와 관련된 침해금지 원칙의 명시적인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국제법상 허

용되는 해안 확장 또는 투사의 차단효과 방지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오목성 해안 외에 섬에 의한 차단효과와 관련해 두 사건 모두 

대향 해안 또는 인접 해안 간의 섬의 효과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궁극적

으로는 사소한 해안 지형에 등거리선의 기점을 설정할 경우 당사국의 해안 

투사에 대한 차단효과가 발생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기니/기니비

사우에서는 등거리선 이외의 경계획정 방식에 의해서도 일방국의 해안 투사

의 차단효과가 발생됨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Maine 만 사건을 통해 

양국의 해안길이 격차에 의한 비례성 테스트와 차단효과의 관련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끝으로 1985년 판정은 200해리 이원 대륙붕이 단일 대륙붕일 경

우 차단효과 방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첫 번째 판례라는 함의를 

가지고 있다.  

262) Ibid,

263) Ibid, p. 691, para. 130(3)(c).

264) Black Sea Case, p. 89 para.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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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UNCLOS 체제와 두 원칙의 혼용(1985년-2007년)

   리비아/몰타(1985년)에서 ICJ는 관습국제법에 따라 200해리 이내 단일 대

륙붕 경계획정을 실시하였다.265) 재판소는 당시 UNCLOS가 미발효된 상황이

었지만 200해리 거리 기준에 따른 대륙붕의 정의가 UNCLOS 제76조 1항의 

거리 규정과는 관계없이 관습법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해당 기

준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였다.266) 이러한 거리 기준에 대한 ICJ의 이러한 적극

적인 수용과 튀니리/리비아(1982년)에서 대륙붕의 법적 권원인 자연적 연장이 

단일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을 반드시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또 제76조 1항의 거리 기준이 적용될 경우 자연적 연장이 대륙붕 권원의 유

일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ICJ의 판결에 따라267) 등가성을 가진 거리 원칙에 

근거한 해안 투사의 차단효과는 형평한 경계획정에 있어 등거리선 방식과 관

련된 중요한 관련 사정으로 부각되고 있었다.268) 이와 관련해 ICJ는 이 사건

에서 1969년 북해대륙붕에서 판시된 형평의 원칙 중 하나인 “타방국의 자연

적 연장에 대한 일방국의 침해금지 원칙을 연안국이 관련사정에서 국제법상 

허용되는 최대한도로 연안국의 해안에 위치한 대륙붕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향유한다는 긍정적 법칙에 대한 부정적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다.269) 해당 내

용은 앞서 언급한 기니/기니비사우(1985년)에서 차단효과에 대한 중재재판소

의 판결 내용과 거의 흡사함을 보여주고 있다.270) 리비아/몰타(1985년)에서는 

국제법, 즉 UNCLOS 제76조 상 허용되는 거리 원칙(제76조 1항)에 따라 당사

국의 200해리 이내 대륙붕에 대한 일응권원이 모든 국가에게 동일하게 적용

되는 거리 기준에 의해 그 외측한계가 설정됨을 보여주고 있다.271) 또한 대

265) Libya/Malta Case, pp. 15-16, paras. 1-2, p. 20, para. 14, p. 29, para. 26, p. 55, 

para. 77 참조.

266) Libya/Malta Case, p. 33, para. 34. E. D. Brown, Sea-Bed Energy and Minerals: 
The International Legal Regime (Martinus Nijhof Publishers, 1992), pp. 34, 268-270 

참조.

267) Tunisia/Libya Case, p. 48, para. 48. 

268) Prosper Weil, supra note 16, p. 283 참조.

269) Libya/Malta Case, p. 39, para. 46. (이탤릭체는 본 연구자 추가)

270) Guinea/Guinea-Bissau Case, p. 682, para. 104.

271) Libya/Malta Case. p. 46, para. 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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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국간 단일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대상국 해안에서 발생되는 200해리 일응권

원이 중첩될 경우 양국 일응권원의 등가적 관계에 근거하여 잠정적 등거리선 

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272) 그러나 일방국 해안의 특수한 지리 사정이 존재

할 경우 이러한 등거리선은 해당 지형에 의해 그 경로가 왜곡되며 그로 인해 

일방국의 해안 투사가 불형평하게 차단되는 불형평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관련사정과 관련된 형평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결하고 있다.273) 그에 

따라 ICJ는 섬에 의한 불균형한 효과와 양국의 관련해안 길이 격차와 관련해

역 간의 비례성 테스트에서 불균형성을 통해 차단효과를 인정하고 있다.274)

   이와 같이 상술한 바와 같이 북해 대륙붕 사건 이후 단일 대륙붕으로 인

한 대륙붕의 사법적 개념의 등장과 EEZ·대륙붕 및 영해·EEZ·대륙붕의 단일 

경계획정에서 등가적 관계에 있는 해안 투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동안 침해금지 원칙은 이러한 단일 대륙붕 또는 단일(다

목적) 경계획정에서 재판소의 적용 원칙275)이나 당사국의 주장276)에서 단독

으로 또는 해안 투사의 차단효과와 함께 계속 인용되어 왔다. 이것은 차단효

과 방지 원칙이 재판소에 의해 명시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277)

UNCLOS 체제의 적용으로 인해 EEZ와 대륙붕의 단일 경계획정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침해금지 원칙 하의 차단효과의 대상이 “자연적 연장”에서 두 해

272) Libya/Malta Case. pp. 46-47, paras. 61-62 참조. Prosper Weil, supra note 16, p. 

283 참조.

273) Libya/Malta Case. p. 47, paras. 62-63 참조.

274) Libya/Malta Case. p. 48, para. 64, pp. 49-50, paras. 67-68 참조.

275) EEZ/대륙붕 단일 경계획정과 관련해 St. Pierre and Miquelon Case, pp. 1166-1167, 

para. 57; Eritrea/Yemen Case (Second Phase), p. 41, para. 130; Barbados v. 

Trinidad and Tobago, pp. 70-71, para. 232 참조. 단일 대륙붕 경계획정과 관련해 

Newfoundland and Labrador/Nova Scotia Case (Second Phase), p. 91, para. 5.15 

참조.

276) EEZ/대륙붕 단일 경계획정과 관련해 Eritrea/Yemen Case (Second Phase), p. 10, 

para. 40. Barbados v. Trinidad and Tobago, pp. 46-47, paras. 152-153, p. 98, 

para. 321, Guyana v. Surinam, p. 63, para. 225, p. 76, para. 259, pp. 115-116, 

para. 360, p. 119, para. 370, Nicaragua v. Honduras, p. 690, para. 90. p. 747, 

para. 290. 단일 대륙붕 경계획정과 관련해 Newfoundland and Labrador/Nova Scotia
Case (Second Phase), p. 22, para. 1.27.

277) 이 기간 동안 판례법에서는 차단효과 방지 원칙은 당사국의 청구에서 "차단효과 방지 원

칙”(principles of ... avoidance of cut-off effect)" “차단을 금지하는 주요한 형평의 원칙

(the primary equitable principle prohibiting the cutting-off)”으로 언급된 바 있다. 

Guyana v. Suriname, p. 61, para. 222. Nicaragua v. Honduras, p. 692, para.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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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해안의 바다쪽 투사”로 확증되면서,278) 대

륙붕 경계획정에 근거한 침해금지 원칙이 단일 경계획정에 적용되는 일반 원

칙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술한 대륙붕의 법률상 권원의 

성격과 침해금지 원칙이라는 명칭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UNCLOS 체제 하에

서 200해리 이내 대륙붕, EEZ/EFZ, 단일 대륙붕 및 단일 경계획정의 경우 침

해금지 원칙보다는 당사국의 해안 투사의 등가성을 전제로 한 차단효과 방지 

원칙이 그 의미상 더욱 적합한 명칭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이 기간에 200해리 이내 및 이원 단일 대륙붕 경계획정과 관련해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뉴펀들랜드 래브라도/노바스코샤(2002년)에서 침해금지 원

칙에 따라 Sable 섬에 의한 효과가 차단효과로 명시적으로 판결됨으로써279)

차단효과의 원인이 오목성 해안만이 아닌 잠정적 등거리선의 기점 설정과 관

련된 섬에 의해서도 발생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어 해안 투사에 근거한 차

단효과의 개념이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4) 표준방식의 도입과 차단효과 방지 원칙의 정립(2009년-2018년)

   2009년 루마니아 v. 우크라이나에서 ICJ는 EEZ/대륙붕의 단일 경계획정에

서 3단계 표준 방식280)을 도입하여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는 원칙에 근거하

여 관련해안과 대륙붕 및 EEZ에 대한 연안국의 일응권원이 해안 투사라는 

매개체로 현시됨을 판결하였다.281) 이러한 재판소의 판결은 동일한 경계획정 

방식을 적용한 방글라데시/미얀마(2012년), 방글라데시 v. 인도(2014년), 가나/

코트디브아르(2017년), 코스타리카 v. 니카라과(2018년)에서 확증되어 왔다.282)

278) St. Pierre and Miquelon Case, pp. 1166-1167, paras. 57-58.

279) 최종 경계선상의 H 지점 이후부터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경계선에 해당된다. 

Newfoundland and Labrador/Nova Scotia Case (Second Phase), p. 83, Figure 7, 

pp. 90-92, paras. 5.13-5.15, pp. 95, 97, para. 6.4, p. 96, Figure 8. Ibid., Technical 

Report, p. 102, paras. 8-9. Stephen Fietta and Robin Clerverly, supra note 18, p. 

385, Figure B14.1 참조.

280) Black Sea Case, pp. 101-103, paras. 115-122. Nicaragua v. Colombia, p. 698, 

para. 199.

281) Black Sea Case, p. 89, para. 77, pp. 96-97, para. 99.

282) Bangladesh/Myanmar Case, p. 56, para. 185. Bangladesh v. India, p. 79, para. 

279, p. 85, para. 299. Ghana/Côte d'Ivoire Case, p. 101, para. 361. Costa Rica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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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방식에서 차단효과 방지 원칙은 각 당사국의 관련해안의 투사로 발생

되는 동등한 권리인 일응권원의 중첩지역을 획정함에 있어 일방국의 일응권

원이 관련사정으로 인해 발생된 등거리선에 의해 국제법이 허용하는 만큼 바

다쪽으로 투사되지 못하여 불형평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283)

따라서 차단효과 방지 원칙은 해안 투사의 차단효과 자체가 아니라 국제법상 

“불합리한 차단효과(an unreasonable cut-off effect)”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적용

된다.284) 지리적 요인에 의한 이러한 불합리한 차단효과는 당사국간의 합의

가 없는 한 합리적이고 상호 균형 잡힌 방식으로 조정되어야 한다.285) 이러

한 잠정적 등거리선의 조정 과정에서 차단효과로 인해 각 당사국에게 분할되

는 해역 간에 “상당한” 불균형이 발생되는지 여부는 관련 해역의 “전반적인 

지리 상황(overall geographical context)"을 참고하여 검토된다.286) 또한 이러한 

차단효과를 조정함에 있어 법률상 또는 해양경계획정 실행 상 허용되지 않는 

지리의 사법적 개조를 발생시켜서는 안 되며 공평한 해결에 이르러야 한

다.287)

   표준 방식에서 일응권원의 등가성이 인정될 경우 차단효과 방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UNCLOS 체제에서 이러한 일응권원의 등가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기니/기니비사우(1985년) 사건과 관련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200해리 이원 대륙붕이다. 2012년 Bengal 만 사건에서 ITLOS는 연

안국의 200해리 이원에 대한 일응권원은 당해 권원의 근거인 “육지 영토에 

대한 주권”의 존재를 바탕으로 하며, 연안국의 실효적인 또는 관념적인 점유 

또는 명시적인 선언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시하였다.288) 그에 따라 관련 대륙

Nicaragua, p. 44, para. 108.

283) Bangladesh v. India, p. 122, para. 417 참조. Yunus Emre Acikgonul, supra note 

14, pp. 52-53 참조.

284) Bangladesh v. India, pp. 122-123, paras. 413-421.

285) Black Sea Case, p. 127, para. 201.

286) Nicaragua v. Colombia, pp. 702-704, paras. 211-216. cf. 3단계의 마지막 단계인 불

균형성 테스트에서도 관련 “해역의 전반적인 지리(the overall geography of the area)”를 

참고하고 있다. Black Sea Case, p. 129, para. 213; Bangladesh v. India, p. 154, para. 

494 참조.

287)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p. 49-50, para. 91; 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Case, p. 58, para. 101; Black Sea Case, p. 110, para. 149, p. 

129, para. 210 참조.

288) Bangladesh/Myanmar Case, p. 107, para. 409. Tunisia/Libya Case, p. 61, 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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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이 물리적으로 ‘단일 대륙판’으로 이루어진 경우 연안국은 UNCLOS 제77

조에 따라 이러한 내외측 대륙붕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대륙붕에 대해 “배타

적인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289) 이러한 단일 대륙붕이라는 “독특한 

상황” 하에서 각 당사국은 해당 200해리 이원 대륙붕에 대해 해안으로부터의 

거리 기준에 의거한 동등한 가치의 일응권원을 가지게 되고 그에 따라 해당 

대상 해역에서 등거리 방식으로 경계획정을 실시 할 수 있다.290) 이 때 해안

의 오목성, 도서, 돌출 해안과 같은 지리적 요인으로 인한 불합리한 차단효과 

역시 관련사정으로써 잠정적 등거리선의 조정을 위한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방글라데시/미얀마(2012년), 방글라데시 v. 인도(2014년), 가나/코트디브

아르(2007년) 모두 200해리 이원 대륙붕 지역에서 단일 대륙붕 200해리 이원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인접 해안간 오목성으로 인한 차단효과를 고려하여 잠

정적 등거리선의 조정함으로써 차단효과 방지 원칙이 특정한 상황에서 200해

리 이원 대륙붕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291)

73 참조.

289) Bangladesh/Myanmar Case, p. 96, para. 361. Barbados v. Trinidad and Tobago, 

pp. 208-209, para. 213 참조.

290) Bangladesh/Myanmar Case, p. 115, paras. 444, 446, p. 117, paras. 454-455.

291) Ibid., p. 118, para. 461. Bangladesh v. India, pp. 143-144, paras. 469-475. 

Ghana/Côte d'Ivoire Case, p. 145, paras. 526-527.

사  실 법 원칙 법  칙

원 인 결 과 불형평한 차단효과

오목성 ↓

섬의 존재 → 차단효과 ⇒ 차단효과 방지 원칙 ⇒ 형평의 법칙

기타 사정

[표 2] 차단효과 방지 원칙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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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차단효과 방지 원칙의 체계적 지위

   해양경계획정 과정은 차단효과 방지 원칙이 형평과 선(ex aequo et bono)

에 따른 사법 재량에 따른 판결이 아닌 UNCLOS 제74조와 제83조 하에서 

“공평한 해결”이라는 “형평의 법(rule of equity)” 하에서 작동되는 법 원리 체

계의 일부임을 보여준다.292) 해양경계획정에서 차단효과 방지 원칙은 차단효

과의 원인인 본토 해안의 오목성, 돌출 해안, 도서의 존재와 같은 지리적 요

인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는 대원칙에서 출발한다.293)

연안국의 해안에서 발생되는 해양의 일응권원의 현시 수단인 자연적 연장 또

는 해안 투사의 확장은 국제법이 허용되는 최대 범위까지 확장될 수 있

다.294) 그러나 해양경계획정에서 모든 해안 투사가 고려되는 것은 아니며 중

292) Robert Y. Jennings, supra note 126, pp. 34-37 참조.

293) Black Sea Case, pp. 96-97, para. 99 참조.

294) Guinea/Guinea-Bissau Case, p. 682, para. 104; Bangladesh v. India, p. 122, para. 

417; Libya/Malta Case, p. 39, para. 46 참조.

[표 3] 차단효과 방지 원칙 II

지리적 요인

⇓

비합리적인 해안 투사의 차단효과

1. 잠정적 경계선에 의해 국제법이 허용하는 만큼 바다쪽으로 확장되지 못함 &

2. 해당 등거리선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공평한 해결에 이르지 못함

⇓

상호 균형 잡힌 방식의 조정

→ 비례성/불균형성 테스트: 관련사정의 형평성 평가

⇓

지리의 사법적 개조 X

⇓

공평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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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 투사 원칙에 따라 당사국의 해안 투사가 중첩되는 해역만 차단효과 방지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된다.295) 이 때 상대적 인접성 원칙에 근거한 등거리 방

식에 따라 경계획정을 실시할 경우 일방국의 지리(본토 해안 또는 도서 해

안) 사정으로 인해 타방국의 해안 투사의 불합리한 차단효과가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296) 만약 타방국의 해안 투사에 대한 불합리한 차단효과가 발생될 

경우 당사국간의 합의가 없는 한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해 지리의 사법적 

개조가 발생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이고 상호 균형 잡힌 방식으로 이러한 

불형평한 차단효과가 조정되어야 한다.297)

   결론적으로 해양경계획정은 형평의 원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적용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는 대원칙에서 출발하

여 일응권원의 최대 도달 원칙이라는 하위 원칙에 의해 제한된다.298) 이는 

다시 경계획정의 대상 수역을 결정하는 해안 투사 중첩 원칙, 등거리선과 같

은 경계획정 방식에 의해 적용되는 인접성 또는 상대적 인접성 원칙, 그리고 

관련된 경계획정 방식을 사용하면서 지형에 의한 해안 투사의 불합리한 차단

효과가 방지되어야 한다는 하위 원칙의 적용으로 이어지게 된다. 끝으로는 

이러한 불형평한 차단효과를 완화함에 있어 지리의 완전한 사법적 개조를 방

지해야 한다는 하위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형평한 경계획정의 실행을 도모하

고 있다. 이러한 해양경계획정의 원칙 체계는 흑해 사건 이후부터 구체적인 

법 원칙으로 자리 잡아 왔다. 제3장에서는 차단효과 방지 원칙의 적용 범위

와 차단효과의 불형평성 평가와 관련된 위의 형평의 원칙들을  검토해 보고

자 한다.

295) Black Sea Case, p. 97, para. 99, p. 99, para. 110 참조.

296) Prosper Weil, supra note 16, p. 60. Bangladesh v. India, p. 123, para. 421, pp. 

143-144, para. 469.

297) Black Sea Case, p. 110, para. 149, p. 127, para. 201, p. 129, paras. 210, 213 참

조.

298) 중재재판소는 방글라데시 v. 인도(2012년)에서 국제 판례법상 대륙붕의 일응권원과 관련된 

연안국의 최대도달 원칙은 다른 연안국의 지리적 사정과 권리를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권리가 아니라고 판정하고 있다. Bangladesh v. India, pp. 

143-144, para.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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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차단효과 방지 원칙 적용의 고려사항

제 1 절 차단효과 평가 범위 설정

  1. 국제법상 허용되는 해안 투사의 범위

    1) 일응권원의 범위

    

      (1) 기선 설정

   차단효과 방지 원칙은 일방국의 해안 투사가 국제법상 허용되는 최대한으

로 보장된다는 일응권원의 원칙이 전제되어 있다.299) 그에 따라 해양경계획

정에서는 관련 지형의 영유권 문제 및 그 법적 지위가 우선적으로 결정되어

야 한다.300) UNCLOS에서는 본토 해안의 경우 영해 12해리(제3조), 배타적경

제수역 200해리(제57조), 대륙붕 200해리 또는 대륙변계의 바깥끝(제76조)에 

따라 해당 일응권원의 외측 한계가 결정된다. 섬(제121조 2항), 암석(제121조 

3항), 간조노출지(제13조), 암초(제6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여될 수 있는 

일응권원의 범위가 다르게 설정된다(그림 3 참조).

   연안국의 일응권원의 외측 한계는 영해 기선을 기준으로 설정되며 해당 

기선은 등거리선의 기점 설정 시 고려되는 “주요 요소(a major ingredient)”가 

된다.301) 연안국은 국내법에 따라 기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지만, 경계획정에

서는 이러한 기선이 타국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양자적 또는 국

제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302) 기선은 해역의 외측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내수

299) Guinea/Guinea-Bissau Case, p. 682, para. 104; Bangladesh v. India, p. 122, para. 

417; Libya/Malta Case, p. 39, para. 46 참조.

300) Qatar v. Bahrain, pp. 64-91, paras. 70-165, pp. 97-100, paras. 186-2000; 

Nicaragua v. Colombia, pp. 645-662, paras. 39-102, pp. 686-693, paras. 167-183 

참조.

301) Satya N. Nandan, Shabtai Rosenne (eds.), supra note 121, p. 82.

302) Fisheries Case, p. 132. 정인섭, supra note 5, p. 639. Coalter G. Lathrop, 

"Baselines", in Donald R Rothwell, Alex G. Oude Elferink, Karen N. Scott and 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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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포함되는 육지 영토와 영해를 구분하고 또 육지 영토 이원의 영해, 접속

수역, EEZ, 대륙붕의 폭을 측정하는 출발선이 된다.303) 연안국과 제3국은 기

선에 의해 설정되는 이러한 육지 영토 및 각 해역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게 된다.304) 둘째, 해양경계획정에서 기선 설정은 일응권원의 원칙과 

중첩 투사의 원칙, 차단효과 방지 원칙과 관련된 고려 요소가 된다.305) 예를 

들어 니카라과 v. 콜롬비아(2012년)에서는 양국의 EEZ/200해리 이내 대륙붕 

경계획정의 관련지역을 설정하면서 양국 도서의 영해 기점에서 발생되는 200

해리 일응권원의 중첩지역을 관련해안으로 설정하고 있다.306) 또한 루마니아 

v. 우크라이나(2009년)에서 ICJ는 3단계 경계획정을 실시하면서 우크라이나 

Serpents 섬의 잠재적인 EEZ와 대륙붕의 일응권원의 부여를 명시적으로 검토

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지형에 기점을 설정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상대국 

해안 투사의 불합리한 차단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지형을 무시하고 경계획정

을 실시하였다.307)

   기선은 해안 지형에 따라 통상기선과 인위적 직선으로 설정된 기선(하구/

만/항구의 폐쇄선, 직선기선, 군도기선)으로 이루어져 있다.308) 아래에서는 이

러한 기선들과 해양경계획정의 관계 및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

다.

Stephens, The Oxford Handbook of The Law of the Sea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p. 71.

303) Coalter G. Lathrop, J. Ashley Roach, Donald Rothwell (eds.), Baselines under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Leiden, The Netherlands; Koninklijke Brill NV, 2019), 

p. 10.

304) Ibid., pp. 9-10.

305) Ibid., pp. 10-11 참조. 재판소는 기선의 역할을 일방국의 EEZ/대륙붕의 한계선을 측정하

는 것과 경계획정의 잠정적 경계선의 기점 확인으로 나누고 있다. Ibid., p. 108, para. 137.

306) Nicaragua v. Colombia, p. 683, para. 159.

307) Black Sea Case, pp. 109-110, para. 149 참조. 

308) UNCLOS 제5조(통상기선), UNCLOS 제9조(하구), 제10조(만), 제50조(내수의 경계획정), 

제7조(직선기선), 제47조(군도기선), 제11조(항구)에서는 항구에 대한 폐쇄선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제50조(내수의 경계획정)에서 폐쇄선이 항구에서도 설정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Coalter G Lathrop, supra note 302, pp. 72, 85. 김대순, 국제법론(제20판) (삼영사, 

2019), pp. 1049-1055, 1071-10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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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통상기선

   통상기선은 연안국이 공인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에 설정

된다. 이러한 해안의 저조선은 본토 해안뿐만 아니라 제121조 1항 상의 섬, 

본토나 섬으로부터 영해 이내에 위치한 간출지, 섬 주변의 “환초” 또는 “가

장자리 암초”, 항만체계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구적인 항만시설에 

설정될 수 있다.310) 일반적으로 해도상의 저조선은 법적인 통상기선을 나타

309)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and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odesy, A Manual on Technical Aspect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1982 (TALOS), Special Publication No. 51, Edition 5.0.0 (Monaco: 

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 2014), Chapter 6-3, Figure 6.1 Coalter G. 

Lathrop, supra note 302, p. 73. (본 연구자 수정).

310) 제13조(간출지), 제6조(암초), 제11조(항구). 그러나 인공섬은 해양법상 섬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인 영해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기선 설정 시 인공섬은 고려되지 않고, 영해, EEZ, 

대륙붕 경계획정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나 EEZ 또는 대륙붕 내에 인공 구조물을 

[그림 3] 해양경계획정의 주요 요소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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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있고 이를 충분하게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311) 또한 

대부분의 국제 해양경계획정에서는 당사국의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을 반영하

고 있는 기선 상의 기점을 선택하여 등거리선/중간선을 작도한다.312) 그러나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해안의 퇴적과 침식, 간척사업, 항만시설, 부

두와 같은 인공 시설에 의한 해안의 확장 및 축소로 인해 해도상의 통상기선

과 실제 해안의 저조선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313) 이로 인해 당사국은 공

인된 해도의 법적 지위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또는 등거리선/중간선 이외의 

경계획정 방식을 주장하기도 한다.314) 이것은 UNCLOS 제5조상의 “연안국이 

공인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통상기선

의 해도 상의 저조선인지 아니면 실제 저조선인지에 대한 문제와 관련이 있

다.315) 위의 자연적 또는 인공적 요인으로 인해 실제 해안선과 해도상의 해

안선이 차이가 발생할 경우 전자의 입장에서는 해도 자체가 기선의 위치를 

결정하는 법률 문서가 되기 때문에 해안의 물리적 현실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UNCLOS 제5조에 따른 통상기선의 위치와 관련

해 해도가 결정력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316)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와 제33조에 따라 UNCLOS 제5

설치하는 경우 주변 500m 이내의 안전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 제60조 4항, 5항 및 8항. 영

구 얼음으로 덮인 해안이 통상기선 설정의 대상인 해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UNCLOS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국가실행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Stuart B. 

Kaye, "Territorial Sea Baselines along Ice-Covered Coasts: International Practice 

and Limits of the Law of the Sea,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 

35, No. 1 (2004), pp. 92-93.

311) Coalter G Lathrop, J. Ashley Roach, Donald Rothwell (eds.), supra note 303, p. 

47.

312) UNCLOS 제15조. Coalter G Lathrop, J. Ashley Roach, Donald Rothwell (eds.), 

supra note 303, p. 11 참조. Nuno Sérgio Marques Antunes, "The 1999 

Eritrea-Yemen Maritime Delimitation Award an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50 (2001), p. 340-341.

313) Coalter G Lathrop, J. Ashley Roach, Donald Rothwell (eds.), supra note 303, pp. 

48-58 참조. 

314) Nicaragua v. Honduras, p. 742, para. 274; Bangladesh v. India, p. 62, para. 213 

참조.

315) Coalter G Lathrop, supra note 302, p. 76.

316) Coalter G Lathrop, J. Ashley Roach, Donald Rothwell (eds.), supra note 303, p. 

7. 소도국의 경우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으로 국가가 침수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의 입장을 지지하게 된다. Coalter G Lathrop, supra note 302,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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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해석한 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이하 “ILA")는 저조선을 

측정하는 보편적으로 합의된 수직기준면(vertical datum)의 부재로 인한 실제

적인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5조가 모호하게 규정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317) 이와 관련된 국제 판결/판정에서는 해도와 실제 저조선간의 차

이가 발생할 경우 당사국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실제 저조선에 우위를 두고 

있다.318) 가이아나 v. 수리남(2007년)에서 잠정적 등거리선의 작도를 위한 수

리남 해도 NL 2218 상의 수리남 기점 S14와 관련해 재판소는 해당 해도를 

수리남 기선의 법률상 통상기선으로 단순하게 용인하지 않고 이와 관련된 양

국의 증거에 대한 검토를 실시함으로써 해도에 대한 자동적인 우위를 부여하

고 있지 않다.319) 또한 연안국이 공인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

의 정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제기한 국가에게 있다고 보았다.320) 니

카라과 v. 온두라스(2007년) 사건에서 온두라스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

탁한 통상기선의 지리적 좌표목록 기점 17번은 1962년 혼합위원회가 결정한 

Coco 강 하구의 항행로 중간 지점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ICJ는 해당 

기점이 Coco 강 하구의 퇴적 작용으로 해당 하구에 위치해 있지 않아 기점

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다시 한 번 실제 저조선의 중요성에 무

게를 두고 있다.321) 또한 카메룬 v. 나이지리아(2002년)에서는 재판소가 등거

리선의 기점 설정을 위해 의거한 1994년판 영국해군해도 3433이 판결 당시의 

317) Coalter G Lathrop, J. Ashley Roach, Donald Rothwell (eds.), supra note 303, pp. 

15-24. 국가의 수직기준면은 다양한 공간정보에 포함된 높이정보의 기준이 되는 면으로, 일

반적으로 장기간의 조위관측을 통해 계산된 특정한 지점의 평균해수면을 이용한다. 이와 관

련해 이동하·윤홍식·황진상·서용철, “정밀수준측량 성과를 이용한 해상 수직기준면 변환모델

링,” 대한토목학회논문집, 제32권 제4D호 (2012년 7월), pp. 407-408 참조.

318) Coalter G Lathrop, J. Ashley Roach, Donald Rothwell (eds.), supra note 303, p. 

29. 2014년 중재 판정에서는 해양경계획정에서 해안선 변화의 판단 기준이 경계획정 당시의 

물리적 현실이기 때문에 장래에 발생될 해안선 변화의 가능성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

다. Bangladesh v. India, pp. 62-63, paras. 214-215. cf. 방글라데시/미얀마에서 경계획

정 대상 해역에 인접한 해안선이 불안정하였지만 양국 모두 기선과 기점 설정을 위해 영국해

군해도 817에 의거하고 있었고 재판소는 이를 인용하여 실제 저조선에 대한 검토 없이 해당 

해도를 사용하였다. Bangladesh/Myanmar Case, p. 48, para. 156.

319) Guyana v. Suriname, p. 128, paras. 395-396.

320) Coalter G Lathrop, J. Ashley Roach, Donald Rothwell (eds.), supra note 303, pp. 

25-27.

321) Nicaragua v. Honduras, p. 743, para. 278. Coalter G Lathrop, J. Ashley Roach, 

Donald Rothwell (eds.), supra note 303,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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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조선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판결 이후 당사국들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축척해도의 부재로 인해 실제 저조선을 반영할 수 있

는 경계선으로 조정하기 위한 협의를 실시하기도 하였다.322)

   일부 국가실행에서도 해도는 통상기선의 위치를 입증함에 있어 특별한 법

적 역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단지 분쟁이 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로 작용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국내법에 따라 공표된 해도는 기선의 위치

의 가장 큰 증거로 인정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323) UN이 소집한 기술전문

가 그룹도 저조선을 해도상의 저조선과 실제 저조선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

나 소수의 전문가들은 해안의 물리적인 변화로 인해 해도가 수정되지 않는 

이상 해도상의 통상기선이 인정되어야 된다324)하여 해도가 법률 문서의 성격

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두 접근법은 연안국의 주권 및 주권적 범위, 항행의 안정, 공공의 질서

의 실제적인 보장과 공인된 해도의 법적 안정성 및 확실성간의 균형이 요구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325) 따라서 해양경계획정에서는 이러한 법적 이

익의 균형점을 위해 양사국간의 합의가 없는 한 실제 해안에서 간과할 수 없

는 “상당한 물리적 변화(significant physical changes)”가 발생하여 공인된 해도

가 더 이상 실제 해안선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 청구국의 증거

에 의해 입증될 경우 제5조상의 공인된 해도 사용의 예외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326)

        ② 인위적인 직선기선

                                                                        

322) Ibid., p. 29, note 95.

323) 이와 관련된 일부 국가 판례 역시 상반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호주/나이지리아/미국은 

해도가 통상기선의 위치에 대한 입증 증거가 되기는 하지만 해당 사실에 대한 결정력을 가지

고 있지 않다고 보는 반면에 네덜란드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해도상의 기선이 “결정력”을 가

지고 있다고 판결하였다. 영국은 이 두 입장의 중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Ibid., pp. 

35-41. 학자들도 자연적으로 이동되는 통상기선의 특성으로 인해 해도가 결정력이 없다는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Ibid., pp. 41-43. Coalter G Lathrop, supra note 302, pp. 78-79 참조.

324) Coalter G Lathrop, J. Ashley Roach, Donald Rothwell (eds.), supra note 303, p. 44.

325) Coalter G Lathrop, supra note 302, pp. 77-78.

326) Coalter G Lathrop, J. Ashley Roach, Donald Rothwell (eds.), supra note 303, p. 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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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계획정 판례에서 잠정적 경계선의 기점 설정과 관련해 직선기선은 

중요한 법적 쟁점이 사항이 되어 왔다.327) 직선기선은 “해안선이 깊게 굴곡이 

지거나 잘려 들어간 지역, 또는 해안을 따라 아주 가까이 섬328)이 흩어져 있

는 지역”에서 “적절한 지점을 연결하여 설정된다(제7조 1항). 그러나 해당 직

선은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을 현저히 벗어나게 설정”될 수 없고 해당 기선 

내의 해역은 “육지와 충분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제7조 3항). 또한 

이러한 지리적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그 지역에 특유한 경제적 이익이 있

다는 사실과 그 중요성이 오랜 관행에 의하여 명백히 증명된 경우” “경제적 

이익”도 고려될 수 있다(제7조 5항). 그러나 직선기선을 설정함에 있어 다른 

국가의 영해를 공해나 배타적경계수역으로부터 격리시킬 수는 없다(제7조 6

항). 또한 제7조는 통상기선(제5조)과는 달리 해안의 실제 저조선이 변동될 

경우 UNCLOS에 따라 연안국에 의해 수정될 때까지 공인된 해도의 법적 효

력이 인정 된다(제7조 2항). 일반적으로 직선기선은 통상기선을 사용했을 때

보다 더 많은 내수를 갖게 됨으로 연안국들은 직선기선의 설정을 선호한

다.329) 그에 따라 카타르 v. 바레인(2001년)에서는 직선기선을 통상기선 적용

의 예외로 보고 제7조의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당사국이 이를 원용할 수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절차상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330)

   직선기선에 대한 제7조의 요건을 살펴보면, UN 법률국의 DOALOS의 기

선 보고서는 “깊게 굴곡이 진”에 대한 해석이 지형에 따라 절대적 또는 상대

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동일한 폭과 길이의 만입이

라도 상대적으로 넓은 육지보다 작은 섬에서 그 만입도가 더 큰 것으로 평가

327) Libya/Malta Case, p. 22, para. 17, p, 48, para. 64; Eritrea/Yemen Case, pp. 

43-44, paras. 139-146; Qatar v. Bahrain, p. 103, paras. 210-214 참조.

328) 직선기선 설정과 간출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7조 4항 참조.

329) Coalter G Lathrop, supra note 302, p. 74 참조. 2011년 7월 UN 법률국의 DOALOS 

보고서와 ILA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까지 96개국이 직선기선을 선언하였다(DOALOS의 보

고서에서 피지, 기니, 몬테네그로, 말레이시아, 탄자니아가 추가된 국가수이다). United 

Nations, DOALOS, Table of Claims to Maritime Jurisdiction (as at 15 July 2011), 

available at 

https://www.un.org/Depts/los/LEGISLATIONANDTREATIES/PDFFILES/table_summar

y_of_claims.pdf (2019.09.10. 최종확인). Coalter G Lathrop, J. Ashley Roach, Donald 

Rothwell (eds.), supra note 303, pp. 153-156. 

330) Qatar v. Bahrain, p. 103, para. 212. Yoshifumi Tanaka, supra note 64, p. 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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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기 때문이다.331) 특히 해양경계획정에서 차단효과와 관련된 등거리

선의 기점 설정에서는 특정 도서가 해안의 “일체성(an integral part)"을 형성하

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제7조 1항의 “해안을 따라 아주 가까이 섬

이 흩어져 있”다는 조건과 동조 3항에서 “해안의 일반적 방향으로부터 현저

히 벗어”날 수 없고 “육지와 충분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조문은 중요

한 단서가 된다.332) “해안을 따라 아주 가까이 흩어진 섬”와 관련해 DOALS

는 1951년 어업사건에서 북노르웨이의 Skjaergaard와 같이 잘 끼워 맞춰져 본

토 해안의 일체로 보이는 경우와, 크로아티아(구 유고슬라비아) Pula에서 

Sibenik에 이르는 본토 해안 앞 해역에 상당한 섬대(帶)가 스크린처럼 펼쳐져 

있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333) 또한 국가실행 상 “아주 가까이”에 해당되는 

거리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12해리 영해가 설정될 겨우 24해리에 

해당되는 거리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언급하고 있다.334)

   실제로 UNCLOS 성립 당시 제7조의 항목들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

되는 것을 당사국이 합의하지 않아 해당 기준에는 유연성이 수반되고 있었고 

또 국가실행에서도 이러한 기준들이 다양한 지리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연안국의 판단 재량이 행사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해 왔다.335) 예

를 들어 몰타는 1971년 영수와 접속수역령(Territorial Waters and Contiguous 

Zone Act) 제3조 제1항에 따라 26개의 기점(Filfla 섬 포함)으로 이루어진 직

331) United Nations, Office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The Law of 

the Sea: Baselines - An Examina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New York: Office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United Nations, 1989), p. 21, para. 40, 

<

https://www.un.org/Depts/los/doalos_publications/publicationstexts/The%20Law%20

of%20the%20Sea_Baselines.pdf (2019.12.05. 최종확인)>. 일부 학자들도 이러한 견해를 지

지하고 있다. Yoshifumi Tanaka,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1st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 49. Victor Prescott and Clive Schofield, The 

Maritime Political Boundaries of the World (Leiden/Boston: Martinus Mijhoff 

Publishers, 2005), p. 145.

332) Eritrea/Yemen Case, pp. 43-44, paras. 139-146 참조.

333) Ibid., p. 21, paras. 44-45. p. 23, Figure 14.

334) 해당 저서에서는 "12-mile territorial sea"와 "24 miles"로 기술되어 있어 맥락상 ‘mile’을 

‘해리’로 번역하였다. Ibid., p. 22, para. 46. 

335) Coalter G Lathrop, J. Ashley Roach, Donald Rothwell (eds.), supra note 303, pp. 

76-77. J. Ashley Roach and Robert W. Smith, United States Responses to Excessive 

Maritime Claims (2nd Ed.), (Martinus Mijhoff, the Hage, 1996), pp. 74-1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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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기선을 설정하였다.336) 그러나 몰타의 해안선은 깊게 굴곡이 지거나 잘려

들어간 지역, 또는 해안을 따라 아주 가까이 섬이 흩어져 있는 지역이 아니

기 때문에 UNCLOS 제7조 상의 직선기선이 될 수 없다.337) 실제 리비아/몰타

(1985년)에서 ICJ는 몰타 직선기선상의 Filfla 섬의 불균형한 효과를 고려하여 

잠정적 중간선의 기점으로 설정하지 않았다.338) 에리트레아/예멘에서는 

Dahlak 군도의 외측 한계에 위치한 간출지인 Negil Rock이 제7조 4항에 따라 

직선기선의 기점에서 배제된 바 있다.339)

      (2) 일응권원의 설정 방법

   관련 일응권원의 외측 한계선을 설정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UNCLOS에 명

시되어 있지 않다.340) 따라서 영해, EEZ, 200 해리 대륙붕의 바깥 한계는 해

안선과 같이 이미 설정된 “물리적인(physical)” 한계선을 발견하는 문제가 아

니라 “개념적인(notional)” 선으로써 작도 기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341) 그 

중 가장 오래된 방식이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원호(arcs-of-circles)" 또

는 “포락호(包絡弧, envelop of arcs)”방식이다.342) 원호 방식은 Bynkershoek의 

336) Libya/Malta Case, p. 22, para. 17, p, 48, para. 64; Memorial of Malta, Ibid., p. 414,

para. 31, p. 421, para. 63; United Nations, Territorial Waters and Contiguous Zone 
Act: To extend the territorial waters of Malta and to make provision for a 

contiguous zone, 10th December, 1971(1), 

http://www.un.org/Depts/los/LEGISLATIONANDTREATIES/PDFFILES/MLT_1971_Act.

pdf (2019.03.06. 최종확인).

337) UNCLOS 제47조 하에서 군도국가는 군도의 가장 바깥쪽 섬의 가장 바깥점과 드러나 암초

의 가장 바깥점을 연결한 군도(직선)기선을 작도할 있지만 몰타의 직선기선 안에서 수역의 면

적과 육지 면적의 비율이 1대1에서 9대1 사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직선기선을 군

도기선으로도 보기는 어렵다. 미국은 1981년 10월과 11월에 미국 워싱턴에 있는 몰타 대사

관에게 보낸 구상서(notes)에서 몰타의 직선기선 제도를 승인할 수 없다고 선언한바 있다. 

Gerladn H. Blake, "Coastal state sovereignty in the Mediterranean sea: the case of 

Malta", GeoJournal, Vol. 41(2) (1997), p. 176; J. Ashley Roach and Robert W. Smith, 

supra note 335, p. 145.

338) Libya/Malta Case, p. 48, para. 64.

339) Eritrea/Yemen Case (Second Phase), pp. 43-44, paras. 140-142, 144-145.

340) Alexander Proelss (ed.), supra note 9, p. 42.

341) O'Connell은 1982년 해양법 협약이 서명되기 전에 저술한 자신의 저서에서 세 가지 영해 

한계설정 기법을 소개하면서 영해 한계선의 이러한 개념적 성격을 언급하였다. 이것은 1982

년 UNCLOS에서 EEZ와 200해리 대륙붕의 외측한계의 설정 조항 역시 존재하지 않기 때문

에 두 해역의 바깥 해역 설정도 마찬가지이다. D. P. O'Connell, supra note 54 , p.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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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탄거리설에서 유래한 것으로 국가 주권이 포탄의 사정거리에 이른다는 개

념에 따라 해안선에서 영해 폭에 해당되는 해안 투사를 전 방향으로 실시함

으로써 발생되는 일련의 외측 원호를 따라서 설정된다(그림 7 참조).343) 해당 

방식에 따라 영해, EEZ, 200해리 이내 대륙붕에 대한 일응권원의 외측 한계

는 해안선의 가장 돌출된 기점에서 12해리 또는 200해리 반경의 포락호가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을 따라” 연이어지는 방식으로 설정된다.344) 따라서 이

러한 연이어진 포락호의 가장 바깥선이 12해리 또는 EEZ/200해리 이내 대륙

342) Fisheries 사건에서 ICJ는 영해의 외측한계를 설정하는 3가지 방식[평행 작도(tracés 

parallèles), 직선기선(straight base-lines), 원호(arcs of circles)]을 제시하였지만 영해의 

외측한계를 설정하는 법을 확정하지는 않았다(그림 4·5·6 참조). 또한 이 사건에서 ICJ는 원

호 방식을 새로운 기술로 보고 있지만 해당 방식은 이미 1887년에 영국 Clyde 하구 주변의 

3해리 외측한계선 설정 방식으로 사용된 바 있고, 1928년 영국이 노르웨이와의 영수협약에 

대한 제안과 관련하여 해당 방식의 사용이 제안된 적이 있다. 1930년 헤이그회의 당시 미국

의 대표은 위의 세 방식을 소개하면서 영해 한계를 설정하기 위해 원호 방식의 적용을 제안

하였다. Fisheries Case, pp. 128-130. Thomas Wemyss Fulton, The Sovereignty of 

the Sea (William Balckwood and Sons: Edinburgh and London, 1911; reprinted by 

Kraus Reprint Co.: Millwood, New York, 1976), pp. 718-719. Aaron L. Shalowitz, 

Shore and Sea Boundaries, Vol. I (U.S. Department of Commerce Coast and 

Geodetic Survey, 1962), p. 73, note 14 참조. S. Whittemore Boggs, "Delimitation of 

the Territorial Sea",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4 (1930), pp. 

544-546. 영해 해역대(海域帶)를 설정할 때 영해 기점에서 영해 폭을 투사하는 방법에 따라 

영해 외측한계선이 다르게 발생된다. “평행 작도(tracés parallèles)”의 경우 특정한 영해 폭

이 모든 만곡을 포함하고 있는 해안선을 따라서 동일한 방위각으로 투사되기 때문에 직선 해

안인 경우를 제외하고 해안 투사가 모든 해안과 수직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방식은 기술적으로 부정확하고 임의적인 결과를 발생시켜 제4조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영해 

한계선을 설정할 수 없다. Alexander Proelss (ed.), supra note 9, p. 42. Fisheries

Case, pp. 128-129.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and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odesy, supra note 309, Chapter 5-6. 우리나라는 국제수로기구에서 

소개하고 여러 방식 중 원호 방식을 사용하여 영해 외측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and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odesy, 

supra note 309, Chapter 5-5-5-6. 국립해양조사원, 

http://www.khoa.go.kr/oceanmap/main.do (2019.09.24. 최종확인) 참조.

343) C Van Bynkershoek, Quaestionum Juris Publici Libri Duo, Vol. I (Clarendon, 

1930), p. 59. D. P. O'Connell, supra note 54, pp. 127-129. Prosper Weil, supra
note 16, pp. 63-66. Nuno Marques Antunes, supra note 37, p. 129. Reply of Malta, 

Libya/Malta Case, pp. 170-171, para. 87, Dissenting Opinion of Mr. Prosper Weil, 

St. Pierre and Miquelon Case, p. 1200, para. 11, 국제수로기구는 그 이외에도 영해 폭

을 반경으로 한 수레바퀴 중심축의 이동 경로선을 영해의 외측 한계 설정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and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odesy, supra note 309, Chapter 5-5-5-7.

344) Fisheries Case, p. 129. Reply of Malta, Libya/Malta Case, p. 171, para. 87 참조. 

Stephen Fietta and Robin Cleverly, supra note 18,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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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의 외측한계가 된다.345) 그에 따라 직선기선, 만, 또는 하구의 폐쇄선 부분

에서는 직선 모양의 외측 한계가 설정된다(그림 8 참조).346) 그러나 EEZ/200

해리 이내 대륙붕의 외측한계 작도를 위해 200해리 호가 작도될 수 있는 기

점의 수는 해안 지형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12해리 영해의 바깥 한계 측정

을 위한 기점의 수와도 다를 것이다.347) 또한 포락호의 반경이 커질수록 해

당 호의 곡률의 비율이 비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원주가 해안 상의 두 개

별 기점을 자르게 되는 원을 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 그에 따라 만

곡을 포함한 모든 해안선에서 일정한 거리로 평행하게 바다쪽으로 이동시킨 

선인 tracés parallèles 방식을 사용한 것과 거의 동일한 결과가 발생될 수 있

다.348)

345) Ibid., p. 46.

346) Ibid., p. 46. Aaron L. Shalowitz, supra note 342, p. 170.

347) 고해상도로 디지털화된 기선을 사용하는 최신 컴퓨터 기술은 수백 또는 수천 개의 기점을 

사용하여 해당 해역의 외측한계를 설정한다. Reply of Malta, Libya/Malta Case, p. 173, 

para. 94. Stephen Fietta and Robin Cleverly, supra note 18, p. 46.

348) Tracés parallèles 측정 방식은 직선 해안 또는 직선 또는 군도기선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안선의 만곡에 따라 극도로 불규칙한 외측한계선이 설정될 수 있다. Fishereis 

Case, p. 128. Aaron L. Shalowitz, supra note 342, pp. 169-170. Stephen Fietta and 

Robin Cleverly, supra note 18, pp. 46-48. O'Connell, D. P., supra note 54, pp. 

234-235.

349) S. Whittemore Boggs, supra note 342, p. 546, Figure 1(a).

350) Ibid., Figure 1(b).

351) Ibid., Figure 1(c).

[그림 4] 평행 작도(Tracés parallèles)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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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Serge Lévesque, Sara Cockburn, Cameron Mcleay, "Modern Developments in 

Geospatial Management in the filed of Marine Cadastre" in Proceedings of the 

Advisory Board on the Law of the Sea to the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ABLOS) Conference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the Provisions of 

[그림 5] 직선기선(straight base-lines)350)

[그림 6] 원호 방식(arcs of circle)351)

[그림 7] 통상기선의 외측한계352) [그림 8] 직선기선의 외측한계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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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안 투사 대상 범위: 관련해안 및 관련지역 설정

      (1) 정의 및 역할

   관련해안과 관련지역 설정은 일응권원 원칙의 하위 원칙인 해안 투사 중

첩 원칙과 관련이 있다. 연안국의 해안은 해양경계획정의 대상인 일응권원을 

발생시키는 “시작선(starting line)"이지만 EEZ 및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모든 

해안선이 고려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법에서는 경계획정과 관련된 연안국의 

해안 그리고 경계획정의 영향을 받는 해역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관련해안

(respective coastlines 또는 relevant coasts)과 관련지역(respective areas 또는 

relevant areas)을 설정해 왔다.354) 다시 말하면 해안이 해양 권원을 발생시키

는 근원이라는 명제에 의해 두 개념은 상호간에 정의되는 관계라 할 수 있

다.355) 그에 따라 관련해안과 관련지역은 EEZ와 대륙붕 경계획정과 관련해 

상호 밀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관련해안은 경계획정의 대상 해역에서 일응권원 중첩지역을 확인함에 있

어 기준점이 된다.356) 또한 각 국가의 해안 길이 비율과 경계획정선에 의해 

UNCLOS"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 Monaco, October 

2008, p. 7. (본 연구자 수정)

353) Ibid. (본 연구자 수정).

354) Tunisia/Libya Case, p. 61, para. 74 참조. 관련해안 또는 관련지역의 용어 사용과 관련

해 초기의 해양경계획정 사건인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 1977년 영불대륙붕 사건과 1984년 

Maine 만 사건에서는 "respective"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다. 1982년 튀니리/리비아 사

건의 판결문에서 “respective"와 “relevant"라는 용어가 혼용되는 과도기를 거쳐 현재까지 

"relevant"가 두 개념과 관련해 주로 사용되고 있다.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 52, paras. 98-99; 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Case, p. 49, para. 78, p. 53, 

para. 87; Tunisia/Libya Case, p. 50, para. 51, p. 61, para. 74, p. 62, para. 76, p. 

76, para. 104; Gulf of Maine Case, p. 335, para. 157 참조.

355) Alex G. Oude Elferink, "Relevant Coasts and Relevant Area: The Difficulty of 

Developing General Concepts in a Case-Specific Context", in Alex G. Ode Elferink, 

Tore Henriksen & Signe Veierud Busch (eds.),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The Case Law - Is It Consistent and Predictabl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p. 178.

356) Black Sea Case, p. 89, paras. 77-78. 흑해 사건(2009년)에서 재판소는 대상 해역(EEZ/

대륙붕)에 대한 중첩되는 청구(overlapping claims)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해안의 설정이 필

요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최근 판례의 동향과 학설은 일응

권원 중첩지역을 관련지역이자 경계획정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흑해 사건에서 관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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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된 각 국가의 해역 비율 간의 불균형의 존재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차단

효과의 불형평성을 검증하는 요소가 된다.357) 따라서 국제 판례에서 관련지

역에 접해 있는 관련해안의 확인은 형평한 경계획정 결과라는 목적을 위해 

“법적 안정성과 확실성을 담보하는 수단으로써 “예측가능하고 객관적으로 결

정되는 경계획정 기준” 중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358)

   관련지역은 경계획정 방식의 일부분인 “법적 개념(legal concept)”으로 일

반적인 지리 상황에서 “관련해안의 형태(the configuration of the relevant 

coasts)”와 "관련해안의 바다쪽 투사를 작도하는 방식(the methods for the 

construction of their seaward projections)"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며 전술한 불

균형성 검증에서 적용되고 있다.359) 해양경계획정에서 관련지역은 초기 경계

획정 판결에서 등거리선의 적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당사국의 해안 관계

(인접성 또는 대향성)의 확인과 관련해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후에는 

경계획정 분쟁이 다루어지는 정황(context)의 틀을 형성함에 있어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다.360) 또한 국제 판례법은 불균형성 테스트와 관련해 당사국에

게 할당되는 관련지역이 수학적 검토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경계획정의 목적

이 “해역의 동등한 분할이 아니라 형평한 분할(equitable, not an equal 

역의 역할을 청구 중첩지역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Nuno Marques 

Antunes, supra note 37, pp. 139-140. Massimo Lando, supra note 24, pp. 34-35. 

Malcolm D. Evans supra note 153, p. 261. 실제로 중첩되는 청구는 청구 대상에 따라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Jan Mayen 사건에서는 당사국이 청구한 해양경계선에 의

해 결정되는 당사국 해역의 중첩지역으로 설정되는 것이다. Jan Mayen Case, p. 47 para. 

18. 둘째는 당사국이 청구하는 EEZ/대륙붕 한계선에 의해 설정되는 양국 해역의 중첩지역에 

해당 될 수 있다. Black Sea Case, p. 89, para. 78. Gulf of Maine Case, p. 339, para. 

228 참조. 흑해 사건에서 언급된 중첩되는 청구는 해단 판결의 78문단의 맥락상 의미와 재판

소가 설정한 관련지역을 고려할 때 후자의 의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Black Sea Case, 

p. 69, Sketch-map No. 1, p. 102, Sketch-map No. 5 참조.

357) Black Sea Case, p. 89, para. 78.

358) Barbados v. Trinidad and Tobago, p. 70, paras. 229-231; Libya/Malta Case, p. 

39, para. 45. cf. Malcolm D Evans는 관련해안과 관련지역의 관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

라 “꽤 영향 받기 쉬운 개념(quite malleable concepts)”으로 경계획정 과정에서 그 역할이 

불분명하고 사건마다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해안과 관련

지역의 확인이 경계획정 과정의 기초 요소로 확립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Malcolm D Evans, supra note 153, pp. 267-268.

359) Black Sea Case, pp. 99-100, para. 110. Tunisia/Libya Case, pp. 61-62, para. 75 

참조.

360) Malcolm D Evans는 관련지역이라는 개념이 대게 관련해안을 확인함에 있어 부차적인 역

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았다. Malcolm D Evans, supra note 153, p.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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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ortionment of maritime areas)”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관련지역을 설정하면  

된다고 보았다.361) 특히 EEZ/대륙붕 경계획정에서 관련해안과 관련지역의 설

정 방법은 UNCLOS 제74조와 제83조에서 공평한 해결 이외에 다른 경계획정 

방식 또는 원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대 경계획정 법리에서 “대조적인 접

근법”을 보여주고 있다.362) 다음 본문에서는 국제 판례에서 관련해안과 관련

해안이 설정된 사례를 통해 두 개념의 정의와 상호관계 그리고 법적 성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설정 방식

        ① 대상 해역에 접(接)해 있는 해안/지역

   관련해안은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에서부터 등거리선 작도의 기준선으

로363) 그리고 관련해안과 관련지역은 비례성 테스트의 요소로 국제 판례에서 

언급되고 있다.364) 그리고 관련해안의 의미는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과 

1977년 영불대륙붕 사건에서 등거리 방식의 적합성과 관련해 해안 관계를 확

인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365) 특히 영불대륙붕 사건에서 중재재판소는 

양 당사국의 중재협약 제2조에 따라 경계획정이 실시되는 영국 해협과 대서

양 지역에서366) “경계획정 대상인 대륙붕에 접해 있는 당사국의 해안(coasts 

of the two countries abutting on the continental shelf to be delimited)”을 관련해

안으로 보았다.367) 즉 해당 사건에서 관련해안의 정의는 경계획정의 대상인 

분쟁 지역 또는 관련지역에 “접해 있는(abutting)” 상태인 현상적 관계에 근거

361) Black Sea Case, p. 100, para. 111. 

362) Stephen Fietta and Robin Cleverly, supra note 18, p. 49 참조.

363)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 34, para. 52,

364) Ibid., p. 31, para. 44, p. 52, para. 98, p. 54, para. 101(C)(3).

365) Ibid., pp. 36-37, paras. 57-59; 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Case, p. p. 57, 

para. 97 참조.

366) Ibid., p. 5, Article 2, p. 18, para. 2. 

367) Ibid., p. 49, para. 79, p. 51, para. 85, p. 56, para. 94, p. 91, para. 191, p. 103, 

para. 218, p. 104, para. 220, p. 110, paras. 234, 236, p. 113, para. 242, p. 114, 

para. 244, p. 115, paras. 246, 248 참조.



- 82 -

해 있다.

   이러한 관련해안과 분쟁 지역 또는 관련지역과의 관계는 일부 후속 사건

에서도 인용되었다.368) 바베이도스 v. 트리니다드 토바고(2006년)에서는 관련

해안이 관련지역에 접해 있는 관계를 해안 투사의 관점으로 해석하여 “해안 

정면(coastal frontage)”이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방사상 또는 지향성으로 분쟁 

지역에 전반적으로 접하여 존재하는지 여부(whether they abut as a whole 

upon the disputed area by a radial or directional presence relevant to the 

delimitation)”라고 설시함으로써 관련해안 개념을  해안 투사의 ‘방향’ 기준으

로 구체화시키고 있다.369)

        ② 해안 투사 중첩 해안/지역 

   분쟁지역 또는 관련지역에 대한 이러한 영불대륙붕의 접근법은 튀니리/리

비아 사건(1982년)에서 단일 대륙붕 경계획정과 관련해 양 당사국 “해안의 

해저 확장(submarine extension of any part of the coast)”의 중첩이라는 개념이 

도입됨으로써 전환을 맞게 된다. 관련 판례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각 당사국의 전체 해안이 고려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방국의 일부 

해안의 해저 확장이 지리 사정으로 인해 타방국의 해안 확장과 중첩될 

수 없을 경우 추후의 고려사항에서 배제된다...”370)

   해당 본문에 따르면 ICJ는 연안국의 법적 권원의 근거인 관련해안과 경계

획정 대상인 해저 지역의 “상관관계(correlation)”를 해양 권원의 발현 수단인 

“해안 확장”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즉 튀니지/리비아 접근법에 의해 관련해안

과 관련지역은 해안 확장이라는 동적인 매개체로 상호간에 정의되는 “불가분

의 관계(inextricable link)"로 발전되었다.371) 이러한 당사국의 해안 확장은 바

368) Gulf of Maine Case, p. 333, para. 216; Qatar v. Bahrain, p. 114, para. 247 참조.

369) Barbados v. Trinidad and Tobago, p. 101, para. 331: Bangladesh v. India, p. 86, 

para. 300.

370) Tunisia/Libya Case, p. 61, para. 75.

371) Alex G. Oude Elferink, supra note 355, p.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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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육지를 지배한다는 원칙에 따라 “영토의 바다쪽 확장(territorial 

extensions to seaward)” 수단인 일방국의 자연적 연장 또는 해안 투사가 타당

사국의 자연적 연장, 또는 해안 투사와 중첩될 경우 타 당사국의 해안과 관

련된 것으로 간주된다.372) 2009년 흑해 사건 이후 판결된 대부분의 사건들은 

관련해안과 관련지역의 정의와 관련해 위의 튀니지/리비아 접근법을 따르고 

있다.373)

   관련지역과 관련하여 국제 판례에서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왔

다: “양 당사국의 영토 확장 중첩지역(area of overlap of the extensions of the 

territories of the two Parties),”374) “청구 중첩지역(area of overlapping claims)

,”375) “경계획정 지역(delimitation area),”376) “일응권원 중첩지역(area of 

overlapping entitlements),”377) “투사 중첩지역(area of overlapping projections)

,”378) “잠재적인 일응권원 중첩지역(area of overlapping potential entitlement)

372)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 51, para. 96. UNCLOS 하에서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해양 권원은 UNCLOS 제76조 제1항 및 제4항에 근거해 해안 투사가 아닌 해저의 

자연적 연장이 관련해안 및 관련지역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Bangladesh/Myanmar

Case, pp. 112-114, paras. 428-438 참조. Stephen Fietta and Robin Cleverly, supra

note 18, pp. 48-49. 그러나 두 인접국간 EEZ와 200해리 이내 및 이원 경계획정 사건인 

2014년 방글라데시 v. 인도, 가나/코트디브아르(2017년) 사건에서 각 재판소는 “단일 대륙

붕” 지역에서 관련해안을 결정할 때 투사를 발생시키는 양 당사국의 해안이 200해리 이내와 

이원 구별 없이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Bangladesh v. India, pp. 86-85, para. 299; 

Ghana/Côte d'Ivoire Case, p. 103, para. 373. cf. 2012년 방글라데시/미얀마 사건에서

는 EEZ와 200해리 이내 및 이원의 경계획정을 실시하였지만 EEZ와 200해리 이내 지역에서

만 관련해안과 관련지역을 확인하였고, 200해리 이원 대륙붕 경계획정에서는 관련해안과 관

련지역에 대해 별도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

373) Nicaragua v. Colombia, p. 679, para. 150, p. 683, para. 159; 

Bangladesh/Myanmar Case, p. 56, para. 185, p. 125, para. 489; Bangladesh v. 
India, p. 79, para. 279; Ghana/Côte d'Ivoire Case, p. 101, para. 361, p. 106, para. 

381; Costa Rica v. Nicaragua, p. 44, para. 108, p. 49, para. 115 참조.

374) Tunisia/Libya Case, p. 62, para. 75.

375) Jan Mayen Case, p. 47, para. 18. Barbados v. Trinidad and Tobago, p. 72, para. 

239, p. 92, para. 298. 

376) Gulf of Maine Case, p. 270, para. 33, pp. 272-273, paras. 39-43, pp. 274-275, 

paras. 45-49, p. 276, para. 53, p. 277, para. 55, p. 279, para. 61; Qatar v. 

Bahrain, p. 91, para 169 p. 97, para. 187, p. 110, para. 224; Newfoundland and 
Labrador/Nova Scotia Case (Second Phase), p. 76, para. 4.24; 

Bangladesh/Myanmar Case, p. 87, para. 323 참조.

377) Jan Mayen Case, p. 64, para. 59; Bangladesh/Myanmar Case, p. 105, para. 397, 

p. 123, para. 477.

378) Bangladesh v. India, p. 97, para. 295. Ghana/Côte d'Ivoire Case, p. 106, 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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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이러한 지역들은 일응권원 중첩지역과 일치할 경우도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380)

   특히 Jan Mayen 사건에서 ICJ는 EFZ/200해리 이내 대륙붕 경계획정과 관

련된 지역을 세 해역으로 구분하였다: ① 청구 중첩지역(area of overlapping 

claims: A-B-C-D 지점), ② 잠재적 일응권원 중첩지역［area of overlapping 

potential entitlement: A-B-C-C-I 지역(약 136,000㎢)］, ③ 해양경계획정 분쟁의 

관련지역[area relevant to the delimitation dispute: H-A-E-F-B-C-D-G 지점 

(237,000㎢)](그림 9 참조).381) 그리고 해당 경계획정의 대상수역으로 관련지역

이나 일응권원 중첩지역이 아니라 청구 중첩지역을 선택하고 경계획정을 실

시하였다.382)

   Nuno Marques Antunes는 청구 중첩지역을 대상 해역으로 처리한 ICJ의 예

외적인 처분 방식에 의해 양국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왼쪽에 존재하는 노르웨

이 Jan Mayen 섬의 일응권원이 무시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383) 그는 또한 

노르웨이가 자신의 청구를 개진하면서 해당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주관적인 경계획정이라고 비판하였다.384) 그는 관련지역을 설정함에 있

어 중간선 서쪽에 존재하는 Jan Mayen 섬의 EFZ 및 200 해리 이내 대륙붕에 

대한 일응권원이 고려되지 않은 것은 일응 권원에 근거한 접근법을 훼손하면서

단지 청구(claims)를 정치적으로 극대화시키려는 소송 전략으로 보았다.385) 이

것은 일방국이 국제법에서 규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청구할 경우(예를 들면 

381. cf. 2009년 흑해 사건에서는 관련해안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투사 중첩(relevant 

overlapping projecti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Black Sea Case, p. 44, para. 108.

379) Nicaragua v. Colombia, p. 47, para. 19, p. 683, para. 159. Costa Rica v. 

Nicaragua, p. 49, para. 115. Nuno Marques Antunes은  Massimo Lando는 국제 판례

에서 “일응권원 중첩지역(area of overlapping entitlements)”과 “잠재적인 일응권원 중첩

지역(area of overlapping potential entitlement)”의 차이와 관련해 전자는 당사국의 “실제

해양 일응권원(actual maritime entitlements)”, 후자는 “당사국의 청구(parties' claims)”

와 관련된 것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Massimo Lando, supra note 24, p. 

66. Nuno Marques Antunes, supra note 37, p. 137 참조.

380) Massimo Lando, supra note 24, pp. 65-69.

381) Jan Mayen Case, pp. 47-48, 64, paras. 18-21, 59. 

382) Ibid., p. 79, para. 91.

383) Nuno Marques Antunes, supra note 37, p. 130, 

384) Ibid., p. 140.

385) Ibid., p.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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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해리 영해를 청구할 경우) 중첩되는 청구가 존재할지라도 해당 청구에 근

거한 영해 중첩 지역에 대한 경계획정이 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

다.386)

  

   결국 Jan Mayen 사건처럼 청구 중첩지역을 당사국이 청구한 해양경계선

에 의해 결정되는 당사국 해역의 중첩지역으로 볼 경우388) 국제법을 벗어난 

지역이 대상 해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389) 하지만 일응권원 중

첩지역은 국제법에 따라 설정되는 해역이다. 따라서 당사국의 합의가 없는 

한 해양경계획정의 대상은 국제법에 따라 청구 중첩지역이 아닌 일응권원 중

첩지역이 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390) 이와 관련해 2007년 니카라과 

386) Ibid., p. 135.

387) Jan Mayen Case, p. 45, Sketch-Map No. 1 참조. (본 연구자 수정)

388) 전게주 356 참조.

389) Nuno Marques Antunes, supra note 37, 135.

[그림 9] 덴마크 v. 노르웨이: 관련지역, 청구 중첩지역, 일응권원 중첩지역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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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온두라스(2007년)에서 ICJ는 대향 관계의 니카라과의 Edinburgh Cay와 온

두라스의 Bobel Cay, South Cay, PortRoyal Cay 간 영해 경계획정에서 

UNCLOS 제15조에 따라 엄격한 등거리 경계선으로 경계선을 획정하였다. 이

로 인해 온두라스는 자국이 청구한 적이 없는 15도선 남쪽 지역을 획득함으

로써 국제법상 허용되는 최대한의 투사를 보장 받게 됨으로써 국제법에 따른 

경계획정의 우선성을 보여주고 있다.391)

   일응권원의 중첩지역은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는 대원칙에 따라 

UNCLOS의 거리 원칙에 근거하여 당사국 해안의 바다쪽 투사를 통해 설정된

다.392) 전술한 바와 같이 루마니아 v. 우크라이나(2009년)에서 ICJ는 관련지역

을 경계획정의 “법적 개념”으로 보고, 인접국 또는 대향국의 “일반적인 지리 

상황에서 관련해안의 형태”와 “해당 해안의 바다쪽 투사의 작도 방식”에 따

라 관련해안이 결정 된다고 판시하였다.393) 그에 따라 일부 국제 분쟁 당사

국들은 자국에게 유리한 해안 투사 방식을 청구하기도 하였다.394)

390) 전게주 356 참조.

391) Nicaragua v. Honduras, p. p. 752, paras. 304-305. Stephen Fietta and Robin 

Clerverly, supra note 18, p. 469.

392) Massimo Lando, supra note 24, p. 35.

393) Black Sea Case, p. 99, para. 110. 니카라과 v. 콜롬비아 사건(2012년)에서 2009년 흑

해 사건의 관련지역의 법적 개념에 대한 설명 중 “해안의 바다쪽 투사의 작도 방식”을 구체

적으로 인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해안의 역할과 함께 중첩된 일응권원을 설명하면서 해안 

투사 개념이 등장한다. Nicaragua v. Colombia, pp. 674-675, paras. 140-141, p. 678, 

para. 145, p. 679, para. 150, p. 689, para. 175.

394) 직선 투사와 방사상투사에 대한 당사국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1984년 Maine 만 사건의 미국(직선 투사)과 캐나다(방사상투사)의 청구, 1992년 St Pierre 

and Miquelon에서 프랑스(방사상투사)과 캐나다(직선 투사)의 청구, 2002년 뉴펀들랜드·래브

라도(정면투사)와 노바스코샤(방사상투사)의 청구, 2018년 코스타리카 v. 니카라과에서 코스

타리카(방사상투사)와 니카라과(정면투사)의 청구를 들 수 있다. Gulf of Maine Case, p. 

318-319, paras. 170-171: Counter-Memorial of Canada, Ibid., pp. 212-214, paras 

564-568. St. Pierre and Miquelon Case, p. 1167, para. 59, p. 1170, para. 70; 

Dissenting Opinion of Mr. Prosper Weil, Ibid., p. 1200, para. 10. Newfoundland and 

Labrador/Nova Scotia Case (Second Phase), p. 22, para. 1.27, p. 73, para. 4.18, 

Costa Rica v. Nicaragua, p. 44, para. 109; Memorial of Costa Rica, Ibid., pp. 

54-57, paras. 4.11-4.12, p. 58, Sketch-Map 4.5; Counter-Memorial of Nicaragua, 

Ibid., pp. 96-100, paras. 3.70-3.75, p. 101, Figure IIc-4(카리브해 지역); Costa Rica 
v. Nicaragua, pp. 76-77, paras. 182-183, p. 77, Sketch-map No. 16, p. 79, 

Sketch-map No. 17; Memorial of Costa Rica, Ibid., pp. 32-36, paras. 3.11-3.12, p. 

37, Sketch-Map 3.5; Counter-Memorial of Nicaragua, Ibid., pp. 25-26, paras. 

2.38-2.39, p. 27, Figure Ib-4 (태평양 지역). 일방국이 특정 해안 투사 방식을 주장한 사례

는 Reply of Malta, Libya/Malta Case, pp. 170-174, paras. 87-97(방사상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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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해당 판례 본문에서는 “바다쪽(seaward)”이라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395) 코스타리카 v. 니카라과(2018년)에서 니카라과는 이를 

“바다쪽 방향으로(in the direction of the sea)"라는 뜻으로 해석한 바 있다.396)

또 이미 설시한 바와 같이 연안국의 법적 권원의 근거가 해안과 해역의 “지

리적 상관관계”에 의거해 있고 이러한 관계가 방사상(radial)397) 또는 지향성

(directional)398) 투사라는 매개체로 연결되어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바다쪽의 

의미는 이 두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399) 이것은 착

탄거리설에 따라 영토의 주권이 해안선에서 “전 방향으로 투사

(omni-directional projection)”된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400) 방글라데시 v. 인

도(2014년)에서도 200해리 이원 지역에서의 관련해안과 관련지역 설정에서 

중첩 투사 존재 여부와 관련하여 2006년 중재 판정을 인용하면서 특정 해안

선의 일반적인 방향에서 “예각(acute angle)”으로 작도된 선이 더 이상 “진정

으로(fairly)” 해당 해안의 바다쪽 투사를 나타낸다고 할 수 없는 지점을 결정

하는 것은 재판소의 “판단재량(margin of appreciation)”이라고 판시한 바 있

다.401) 다시 말하면 해안 투사의 전 방향성을 전제로 하여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에서 중첩 투사를 발생시키는 해안 투사의 각도 범위에 대한 결정은 궁

극적으로 재판소의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EEZ/

대륙붕 경계획정을 위한 관련해안과 관련지역 설정에서 EEZ와 대륙붕에 대

한 일응권원의 중첩을 확인하는 수단인 정면투사와 방사상투사 방식의 구체

Cameroon v. Nigeria, p. 433, para. 272(정면투사) 참조.

395) “바다쪽”의 사전적 의미는 “바다쪽으로 가리키는(pointing towards the sea)", "바다쪽으

로 바라보는(facing the sea)"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Oxford Living Dictionaries of 

English, https://en.oxforddictionaries.com/definition/seaward (2019.04.27. 최종검색). 

Dictionary.com, https://www.dictionary.com/browse/seaward (2019.04.27. 최종검색).

396) Costa Rica v. Nicaragua, p. 44, para. 109.

397) 방사상투사는 불어로 “une projection radiale"이다. Delimitation of Maritime Areas 

between Canada and the French Republic (St Pierre and Miquelon), Decision of 10 

June 1992, RIAA, Vol. XXI, p. 287, para. 59 참조.

398) 지향성 투사는 정면투사(frontal projection)와 동일한 의미로 두 용어는 불어로 정면투사

는 “la projection frontale”이다. Ibid., p. 290, para. 70.

399) Barbados v. Trinidad and Tobago, p. 101, para. 331.

400) Prosper Weil, supra note 16, p. 63; Nuno Marques Antunes, supra note 37, p. 

129.

401) Bangladesh v. India, p. 86, para.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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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개념과 활용 방식을 국제 판례를 통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가. 정면투사

            가) 개념 및 작도 방식

   정면투사의 개념은 “해안선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정면으로 투사하는” 방

식이다.402) 국제 판례에서는 당사국의 일응권원이 당사국 “해안 정면의 일반

적인 방향의 수직선”으로 부여된다고 설명하고 있다(그림 10 참조).403) 해안 

정면은 1969년 북해대륙붕에서 독일이 “자연적 확장”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근거한 개념이다.404) 이 사건에서 해안 정면은 등거리선 방식을 사용할 경우 

발생되는 해안 투사의 “차단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으로 등거리

선이 작도되는 관련해안의 양끝을 연결한 직선 기선을 의미하는 것이었

다.405) 이후 해안 정면의 일반적인 방향은 St. Pierre & Miquelon 사건(1992년)

에서 해안 정면 구간(segments) 또는 폭(breadth)으로 언급되었다.406) 따라서 

동일한 지리 상황에서도 해안 정면의 폭 또는 구간의 측정 단위에 따라 관련

해안 길이와 관련지역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방향을 가

진 해안 폭이 불변하는 “사실(a fact)”이 아니라 “해안선”이라는 사실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이다.407) 따라서 어떠한 기준에 근거해 해당 구간을 설정하느

냐에 따라서 동일한 관련해안이라 할지라도 정면투사의 수직 방향의 각도가 

변할 수 있다. 실제로 가나/코트디브아르(2017년)에서 양 당사국은 정면투사 

방식을 사용하여 관련해안 및 관련지역을 청구하였지만 각 당사국이 설정한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의 폭에 따라 해안 투사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

402) Dissenting Opinion of Mr. Prosper Weil, St. Pierre and Miquelon Case, p. 1199, 

para. 9 참조.

403) Dissenting Opinion of Mr. Prosper Weil, Ibid., pp. 1199-1200, para. 9. 해안 정면의 

일반적인 방향과 관련해서는 Nuno Marques Antunes, supra note 37, pp. 298-299 참조.

404)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p. 20-21, para. 15, p. 31, para. 43. 

405) Ibid., p. 21, para. 15.

406) St. Pierre and Miquelon Case, p. 1162, para. 33; Dissenting Opinion of Mr. 

Prosper Weil, Ibid., pp. 1199-1200, para. 9.

407) Nuno Marques Antunes, supra note 37, p.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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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그림 11·12 참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당사국이 설정한 해안 

정면의 구간의 방향에 따라 투사의 각도가 달라져 해안 투사 중첩지역의 범

위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에 가나는 코트디브아르 답변서의 지도상의 

해안 투사(Counter-claim Sketch map 7.9)가 존재하지 않는 “차단”을 나타내기 

위해 “억지로 짜 맞춘 것(contrivance)”이고, 해양 투사가 코트디브아르의 “실

제 해안”의 수직선이 아닌 “부정확한 “해안 정면””에서 작도된 것이라고 반

박한 바 있다.408)

   정면투사는 당사국의 해안 관계와 해안 형태에 따라 적용가능 여부가 달

라진다. 예를 들어 인접 해안에서 180° 평각을 기준으로 안으로 오목한 해안

을 공유하고 있는 당사국간에 정면투사 방식을 사용할 경우 양국 간의 해안 

투사 중첩은 항상 존재한다. 그러나 니카라과 v. 온두라스(2007년)와 같이 인

접국간의 해안이 볼록성을 형성하고 있을 경우 정면투사 방식은 중첩되는 해

안 투사를 발생시킬 수 없다.409)

408) Reply of Ghana, Ghana/Côte d'Ivoire Case, pp. 85-86, paras. 3.22.

409) Nicaragua v. Honduras, p. 670, Sketch-map No. 1 참조. Massimo Lando, supra 

note 24, p. 77.

[그림 10] 흑해 사건(2009년): 루마니아의 정면투사 청구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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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투사 방식을 사용하여 설정된 관련지역은 엄밀히 말하면 해안 정면투

사 중첩지역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주변의 해역이 포함될 수 있다(그림 

13·14 참조).413) 가나/코트디브아르(2017년)의 관련지역을 살펴보면 양 당사국

의 해안 중첩이 발생되는 부분은 일부분이며 이러한 양국의 해안 투사의 중

첩을 발생시키는 각국의 관련해안의 양단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남쪽으로 관

련지역의 측면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414) 그러나 판결문에서는 일반적으로 

해안 투사 중첩지역이 관련지역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면

투사 방식을 적용할 경우의 관련지역은 해안 투사 중첩지역과 관련된 지역이

라고 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표현일 수 있다.

410) Reply of Romania, Black Sea Case, p. 36, Figure RR5.

411) Memorial of Ghana, Ghana/Côte d'Ivoire Case, Figure 5.5(p. 142 다음 페이지). 

412) Rejoinder of Côte d'Ivoire, Ibid., p. 81, Sketch map D 3.5. 

413) Ghana/Côte d'Ivoire Case, pp. 106-107, para. 381-386, p. 108, Sketch-map No. 

3, p. 122, Sketch-map No. 5 참조.

414) Ibid., pp. 106-107, paras. 382-386.

415) Ibid., p. 122, Sketch-map No. 5.

416) Ibid., p. 108, Sketch-map No. 3. 이 사건에서 관련지역은 200해리 이원 대륙붕 지역까지

[그림 11] 가나의 정면투사 청구411) [그림 12] 코트디부아르 정면투사 청구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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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국제 판례에서의 적용 사례 및 분석

   최근 국제 판례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해안에서 발생되는 “투사 중첩지

역”을 관련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면투사 방식을 명시적으로 사

용하여 관련지역이 설정된 사건은 튀니지/리비아(1982년)와 가나/코트디브아

르(2017년)가 있다(그림 18 참고).417) 1982년 판결에서 ICJ는 해당 사건의 관

포함된 것이다.

417) Tunisia/Libya Case, p. 61, para. 74; Ghana/Côte d'Ivoire Case, pp. 106-107, 

para. 381-386, p. 108, Sketch-map No. 3. cf. 뉴펀들랜드 래브라도/노바스코샤(2002년)

도 “경계획정 지역이 분명히 관련해안에서의 [정면투사: 해당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

고 있지 않지만 해당 중재재판소가 정면투사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본 연구자

가 삽입하였음]로 발생된 수렴 및 중첩지역이라고 설명하였다. 재판소는 관련지역이 자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불균형성 테스트를 위해 관련지역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

하고 있다. Newfoundland and Labrador/Nova Scotia Case (Second Phase), p. 22, 

para. 1.27, p. 76, para. 4.24.

[그림 13] 가나/코트디브아르의 해안 

투사 중첩지역415)

[그림 14] 가나/코트디브아르의 

관련해안과 관련지역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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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지역을 설명하면서 양 “당사국의 관련해안 앞에(in front of their respective 

coasts)" 위치해 있는 대륙붕을 관련지역이라고 설시함으로써 정면투사 방식

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418) 2017년 ITLOS 판결의 경우 지도를 통해 정면

투사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419) 카메룬 v. 나이지리아(2002

년)에서는 기점 설정을 위한 카메룬의 관련해안 검토에서 정면투사 방식으로 

관련해안을 결정하고 있다. 재판소는 카메룬의 Debundsha 지점의 오른편 해

안이 남남동쪽으로 전환되면서 제3국 적도기니의 Bioko섬을 마주보기 때문에 

당해 해안선 부분은 양 당사국의 해양경계획정에서 관련해안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관련해안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420)

   에리트레아/예멘(1999년)은 대향국간의 해양경계획정 사건으로 명시적으로 

정면투사 방식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해당 방식으로 관련해안과 관련지역이

설정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재판소는 양국의 해안의 종점이 일치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예멘 북쪽에 위치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에리트레아 

남쪽에 위치한 지부티와의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리적으로 상호 마주보

는 해안만을 관련해안으로 설정하였다. 그에 따라 북쪽에서는 예멘과 사우디

아라비아 간의 육지경계선 끝점에서 예멘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의 수직선이 

에리트레아 해안과 만나는 점을 에리트레아 관련해안의 북쪽 한계로 설정하

였다. 반대로 남쪽에서는 에리트레아와 지부티간의 육지경계선 끝점에서 에

리트레아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의 수직선이 예멘의 해안과 만나는 점을 예멘 

관련해안의 남쪽 한계로 설정하였다.421) 이에 따라 당해 수직선과 교차되는 

지점 밖에 있는 상대국 해안의 일부(에리트레아 북부 해안과 예멘의 남부해안)는

관련해안에서 배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제3국과의 해안 관계를 고려하여

정면투사 방식으로 당사국의 관련해안의 한계를 결정한 사건에 해당된다.

418) Tunisia/Libya Case, p. 61, para. 74. 튀니지/리비아 사건에서 양국의 관련지역은 Ras 

Kaboudia를 통과하는 위도선과 Ras Tajoura를 통과하는 경도선으로 한계가 설정되었다. 

Tunisia/Libya Case, p. 91, para. 130.

419) Ghana/Côte d'Ivoire Case, p. 122, Sketch-map No. 5.

420) Cameroon v. Nigeria, pp. 442-443, para. 291.

421) Eritrea/Yemen Case (Second Phase), p. 11, paras. 44-6, p. 49, para. 164, p. 50, 

paras. 16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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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방사상투사

              가) 개념 및 작도방식

   국제 판례에서 EEZ와 200해리 이내 대륙붕 경계획정의 관련해안 및 관련

지역 설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방사성 투사 방식에는 포락호 투사 방식과 예각

투사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포락호 투사 방식은 당사국 해안의 일반

적인 방향을 나타내는 기점을 중심으로 200해리 호를 반경으로 하는 일련의 

포락호선을 설정한 후 양국의 해안 투사 중첩, 즉 일응권원의 중첩이 발생된 

포락호의 외측 한계를 연결하는 방식이며, 해당 호로 둘러싸인 지역과 해안

선이 관련지역과 관련해안이 된다(그림 15 참조).422) 그러나 포락호 방식에서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에서 상당히 굴절(a significant inflexion)된 해안이거나 

경계획정 지역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해안은 관련해안에서 배제된다.423)

   두 번째 유형의 방사성 투사 방식은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에서 예각으로 

직선 투사를 하는 방식이다(그림 16와 그림 17 참조). 당사국 해안의 진정한 

바다쪽 투사를 결정하는 예각의 범위는 재판소의 재량의 영역으로 관련해안

과 관련지역의 설정을 위해 한 사건에서도 다양한 예각의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 이로 인해 해당 투사 방식에서는 법적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424)

422) Costa Rica v. Nicaragua, pp. 44-50, paras. 108-121, pp. 75-80, paras. 177-185. 

Fisheries Case, p. 129; Counter-Memorial of Canada, Gulf of Maine Case, pp. 

212-213, para. 564, p. 213, para. 566; Reply of Malta, Libya/Malta Case, p. 171, 

para. 87;  O'Connell, D. P., supra note 54, p. 234 참조. Stephen Fietta and Robin 

Cleverly, supra note 18, p. 46 참조.

423) Costa Rica v. Nicaragua, p. 47, para. 75, para. 111, 179-181.

424) Bangladesh v. India, p. 86, para. 302. Massimo Lando, supra note 24, p. 72 참조.

425) Costa Rica v. Nicaragua, p. 81, Sketch-map No.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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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200해리 포락호로 설정된 관련해안과 관련지역425)

[그림 16] 예각 투사 방식426) [그림 17] 예각 투사로 설정된 관련해안 

및 관련지역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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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제 판례에서의 적용 사례 및 분석

   포락호선을 사용한 방사상투사 방식은 특정 해안선 상의 영해 기점에서 

단 하나의 선만 작도될 수 있기 때문에 기하학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매우

확정적이고 결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428) 그로 인해 EEZ/200해리 이내 

대륙붕 경계획정과 관련된 여러 국제 판례들은 이러한 방사상투사 방식을 사

용하여 설정된 일응권원 중첩지역을 관련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해당 투사 

방식은 일반적으로 대향 해안 관계에서 도서/도서국이 관련되어 있거나 양국

의 해안 간 거리가 400해리 미만인 대상 해역, 또는 폐쇄해/반폐쇄해와 같은 

지리 상황에서 적용되어 왔다. 관련해안 또는 관련지역 설정에서 방사상투사 

방식이 일부 또는 전적으로 적용된 사건으로는 St. Pierre & Miquelon(1992년

),429) 덴마크 v. 노르웨이(1993년),430) 바베이도스 v. 트리니다드 토바고(2006

년),431) 흑해 사건(2009년),432) 니카라과 v. 콜롬비아(2012년),433) 코스타리카 

v. 니카라과(2018년)434)가 있다(그림 15 참조). 페루 v. 칠레(2014년)은 방사상

투사 방식의 적용이 암묵적으로 적용된 사례에 해당된다.435)

426) Bangladesh v. India, p. 119, Map 6.

427) Ibid. p. 89, Map 4.

428) S. Whittemore Boggs, supra note 342, p. 545. Aaron L. Shalowitz, supra note 

342, p. 171. Reply of Malta, Libya/Malta Case, p. 173, para. 93.

429) 이 사건에서 중재재판소는 차단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정면투사 방식을 언급하고 있지만 관

련해안과 관련지역 설정에서는 정면투사와 방사상투사 방식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 St. 
Pierre and Miquelon Case, p. 1164, para. 45, pp. 1169-1171, paras. 66-74. Stephen 

Fietta and Robin Cleverly, supra note 18, p. 314, Figure B10.2 참조.

430) 해당 사건에서는 양국의 일응권원 중첩지역의 확인을 위해 방사상투사 방식을 사용하고 있

으며 관련지역은 해당 일응권원 중첩지역보다 더 넓게 설정되었다. Jan Mayen Case, p. 

45, Sketch-Map No. 1 참조.

431) Barbados v. Trinidad and Tobago, pp. 72-73, para. 239. Ibid., Map III 참조.

432) Black Sea Case, p. 97, para. 101, p. 100, para. 112. 이 사건에서도 명시적으로 방사

상투사 방식을 언급하고 있지만 대상 해역이 흑해 북서쪽에 위치해 있고 동서의 폭과 남북의 

폭이 대략 200해리에 이르며 제3국의 이익이 관련될 수 있는 폐쇄해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어 200해리 방사상 투사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433) Nicaragua v. Colombia, pp. 682-686, paras. 155-165, p. 687, Sketch-map No. 7.

434) 카리브해 지역: Costa Rica v. Nicaragua, pp. 49-50, paras. 115-121, p. 66, 

Sketch-map No. 12. 태평양 지역: Ibid., pp. 76-80, paras. 182-185, p. 81, 

Sketch-map No. 18. Massimo Lando, supra note 24, p. 79 참조. 이 사건에서 정면투사

방식과 방사상투사 방식이 사용된 경우의 관련해안과 관련지역은 아래 그림 18/그림 19 참조.

435) Massimo Lando, supra note 24, pp. 74-76. Massimo Lando는 또한 Maine 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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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각 투사 방식이 사용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방글라데시 v. 인도 사건

이다(그림 16·17 참조)436). 방글라데시/미얀마(2012년)에서 ITLOS는 양국 해안 

투사 중첩지역을 발생시키는 해안을 관련해안으로 설정한다고 판시하고 양국

의 관련해안을 두 직선으로 그 한계를 설정하였다.437) 하지만 재판소가 사용

한 투사 방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438) 이 사건에서 정면투사 방식을 사용

할 경우 지도상 방글라데시 Kutubdia 섬과 양국의 육지경계선 끝점에 이르는 

방글라데시의 관련해안과 미얀마의 관련해안 간에 중첩되는 해안 투사가 발

생되지 않는다.439) 또한 방사상투사 방식을 사용할 경우 해당 관련지역은 

200해리 이원 대륙붕 지역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포락호의 반경 범위 기준 

설정도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ITLOS가 적용한 관련지역 설정 

방식은 예각 투사 방식이라고 추정된다. 그렇지 않다면 양국의 관련해안으로 

설정된 해안(방글라데시의 전체 해안/양국의 육지경계선 끝점에서 미얀마 해

안의 일반적인 방향에서 상당한 굴절이 시작되는 Cape Negrais에 이르는 해

안)을 볼 때 Jan Mayen 사건과 가이아나 v. 수리남(2007년)의 법리에 따라 

“잠정적 중간선의 완전한 경로를 발생시키는(generate the complete course of 

the provisional equidistance line)” 해안440)으로 설정되었을 수도 있다.

에서 Fundy 만 해안과 관련해 방사상투사 방식이 사용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Ibid., p. 79.

436) Bangladesh v. India, p. 86, para. 302.

437) Nicaragua v. Colombia, p. 59, paras. 201, 203.

438) Massimo Lando, supra note 24, p. 44.

439) Bangladesh/Myanmar Case, p. 60, Sketch-map No. 3. 

440) Jan Mayen Case, p. 38, para. 67; Guyana v. Suriname, p. 113, para. 352.

441) Costa Rica v. Nicaragua, p. 79, Sketch-map No. 17 참조; Counter-Memorial of 

[그림 18] 니카라과의 정면투사 청구에 

따른 관련해안 및 관련지역 청구441)

[그림 19] 코스타리카의 포락호 방식에 

따른 관련해안 및 관련지역 청구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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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타 방식의 해안/지역

  

   가이아나 v. 수리남(2007년)에서는 Jan Mayen 사건(1993년)과 뉴펀들랜드

래브라도/노바스코샤의 법리를 인용하여 “잠정적 중간선의 완전한 경로를 발

생시키는 당사국의 해안(the coasts of the Parties which generate the complete 

course of the provisional equidistance line)”을 관련해안으로 설정하였다.443) 관

련지역의 경우 수리남은 답변서에서 Jan Mayen 사건과 같이 양국의 청구가 

중첩되는 분쟁지역[1936년 기점(기점 61)]을 기준으로 수리남의 방위각 N10˚E

청구선과 가이아나의 방위각 N34˚E 청구선 사이 해역(31,600㎢)]을 경계획정 

대상 해역으로 주장하였다.444) 중재재판소는 당사국의 석유 실행과 불균형성 

테스트를 위해 “관련지역”을 간단히 언급만할 뿐 관련지역을 구체적으로 명

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석유 실행과 관련해 “분쟁 지역(area in dispute)”445)

또는 “청구 중첩지역(area of overlapping claims)”446)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

다. 또한 불균형성 테스트의 대상 해역이 분쟁지역 또는 청구 중첩지역인지

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상 해역에서의 석유실행에 대한 

고려, 첨부 지도 및 분할된 당사국의 해역 비율(가이아나 51%:수리남 49%)을 

고려해 볼 때 세 용어가 동일 지역인 것으로 추정된다.447)

   카메룬 v. 나이지리아(2002년)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정면투사 방식을 

사용하여 카메룬의 관련해안을 설정하였다.448) 그러나 나이지리아의 관련해

안의 경우 관련사정인 양국의 관련해안 길이 격차를 검토하면서 카메룬의 관

련해안이 추정되는 나이지리아 관련해안보다 더 길지 않다고 판시할 뿐 구체

적으로 관련해안을 명시하지는 않았다.449) 따라서 이 사건은 나이지리아의 

Nicaragua, Costa Rica v. Nicaragua, p. 27, Fig. Ib-4.

442) Nicaragua v. Colombia, p. 77, Sketch-map No. 16.

443) Guyana v. Surinam, p. 113, para. 352.

444) Ibid., pp. 36-37, para. 162; Counter-Memorial of Suriname, Vol. 1 Ch. 2, 1 Nov. 

2005, Ibid., pp. 10-11, para. 2.15.

445) Guyana v. Suriname, p. 31, para. 147, p. 37, Map 1, p. 122, para. 380, p. 127, 

para. 392.

446) Ibid., p. 32, para. 149, p. 67, para. 235, p. 68, para. 236, p. 125, para. 387, p. 

154, para. 463.

447) Ibid., p. 37, Map 1. Alex G. Oude Elferink, supra note 355, p. 180.

448) Cameroon v. Nigeria, pp. 442-443, para.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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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안의 부재로 인해 관련지역이 설정되지 않았던 판결이다.450)

   마지막으로 기니/기니비사우(1985년)에서는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의 수직

선 방식 그리고 니카라과 v. 온두라스(2007년)에서는 각의 이등분선 방식을 

적용하면서 양 당사국 해안선의 거시 지리에 근거하여 관련해안 구간을 설정

하였다.451) 전자의 사건에서는 오목성으로 인한 차단효과를 고려하여 서아프

리카 해안 형태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제3국인 세네갈과 시에라리온 해안선

을 포함하여 관련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에 해당되는 해안 구간을 설정하였

다.452) 후자의 사건의 경우 Coco 강 입구(인접 관계에 있는 양국의 육지경계

선의 끝점)의 관련해안의 볼록성과 해당 해안의 불안정으로 인해 양국의 본

토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의 각의 이등분선 방식이 적용된 사건이다.453) 이 

사건에서 ICJ는 이등분선 방식의 목적상 해안선의 거시 지리에 근거해 양국 

해안의 대략적인 관계를 나타내며 “자연을 완전히 개조하지 않는” 해안 정면

을 관련해안으로 결정하였다.454) 그러나 이 사건에서 ICJ는 관련해안과 관련

지역의 관계를 비롯해 관련지역을 결정하는 기준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

      (3) 기타 고려사항

        ① 섬의 법적 지위

   섬에 위치한 영해 기선상의 기점은 포락호 방식으로 관련지역을 설정할 

때 중심점이 될 수 있다.455) 이 때 포락호선의 반지름의 길이는 도서의 법적 

449) Ibid., pp. 446-447, para. 301.

450) 만약 튀니지/리비아의 관련해안 및 관련지역 기준을 적용했더라면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지리아 해안의 200해리 투사와 카메룬의 Dabundsha 지점 북쪽에 위치한 서쪽을 바라

보는 카메룬 해안의 200해리 투사가 중첩되는 곳이 관련지역이 되며 이러한 관련지역을 발

생시키는 해안이 관련해안이 될 것이다. Alex G. Oude Elferink, supra note 355, p. 183.

451) Guinea/Guinea Bissau Case, pp. 683-685, paras. 108-111. Nicaragua v. 

Honduras, p. 749, para. 298.

452) Guinea/Guinea Bissau Case, pp. 683-685.

453) Nicaragua v. Honduras, p. 742, para. 277, p. p. 749, para. 298.

454) Ibid., pp. 744, para. 280, pp. 746-747, paras. 287-289, p. 749, para. 298.

455) Jan Mayen Case, p. 45, Sketch-Map No. 1; Nicaragua v. Colombia, p. 687, 

Sketch-map No.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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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에 따라 국제법상 허용되는 일응권원의 범위로 한정된다. 따라서 관련 

섬이 EEZ와 대륙붕의 일응권원을 부여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

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국제 판례에서 제121조 2항 상 섬의 요건

에 관한 논의는 국제 판례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다가 남중국해 사건

(2016년)456)을 계기로 이전보다는 좀 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다. 기본적으

로 제121조 2항 상의 섬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판례법상 제121조 1항과 3항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다음의 요건에 대한 검토가 논의되어 

왔다.

   첫째, 제121조 1항 상의 섬이 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섬은 

“자연적으로 형성된(naturally formed)” 해양 지형으로, 판례법에 따르면 관련 

지형의 “지질 구성(geological composition)”과 지형학적(geomorphological) 요소

와는 상관이 없다. 따라서 만조 시 수면 위에 있는 해양 지형으로 암도(岩島)

뿐만 아니라 산호, 모래, 점토, 자갈로 구성된 해양 지형이 "하층에 부착된 

고체 물질(solid material, attached to the substrate)”로 존재할 경우 제121조 1항 

상의 섬이 될 수 있다.457) 따라서 인공섬은 해양법상 섬으로서의 지위를 가

질 수 없고 그에 따라 자체적인 영해를 갖지 못하며 EEZ나 대륙붕 경계획정

의 측정을 위한 기점이 될 수도 없다.458) 따라서 해양 지형의 법적 지위는 

인위적인 변경이 있기 전의 자연 상태에 근거하여 평가되기 때문에 자연 상

456) South China Sea Arbitration, p. 1. 해당 사건의 판례 평석은 김원희, “남중국해 해양분

쟁 관련 국제법 전쟁(Lawfare)의 성과와 과제: 남중국해 중재사건 본안판정의 국제법적 검토

와 한국에 대한 함의,” 국제법학회논충, 제61권 4호 (2016.12), pp. 69-119 참조.

457) Nicaragua v. Colombia, p. 645, para. 37, pp. 692-693, paras. 181-183. South 
China Sea Arbitration, pp. 205-206, paras. 479-481, p. 227, para. 539. Robert Kolb

은 지질학적 요건의 적용을 찬성 또는 반대했던 학자들을 언급한 후 암석과 관련된 제121조 

3항의 대상과 목적, 암석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의 채택, 제3차 UN 해양법회의 준비문서에서 

제121조 3항과 일치하는 터키와 루마니아안이 지질학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

로 암석의 구성요건으로 지질학적 기준의 적용을 반박하였다. Robert Kolb, 

"L'interprétation de l'article 121, paragraphe 3, de la convention de Montego Bay 

sur le droit de la mer: les «rochers qui ne se prêtent pas à l'habitation humaine 

ou à une vie économique propre... »", Annuaire français de droit international, 

Vol., 40 (1994), pp. 904-905 참조. Yoshifimi Tanaka, "Reflections 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121(3) i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Merits)",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48, Nos. 3-4 (2017), p. 

367 참조.

458) UNCLOS 제60조 8항. 다만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 내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

우 주변 500m 이내의 안전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 제60조 4항 및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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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서 간출지인 해양 지형에 인공 구조물을 준설하거나 설치한다 해도 해당 

간출지가 제121조 1항 상의 섬의 지위를 얻을 수는 없으며, 암석도 매립에 

의해 완전한 권원을 가진 섬으로 변경될 수 없다.459)

   둘째, 제3차 UN 해양법 회의에서부터 논의되어 온 기준인 제121조 상의 

섬의 “크기(size)”와 관련해460) 국제법은 섬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를 구

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461) 그러나 카타르 v. 바레인(2001년)에서 ICJ는 

제121조 2항 상의 섬이 “그 크기와 상관없이 영토와 동일한 해양 권리를 발

생 시킨다”고 판결한 바 있다.462) 따라서 아무리 작은 섬이라 할지라도 바다

에 둘러싸여 만조 시 해수면 위에 있는 육지 지형으로 인간이 거주할 수 있

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암석은 제121조 2항 상의 섬이 될 

수 있다.463) 하지만 2016년 판정에서는 실제로 Spratly 군도의 6개의 큰 섬

들464)이 암석으로 분류될 경우 그 보다 작은 다른 해양 지형도 제121조 3항

459) South China Sea Arbitration, pp. 131-132, paras. 305-306, p. 214, para. 508, p. 

227, para. 541.

460) 제3차 UN 해양법회에서의 아프리카 공동안과 루마니아안(案), 미국 전(前) 지리학자 

Hodgson이 제안한 안에서는 만조 시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 중 가장 

큰 도서를 섬(island), 그 보다 작은 도서를 소도(islet), 가장 작은 해양 지형을 암석(rock)으

로 분류하였고, 몰타는 만조 시 수면 위에 있는 도서를 섬과 소도로 분류하였다. 특히 루마니

아안, 몰타 안, Hodgson의 견해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로 각 지형을 구분하고 있다. Doc. 

A/CONF.62/C.2/L.62/Rev.1 (1974), p. 232; Doc. A/CONF.62/C.2/L.18 (1974), p. 195. 

Robert D. Hodgson, Islands: normal and special circumstances (Washington D. C.: 

U.S. Dept. of State, Bureau of Intelligence and Research, 1973), pp. 17, 43-46. 

Hiran W. Jayewardene, The Regime of Islands in International Law
(Dordrecht/Boston/Lond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0), pp. 5-6. Derek W. 

Bowett, supra note 173, pp. 43-44. 박찬호, “국제법상 바위섬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 국제 판례와 국가실행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54권 제2호 (2013.5), p. 110 참조. 섬의 

크기와 관련된 성안 역사는 South China Sea Arbitration, pp. 225-226, paras. 537-538 

참조.

461) Nicaragua v. Colombia, p. 645, para. 37. South China Sea Arbitration, p. 

225-227, paras. 537-538. Bowett은 크기로 도서를 구분하는 엄격한 규칙이 조약과 판례에

서 공식적인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것은 다양한 지리 사정으로 인해 당사국과 재판소에 유연하

고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Derek W. Bowett, supra note 173, 

p. 44.

462) Qatar v. Bahrain, p. 97, para. 185.

463) Ibid., p. 97, para. 185. UNCLOS 제121조. cf. Nicaragua v. Colombia, p. 674, 

para. 139, pp. 689-690, para. 176, p. 645, para. 37, pp. 692-693, paras. 181-183. 

해당 사건에서 콜롬비아의 Quitasueño 32번 지형은 고조시 수면에서 0.7m 올라와 있는 작

은 산호였지만 제121조 1항 하의 섬으로써 연안국의 “전용(appropriation)”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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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건에 대한 별도의 검토 없이 암석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

다. 즉 재판소는 섬의 크기가 제121조 2항 상 섬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아니

라고 하였지만 묵시적으로 해양 지형의 크기에만 근거하여 도서의 지위를 판

단함으로써 섬의 크기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465) 섬의 크기

는 식수, 음식, 생활공간 그리고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원의 이용가능성과 상

호 관련되어 있어 제121조 3항 상 요건의 충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제121조 2항 상의 섬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

다.466) 따라서 크기에만 근거한 해양 지형의 법적 지위에 관한 중재재판소의 

판정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467)

   셋째, 제121조 1항 상 섬 또는 암석이 제121조 2항 상의 해양 권리를 부

여받을 수 있는 섬이 되기 위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제121조 3항에 따라 

“인간이 거주할 수 있거나 독자적인 경제 활동을 유지(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할 수 있어야 한다.468) 2016년 남중국

해 판정에 따르면 첫째, 인간의 거주와 독자적 경제활동이라는 두 요건 중 

한 요건만 충족하여도 EEZ와 대륙붕을 가질 수 있다.469) 역으로 해석하면 두 

요건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만 제121조 3항의 암석에 해당 된다.470)

둘째, 인간의 거주와 독자적인 경제활동은 “객관적인 가능성(the objective 

capacity)”이라는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하며 현재의 실제적인 인간의 거주나 

464) Spratly 군도 중에 가장 큰 도서인 Itu Aba는 대략 길이 1.4㎞, 최대 폭 400m, 면적 

0.43㎢이고, 그 다음으로 큰 섬인 Thitu는 길이 710m, 폭 570m, 면적 0.41㎢로 나머지 네 

도서도 0.21-0.15㎢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 South China Sea Arbitration, pp. 179-181, 

paras. 401-406. 

465) 정진석, “남중국해 중재판정을 통해 본 ‘암석’의 정의,” 법학논총 제29권 제3호(2017.2), 

pp. 445-446.

466) South China Sea Arbitration, p. 227, para. 538.

467) 정진석, supra note 465, pp. 445-446. cf. Quitasueño가 제121조 3항 상의 암석임을 

인정한 후 기점 설정과 관련해 해당 도서가 루마니아 v. 우크라이나(2009년)의 Serpants 섬

보다 휠 씬 작은 섬임을 근거로 기점 설정에서 배제하였다. Nicaragua v. Colombia, p. 

699, para. 202.

468) 2016년 남중국해 사건에서 중재재판소는 제121조 3항의 해석을 위해 조약법에 관한 비엔

나협약 제31조와 제32조에 따라 제121조 3항의 문언적 의미, 문맥 및 취지와 목적, 교섭기

록을 바탕으로 제121조 3항의 암석에 해당하는 요건이자 제121조 2항 상의 섬이 될 수 있는 

요건을 분석하였다. South China Sea Arbitration, p. 205, paras. 476-477.

469) Ibid., pp. 210-211, paras. 496-497, p. 213, para. 504. 

470) Ibid., pp. 210-211, paras. 496-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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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의 존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재재판소는 과거의 인간

의 거주와 독자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역사적 증거가 대게 해양 지형의 이러

한 가능성과 관련성이 있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된다고 보았다.471) 셋

째, 위의 두 요건이 “유지(sustain)”될 수 있다는 의미는 특정 기간에 걸쳐 적

절한 수준으로 지속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472) 다시 말하면 인간의 거주

가 유지된다는 것은 단순히 해당 섬에 생존하는 수준이 아니라 상당 기간 동

안 상시적으로 인간 집단이나 공동체가 정착하여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

과 생계유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해당 섬에서 음식과 

물 그리고 숙소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473) 따라서 한 개인에게 생필품을 제

공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의 인간 거주가 될 수 없다.474) 뿐만 아니라 외부

지원을 받으며 순전히 명령에 의해 근무하는 군인이나 정부 기관 요원의 존

재 역시 인간 거주를 유지하는 증거에 해당되지 않는다.475) 다음으로 독자적

인 경제활동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은 섬 지역 주민이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섬에서 섬과 섬의 영해 범위 내의 현지 자원을 개발·가공·분배함으로써 해당 

섬과 주민에게 이익을 발생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당 섬 지형에

471) Ibid., pp. 206-207, paras. 483-484, p. 213, para. 504, pp. 228-229, para. 545, p. 

230, para. 548. 중재재판소는 이러한 역사적 증거로 연안국들이 EEZ 체제의 도입과 함께 

해양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한 실행들보다 EEZ 체제 도입 이전의 역사적 증거

들이 더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Ibid., pp. 230-231, para. 550, p. 238, para. 

578.

472) Ibid., p. 213, para. 504.

473) 중재재판소는 지형에 따라 이러한 물리적 요소들이 인간거주와 경제활동에 대해 끼치는 상

대적인 공헌과 중요성이 다양하며 또 해양 지형의 이러한 물리적인 특성만으로 단순히 인간

이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섬인지 아니면 정착된 인간 공동체의 거주를 유지할 수 있는 섬인

지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해당 해양 지형을 이용한 역사가 가장 신빙성이 있는 증거라고 

보았다. Ibid., p. 229, para. 546, p. 230, paras. 548-549, p. 251, para. 616.

474) Ibid., p. 208, paras. 488-491, pp. 227-227, para. 542, p. 229, para. 546, p. 230, 

para. 548. Gjetnes와 Xue도 인간 거주가 가능한 해양 지형의 "주요하고(main)" “근본적인

(fundamental)” 기준으로 음식, 식수, 주거지의 이용가능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Xue는 이러한 요건이 국제법 전문가들에 의해 섬의 요건으로 “보편적으로

(universally)” 인정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Marius Gjetnes, "The Spratlys: Are They 

Rocks or Islands",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32, No. 2 

(2001), p. 196. Xue, Guifang., "How Much Can a Rock Get? A Reflection from the 

Okinotorishima Rocks", in Myron H. Nordquist, John Norton Moore, Alfred H.A. 

Soons, Hak-so Kim (eds.),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U. S. Accession and 
Globalization (Leiden; Noston: M. Nijhoff Publishers, 2012), p. 356.

475) South China Sea Arbitration, p. 231, para. 550, p. 229, para.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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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단발성 거래나 단기 사업, 그리고 외부 자원의 계속적인 투입으로만 유

지될 수 있는 경제활동, EEZ나 대륙붕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 또는 섬의 

영해에서 조업이나 광물자원을 채굴하지만 이를 섬 자체와 연결하여 이용하

지 않을 경우에는 독자적인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476)

   이러한 제121조 2항의 섬이 되기 위한 제121조 3항의 두 요건에 관한 재

판소의 판정에 대해 몇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다. 첫째, 2016년 중재재판소는 

인간 거주와 관련해 인간 집단 또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최소 단위, 정착된 

인간 거주와 단순한 인간의 존재의 구분 기준, 정착된 인간 거주 방식을 유

지하는데 필요한 해양 지형의 물리적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477) 뿐만 아니라 인간 거주를 위한 외부지원의 상당성 기준도 명시하고 

있지 않다.478)

   둘째, 재판소는 전술한 바와 같이 두 요건의 동시적인 충족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독자적인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남중국해 판정상의 독자적

인 경제활동은 인간 거주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활동이기 때문에 독자

적인 경제활동과 인간거주 요건을 완전히 별개로 보기 어려우며 실행 상 두 

요건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479) 남중국해 사건에서도 중

재재판소는 채광이라는 경제활동이 “안정된 지역 공동체(a stable local 

community)”가 부재할 경우 필연적으로 Spratly 군도에서의 경제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고 있다.480)

   셋째, 제121조 3항 상 두 요건의 질적·시간적 요소에 관한 객관적인 가능

성에 대한 중재재판소의 평가가 과거의 특정 시점에 고정되어 있어, 추후에 

해양 지형이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

태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481) 그러나 가능성이라는 말은 

“총칭적인 용어(a generic term)”로 그 내용은 시간에 걸쳐 진화된다.482) 즉 해

476) Ibid., pp. 211-212, paras. 498-503, p. 228, para. 543, p. 229, para. 547. 그러나 중

재재판소는 해양 지형의 경제활동이 해당 지형 자체 주변에서 유해한 것이어야지 영해 주변

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Ibid., p. 253, para. 623.

477) Ibid., pp. 208-209, para. 492.

478) Ibid., pp. 230-231, para. 550.

479) Yoshifumi Tanaka, supra note 457, p. 368.

480) South China Sea Arbitration, p. 253, para. 623.

481) Yoshifumi Tanaka, supra note 457, p.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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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지형의 자연 상태도 기후변화와 같은 자연 현상으로 인해 제121조 2항 상

의 섬이 암석으로, 또 암석이 간출지로 그 물리적인 지위가 변하여483) 해양 

지형의 인간 거주 또는 독자적인 경제활동의 유지 가능성이 시대에 따라 변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영해 기점 설정 문제뿐만 관련 지형의 일응권원의 

범위가 변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484) 또한 해양 지형이 과거에는 존재

하지 않았던 경제적 수요, 기술혁신, 새로운 인간 활동485)과 같은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제121조 2항 상의 섬으로 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Charney는 조약의 해석상 인간 거주와 경제활

동 요건이 해양 지형 자체의 성격과는 별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경제활동의 의미도 전통적인 농업활동에 명시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아 해

양 지형에서의 석유 개발과 같은 활동도 이러한 활동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으

로 외부에서 생필품을 구입하면 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경제활동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제121조 3항의 영어본 이외의 번역본에 근거해 해양 지

형이 생필품을 구입하기에 충분한 재화를 발생시킬 수 있으면 독자적인 경제

활동으로 보아도 된다고 주장하였다.486) Gjetnes와 정진석 교수도 이와 동일

한 견해를 따르고 있다.487) 특히 정진석 교수는 이러한 인위적 변경이 가해

진 해양 지형의 지위를 평가할 때 인간 거주 가능성 테스트를 통해 암석이 

482) Ibid., p. 369.

483) Choon-Ho Park, "The Changeable Legal Status of Islands and 'Non-Islands' in 

the Law of the Sea: Some Instances in the Asia-Pacific Region", in D. D. Caron 

and H. N. Scheiber (eds.), Bringing New Law to Ocean Waters (Leiden: Nijhoff, 

2004), p. 484.

484) Tim Stephens, "Warming Waters and Souring Seas: Climate Change and Ocean 

Acidification" in Donald R Rothwell, Alex G Oude Elferink, Karen N Scott and Tim 

Stephens, The Oxford Handbook of The Law of the Sea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pp. 787-94. Yoshifumi Tanaka, supra note 457, p. 369 참조. 그러나 남극 반도

는 지구에서 가장 빨리 온난화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이지만 1959년 남극조약 제4에서 “남

극지역의 영토 주권과 관련하여 기존 청구보다 확대된 또는 새로운 청구를 주장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어 협약 상 기후 변화로 인하여 남극지역에 대한 주권이 변동하지 않는 특별

한 경우에 속한다. Donald R. Rothwell and Tim Stephens,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Hart Oxford, 2016), p. 90 참조.

485) Jonathan I. Charney, "Rocks that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3, No. 4 (Oct., 1999), p. 867.

486) Jonathan I. Charney, supra note 485, pp. 870-871.

487) Marius Gjetnes, supra note 474, p. 199. 정진석, supra note 465, pp. 446-447. 

Yoshifumi Tanaka, supra note 457, p. 3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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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섬으로 무분별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488)  

   다섯째, 섬의 법적 지위에 대한 재판소의 판정은 섬의 처분에 관한 일부 

국가실행과 국제 판결과도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489) 후자의 경우로 노

르웨이의 Jan Mayen을 들 수 있다. 노르웨이의 Jan Mayen은 길이 53㎞, 북부 

지역의 최대폭 15-20㎞, 면적 373㎢에 이르는 화산섬이다. 해당 섬에는 정부

가 운영하는 1921년에 설립된 기상연구소와 1959년에 시작된 장거리 항법 보

조 라디오 센터에서 일하는 약 25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고 이들에게 보

내는 공급품이 선박으로 운송되고 있었다.490) 그리고 노르웨이에 따르면 해

당 지형에 약 60종의 식물 및 이끼와 150여 종의 지의류가 존재하였다.491)

또한 역사적으로 Jan Mayen은 1194년에 처음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고, 17세

기 초반에 단기간 동안 포경 기지로 사용되었다가 19세기 중반에 바다표범 

사냥이 시작되었으며 1906년에서야 처음으로 북극 여우 사냥꾼들의 겨울 거

처가 되었다.492) 1981년 아이슬란드 v. Jan Mayen 간 대륙붕 경계획정에 대한 

강제 조정위원회의 결정은 해당 해양 지형이 제121조 3항에 해당되는 암석인

지 여부에 대해 자세하게 분석하지 않고 단지 지리적·지질학적 요소에 의거

해 Jan Mayen이 제121조 1항과 2항 상의 섬의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만 

488) 정진석, supra note 465, p. 447.

489) 관련 국가 실행은 Yann-huei Song, "The July 2016 Arbitral Award, Interpretation 

of Article 121(3) of the UNCLOS and Selecting Examples of Inconsistent State 

Practice",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49, No. 3 (2018), pp. 

251-255; Yoshifumi Tanaka, supra note 457, p. 373 참조. Jonathan I. Charney and 

Lewis M. Alexander (eds.), supra note 101, pp. 417-425, pp. 995-1001, pp. 

1003-1010 참조. Charney, Lewis M. Alexander(ed.), International Maritime 

Boundaries Vol. II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3), pp. 1363-1370, David A. 

Colson and Robert W. Smith (eds.), International Maritime Boundaries Vol. V

(Martinus Mijhoff Publishers, 2005), pp. 3759-3777 참조. Jonathan I. Clive Symmons

은 제121조 3항의 해석에 대한 국가실행은 일관적이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국가들은 제121조 

3항의 암석에 해당되는 해양 지형에도 EEZ와 대륙붕을 부여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였

다. Clive R. Symmons, "Maritime Zones from Islands and Rocks", in S. Jayakumar, 

Tommy Koh, Robert Beckman (eds.), The South China Sea Disputes and Law of 
the Sea (Edward Elgar, 2014), p. 107 참조.

490) Iceland and Norway Case, pp. 9-10. 1993년 Jan Mayen 사건에서 노르웨이가 청구한 

해당 지형의 지리적 규모와 및 섬에 거주하는 인구 수치는 조정위원회가 언급한 수치와 약간

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큰 차이는 없다. Jan Mayen, p. 46, para. 15. 

Counter-Memorial of Norway, Ibid., p. 23, para. 78, pp. 24-27, paras. 87-96.

491) Counter-Memorial of Norway, Ibid., p. 23, para. 79.

492) Counter-Memorial of Norway, Ibid., pp. 23-24, paras. 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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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하였다.493) 이후 1993년 Jan Mayen 사건에서 덴마크는 Jan Mayen이 과거

부터 현재까지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인 경제 활동을 유지할 없다고 주장

하였지만 Jan Mayen에 대륙붕 및 배타적 어업수역에 대한 일응권원을 부여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는 않았고 단지 부분효과만 부여해야 한다고 청구하였

다.494) ICJ는 Jan Mayen에 대한 제121조 2항 상의 법적 지위를 검토하지 않

고 해당 섬에 완전한 효과를 부여하여 당사국간의 중간선과 노르웨이의 200

해리 EFZ 및 대륙붕의 일응권원의 외측한계선을 작도하였다.495) 실제로 남중

국해 사건에서의 인간 거주와 독자적인 경제활동 기준과 그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를 고려해 볼 때 Jan Mayen은 섬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해양 지형으로 

생각된다.

   ICJ의 이러한 판결은 2000년 Monte Confurco 사건에서 Kerguelon 군도 그

리고 2002년 Volga호 사건에서는 Heard 섬 및 McDonals 섬의 법적 지위에 대

한 Vukas 재판관의 선언과도 배치가 된다.496) 앞의 군도와 관련해 Vukas 재

판관은 Jan Mayen보다 19배 되는 크기의 섬(7,215㎢)497)임에도 불구하고 

Kerguelon 군도가 “인간이 거주할 수 없고 또 거주하지 않는” 도서이며 이러

한 섬에 EEZ를 부여하는 것은 제3차 UN 해양법 회의에서 EEZ라는 특수한 

법제도를 창설한 이유 그리고 EEZ 규정의 문구와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았다.498) 또한 Vukas 재판관은 Jan Mayen과 유사한 크기의 섬인 Heard 섬

과 McDonals 섬(전체 면적 372㎢)의 법적 지위에 대해 검토하였다.499) 해당 

섬은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연안 어업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문객이 거의 없고 또 Heard 섬의 경우 대부분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음을 

493) Iceland and Norway Case p. 9-10. 노르웨이와 아일랜드는 추후에 1981년 10월 22일 

협약에 Jan Mayen에 200 해리 배타적 수역과 대륙붕이 부여된다고 명시하였다. Jan Mayen
Case, p. 75, para. 83 참조.

494) Ibid., p. 65, para. 60, pp. 73-74, para. 80.

495) Ibid., p. 78, para. 89. Yoshifumi Tanaka, supra note 457, p. 374.

496) The "Monte Confurco" Case (Seychelles v. France), Prompt Release, Judgment, 

ITLOS Rep. 2000, p. 86. The "Volga" Case (Russian Federation v. Australia), 

Prompt Release, Judgment, ITLOS Rep. 2002, p. 10. 

497) http://www.taaf.fr/L-archipel-de-Kerguelen (2019.09.09. 최종확인).

498) Declaration of Judge Vukas, Seychelles v. France, p. 122.

499) https://en.wikipedia.org/wiki/Heard_Island_and_McDonald_Islands (2019.09.09. 최

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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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또한 McDonalds 섬은 암석으로 이루어진 소무인도라는 점을 지

적하면서 두 섬을 제121조 3항 상의 암석으로 보았다.500) ICJ는 1993년 Jan 

Mayen 사건에서 조정위원회의 기존의 결정과 1981년 협약을 암묵적으로 용

인하여 Jan Mayen에 UNCLOS 제121조 2항 상의 완전한 효과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2016년 남중국해 판정과 전술한 판례들을 고려해 볼 때 제121조 2항 

하의 해양 권리를 부여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실제 국제 판

례에서는 니카라과 v. 콜롬비아(2012년) 사건의 Quitasueño 32번 지형처럼 명

시적으로 제121조 3항의 암석으로 판결한 경우501)를 제외하고 특히 EEZ 및 

대륙붕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섬의 지위에 대해 명확하게 판결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여 왔다.502) 따라서 남중국해 판정의 섬의 정의가 추후 국제 판례

에서 적용되는 실행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503)

500) Declaration of Vice-President Vukas, Russian Federation v. Australia, p. 44, 

para. 6.

501) Nicaragua v. Colombia, p. 693, para. 183.

502) 국제 재판소는 잠정적 등거리선/중간선 작도에서 리비아/몰타(1985년)의 Filfla 섬, 에리트

레아/예멘(1999년)의 Jabal al-Tayr 섬과 Jabal al-Zubayr 섬, 카타르 v. 바레인(2001년)의 

Quit'at Jaradah와 관련해 해당 도서들의 척박하고 사람이 살기 힘든 성격으로 인해 해당 도

서들에 기점을 설정할 경우 발생되는 불형평한 결과를 고려하여 이러한 도서들을 기점 설정

에서 배제하였지만 해당 도서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Libya/Malta Case, p. 20, para. 15, p. 48, para. 64. 

https://en.wikipedia.org/wiki/Filfla (2019.09.09. 최종확인), Eritrea/Yemen Case 

(Second Phase), pp. 37-38, paras. 115-119, p. 45, paras.147-148. Qatar v. Bahrain, 

pp. 108-109, para. 219. 루마니아 v. 우크라이나(2009년)에서도 ICJ는 Serpants 섬이라는 

소도에 기점을 설정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불형평한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섬을 기점 설정

에서 배제하였지만 해당 섬이 관련사정으로 잠정적 등거리선의 조정이 요구되는 요소인지 여

부는 해당 섬의 제121조 2항 상 섬의 지위 결정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았다. Black Sea 
Case, pp. 109-110, para. 149, pp. 122-123, paras. 185-188. 니카라과 v. 온두라스

(2007년)에서도 ICJ는 온두라스의 Bobel Cay, Savanna Cay, Port Royal Cay, South Cay

와 니카라과의 Edinburgh Cay 간의 경계획정을 실시하면서 양 당사국이 해당 도서간의 영

해 경계획정에 대해서만 합의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양국 간의 영해 경계획정만 실시할 뿐 해

당 도서들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 Nicaragua v. Honduras, pp. 

749-752, paras. 299-305. Yoshifumi Tanaka는 ICJ의 이러한 해결법이 해당 암초들을 제

121조 3항 하의 암초로 간주하는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언급하였다. 

Yoshifumi Tanaka, supra note 457, p. 375. 니카라과 v. 콜롬비아(2012년)에서도 ICJ는 

Roncador, Serrana, Alburquerque Cays, East-Southeast Cays에 대해 제121조 1항의 

지위를 인정하였지만 제121조 2항과 3항 상의 지위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았다. 이는 해당 도

서들에 EEZ와 대륙붕에 대한 일응권원을 부여한다 할지라도 이들 도서들보다 휠 씬 더 큰 

San Andrés, Providencia, Santa Catalina의 EEZ 및 대륙붕에 대한 일응권원 지역과 중

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의 실익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Nicaragua v. Colombia, 

pp. 691-692, para.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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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섬의 정치적 지위

   섬이 제121조 2항 상의 도서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섬의 지리적 위치로 

인해 관련 섬의 효과가 제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다. 다시 말

하면 타방국의 거대한 본토 해안이나 섬 가까이 위치한 일방국의 섬의 “정치

적 지위(political status)”에 의해 제121조 2항 상 관련 섬에 부여될 수 있는 

일응권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국제 판례에서 당사국

들은 양국의 주요 해안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타방국 본토 해안/주요 도서 해

안에 가까이 위치한 독립/준독립 도서국의 경우 양국 간의 잠정적 등거리선

의 기점으로 설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504) 또한 잠정적 등거리선의 기점

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섬은 관련지역 설정의 기준이 되는 영해 기선상의 기

점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해당 쟁점과 관련해 1993년 St. Pierre & Miquelon

에서 중재재판소는 UNCLOS 제121조와 1958년 협약의 상응 규정상 독립/준

독립 도서 또는 부속 도서라는 섬의 정치적 지위가 해당 섬의 일응권원의 범

위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판정하였다.505) 이는 주권 평등의 원칙이 해양경

계획정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506) 즉 도서의 종속

성과는 관계없이 제121조 2항 상의 섬과 본토국이 관련 해역을 발생시킬 수 

있는 동일한 능력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507) 다시 말하면 주권평등의 

원칙은 이와 같이 관련지역 설정 및 등거리선 기점 설정의 기본 전제가 되

며, 일응권원 중첩지역 분할의 근본 원칙이 된다.508)

503) Yoshifumi Tanaka, supra note 457, p. 376 참조.

504) 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Case, p. 84, para. 171. Libya/Malta Case, pp. 

42-43, paras. 53-54. St. Pierre and Miquelon Case, p. 1155, para. 5, pp. 

1164-1166, paras. 43-55 참조.

505) Ibid., p. 1165, para. 49.

506) Prosper Weil, supra note 16, pp. 256-257. 

507) St. Pierre and Miquelon Case, p. 1164, para. 43, p. 1165, para. 49.

508) Prosper Weil,, supra note 16, p. 257 참조. St. Pierre & Miquelon 사건 이후부터는 

이러한 섬의 정치적 지위가 아닌 전술한 제121조 2항 상의 섬의 법적 지위와 도서의 영유권 

위주의 법적 쟁점에 대해 다루고 있다. Nicaragua v. Colombia, pp. 645-662, paras. 

3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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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3국 이익

   일부 국제 판례에서 관련해안 및 관련지역 설정에서 제3국의 이익이 중요

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것은 당사국이 주변 지역의 국가들과 공간적으로 

공존하고 있어 제3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제3국과 관련된 기존 또

는 장래에 획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계획정선을 관련해안과 관련지역 설정 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509) 이러한 제3국의 이익에 대한 고려는 “res inter 

alios acta” 원칙과는 구분된다. Res inter alios acta는 국제 판례나 조약의 효

력이 제3국의 권리나 의무를 창설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510) 그러나 해

양경계획정에서 제3국과 관련된 경계획정 조약과 판결 그리고 제3국의 청구

는 당사국의 관련해안과 관련지역을 설정함에 있어 고려 요소가 된다.511)

   관련해안과 관련지역의 설정에 있어 이러한 제3국의 이익은 거시적/미시

적 또는 능동적/수동적인 방식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국제 판례는 일반적으

로 미시적 또는 수동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v. 인도(2014년)

도 관련해안 설정과 관련해 수동적인 방식을 취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재판

소는 해양법에 대한 국제 판결이 res inter alios acta임을 고려하여 “양국의 

관계 및 관련해안만을 고려하여” 판결하여야 한다고 판정하였다.512)

   리비아/몰타(1985년)에서는 제3국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련해안을 설정한 

경우이다. 그러나 재판소는 제3국의 이익을 반영함에 있어 다소 비일관된 접

근법을 보여주고 있다. ICJ는 이탈리아의 대륙붕 권원이 청구되지 않는 동경 

509) Prosper Weil, supra note 16, p. 252.

510) 영불대륙붕 사건에서 영국은 대서양 지역의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아일랜드와 영국 간의 대

륙붕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영불대륙붕 경계선을 획정하는 재판소의 권한이 대서양 서쪽으

로 영국-아일랜드 경계선과 만나는 개념상 지점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

다. 재판소는 판결의 효력이 res inter alios acta이기 때문에 해당 판정은 양국에게만 구속

력을 가지고 있음을 판결하였다. 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Case, pp. 26-27, 

paras. 26-28. Cameroon v. Nigeria, p. 421, para. 238. Barbados v. Trinidad 

Tobago, pp. 104-105, para. 346. Bangladesh/Myanmar Case, p. 97, para. 367. 

Nicaragua v. Colombia, p. 709, para. 232. Bangladesh v. India, p. 121, para. 411. 

Costa Rica v. Nicaragua, p. 52, para. 134. Aaron X. Fellmeth & Maurice Horwitzz, 

Guide to Latin in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 252 참조.

511) Prosper Weil, supra note 16, p. 256.

512) Bangladesh v. India, p. 121, para.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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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50′-15° 10′ 구간을 대상 해역으로 제한한 후 리비아의 관련해안의 동쪽 

한계를 동경 15° 10′ 가까이에 있는 Ras Zarruq로 설정하였다.513) 그러나 리

비아 관련해안의 서쪽 한계는 동경 13° 50′ 경선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튀니

지와 리비아의 육지경계선 끝점인 Ras Ajdir(동경 약 11° 55′)로 설정(192 

miles)하였다(그림 20).514)

513) Libya/Malta Case, pp. 27-28, para. 22.

514) Libya/Malta Case, p. 50, para. 68. Alex G. Oude Elferink는 Ras Ajdir와 13˚ 50´ E 

사이의 거리가 215㎞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리비아 관련해안의 서쪽 한계점의 경우 동

쪽 한계점과는 달리 동경 13° 50′에 가까운 리비아 지역에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관련해안 설

정 기준에 있어 비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Alex G. Oude Elferink, supra note 355, pp. 

181-182.

515) Libya/Malta Case, p. 27.

516) Jan Mayen Case, p. 47, para. 18. Memorial of Denmark, Ibid., pp. 10-11, paras. 

25-29. Counter-Memorial of Norway, Ibid., p. 4. paras. 14-15. 그러나 ICJ가 경계획정 

지역의 남쪽 측면을 아이슬란드의 200해리 경제수역으로 설정하였지만 이로 인해 덴마크가 

이것을 그린란드의 200해리 어업수역과 대륙붕 그리고 아이슬란드의 200해리 경제수역과 대

륙붕 간 경계선으로 수용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아이슬란드가 200해리 경제수역을 획정

하기 위해 사용한 모든 기점을 재판소가 승인한 것도 아니다. R. R. Churchill, "The 

Greenland-Jan Mayen Case and its Significance for the International Law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Vol. 9 (1994), p. 12.

[그림 20] 이탈리아의 대륙붕 청구지역515)

   제3국과 관련된 기존의 경계

획정 판결 및 조약상 경계선은 

당사국간의 합의나 재판소의 결

정으로 관련지역의 외측 한계선

이 되기도 한다. Jan Mayen 사건

에서는 양국의 합의에 근거하여 

분쟁 지역의 남쪽 한계를 제3국

인 아이슬란드의 200해리 경제수

역선으로 설정하였다.516) 후자의 

경우와 관련해 니카라과 v. 콜롬

비아(2012년)와 코스타리카 v. 니

카라과(2018년)에서 ICJ는 200해

리 포락호로 관련지역의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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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면서 기존 ICJ 판례의 경계선과 관련 당사국이 제3국과 체결한 조약상

의 경계선 또는 가상 등거리선을 관련지역의 한계선으로 설정하였다(그림 21 

참조).517)

   일부 국제 판례에서는 경계획정의 형평한 결과를 위해 제3국의 관련해안 

또는 해역을 포함시켜 설정하기도 한다. 먼저 관련해안 설정과 관련해 기니/

기니비사우(1985년)는 오목성 해안으로 인한 차단효과를 고려하여 거시적 관

점으로 서아프리카 전체 지역과 해안선을 고려하여 제3국의 해안을 포함시켜 

관련해안을 설정하였다.518) 관련지역과 관련해 흑해 사건(2009년)과 방글라데

시/미얀마(2012년)에서는 불균형 테스트를 위해 관련지역을 설정하면서 제3국

의 일응 청구지역을 관련지역에 포함시키고 있다.519) 이는 관련지역의 설정

이 양국의 중첩되는 일응권원 지역에 대한 정확한 수학적 계산을 요구하는 

아니라 형평한 결과를 위해 대략적으로 설정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

켜 주고 있다.

517) Nicaragua v. Colombia, pp. 683-686, paras. 159-164. Costa Rica v. Nicaragua, 

pp. 49-52, paras. 115-134.

518) Guinea/Guinea-Bissau Case, pp. 681-685, para. 103-111.

519) Black Sea Case, p. 100, para. 114, p. 102, Sketch-map No. 5. 

Bangladesh/Myanmar Case, p. 127, Sketch-map No. 8. Stephen Fietta and Robin 

Cleverly, supra note 18, pp. 499, 505.

520) Costa Rica v. Nicaragua, p. 66, Sketch-map No. 12.

[그림 21] 코스타리카 v. 니카라과: 카리브해 지역 경계획정의 관련지역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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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관련해안 길이 측정 및 비관련해안의 배제

   첫째, 관련해안의 길이는 그 측정 단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

다. 이는 국제 판례상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관련해안에 대해서

도 측정하는 단위와 해안의 만곡 정도에 따라 해안 길이가 다르게 계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521) 여러 국제 판례에서도 직선 또는 “자연 형태”를 따르는 측

정 방식에 따라 당사국과 재판소의 측정값에 차이가 발생됨을 보여주고 있

다.522)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미 ILC 전문가 위원회는 “일반적인 방향(la 

«direction gen6rale»)”이 “지도의 축척(l'echelle de la carte)”에 따라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다소 자의적인 판단(la decision quelque peu arbitraire)”이 

내려질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523) 특히 해안의 만곡이 심할수록 해안 길

521) 이 "해안선의 역설(coastal paradox)" 현상은 리처드슨(Lewis Fry Richardson)이 스페인

과 포르투갈이 각각 보고한 공동 국경선 길이의 현격한 차이(스페인의 측정값(987㎞)과 포르

투갈의 측정값(1214㎞) 간에 227㎞의 격차가 발생했다)를 발견하고 국경선과 해안선 길이에 

대해 연구하게 되면서 시작된 것이다. 망델브로(Benoît B. Mandelbrot)는 이를 발전시켜 프

랙탈(fractal: 프랙탈은 완벽한 자기유사성(self-similarity) 패턴으로 아주 작은 기본 구조가 

전체 구조와 유사한 형태로 ‘나누어져’ 끝없이 되풀이 되는 구조를 말한다) 기하학으로 발전

시켰다. Lewis Fry Richardson; Oliver M. Ashford (ed.), Collected Papers of Lewis 

Fry Richards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p. 45; Benoît B. Mandelbrot, 

“How Long is the Coast of Britain? Statistical Self-Similarity and Fractional 

Dimension", Science, New Series, Vol. 156, No. 3775 (May 5, 1967), pp. 636-638. 박

현석, supra note 91, pp. 152-153.   

522) 니카라과 v. 콜롬비아(2012년)에서 카리브해에서의 니카라과 본토 연안 전체가 니카라과의 

관련해안에 해당된다는 니카라과의 주장을 콜롬비아는 용인하였다. 그러나 "자연적 형태

(natural configuration)"을 따라 니카라과의 관련해안을 측정할 경우 니카라과는 701㎞, 코

스타리카는 551㎞라고 주장하여 150㎞라는 측정값의 차이가 발생되었다. 그러나 재판소는 

이러한 양 당사국의 주장을 배척하고 동일한 니카라과의 관련해안 부분에 대해 가장 작은 측

정값인 531㎞로 판시하였다. 하지만 재판소는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을 따라 니카라과의 관련

해안 길이를 측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Nicaragua v. Colombia, 

pp. 675-678, paras. 143-145. 박현석, supra note 91, p. 153; 가나/코트디브아르 사건

에서 ITLOS는 양국이 동일하게 주장한 가나의 관련해안(양국의 육지경계선 끝점인 BP 55+

에서 남동쪽으로 Cape Three Points까지 121㎞라고 청구)을 용인하였지만 관련해안 부분의 

길이는 양국의 청구와는 다르게 139㎞로 판시하고 있다. Ghana/Côte d'Ivoire Case, pp. 

101, 102, paras. 363, 366, pp. 102-103, paras. 370-371, p. 104, para. 379. 코스타리

카 v. 니카라과(2018년)에서는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양국 모두 코스타리카 본토 전체 해안이 

관련해안에 해당된다는 것에 동의하였지만 자연형태를 따라 코스타리카는 225㎞, 니카라과는 

221㎞라고 주장하였고 재판소는 해당 부분을 228.8㎞로 판시하였다. Costa Rica v. 

Nicaragua, p. 47, para. 114; Memorial of Costa Rica, Ibid., p. 9, para. 2.10; 

Counter-Memorial of Nicaragua, Ibid., p. 91, para. 3.67.

523) Yearbook of the ILC 1953, Vol. II, p. 78. Nuno Marques Antunes, supra note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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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측정값의 차이는 더 커지게 된다.524)

   이러한 불확실성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 판례에서는 일반적으로 만곡이 있

는 해안정면을 단순화된 직선으로 처리하여 해안 길이를 측정하기도 한다(그

림 22 참조).525) 이러한 직선 방식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Maine 만 사

건(1984년), 리비아/몰타(1985년)에서 몰타의 관련해안, Saint Pierre & 

Miquelon(1992년), 뉴펀들랜드 래브라도/노바스코샤(2002년), 방글라데시/미얀

마(2012년), 방글라데시 v. 인도(2014년), 코스타리카 v. 니카라과(2018년) 사건

의 태평양 지역의 관련해안을 들 수 있다.526) 직선 방식은 해안선을 거시적

인 관점으로 보고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을 따라 관련해안을 측정하기 때문에 

해당 직선이 육지의 일부분을 가로지르기도 한다.527)

   일부 재판소는 관련해안이 만곡의 특성을 띄고 있지 않을 경우 해안의 자

연 형태를 따라 해안 길이를 측정하고 있다(그림 23 참조).528) 이와 같이 해

안의 자연적 형태를 고려하여 관련해안을 측정한 대표적인 사례로 튀니지/리

비아(1982년)529), 가나/코트디브아르(2017년)530), 코스타리카 v. 니카라과(2018

년)의 카리브해 지역의 경계획정531)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흑해 사건(2009

년)532)과 니카라과 v. 콜롬비아(2012년)533) 사건에서는 관련해안의 일반적인 

p. 298.

524) Stephen Fietta and Robin Cleverly, supra note 18, p. 597.

525) Ibid.

526) Gulf of Maine Case, p. 348. 리비아의 관련해안은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을 따라 측정하

였고 몰타는 Filfla 섬을 제외한 후 직선 기선을 따라 측정하였다. Libya/Malta Case, p. 

50, para. 68. St. Pierre and Miquelon Case, pp 1161-1162, para. 27-33. 

Newfoundland and Labrador/Nova Scotia Case (Second Phase), pp. 70-71, para. 

4.12. Bangladesh/Myanmar Case, pp. 58-60, paras. 200-205. Bangladesh v. India, 

pp. 81, paras. 285-286, pp. 87-88, para. 305, p. 89, Map 4. Costa Rica v. 

Nicaragua, p. 75, para. 179 (태평양 지역).

527) 대표적으로 방글라데시/미얀마(2012년)에서 방글라데시 관련해안의 두 번째 구간인 

Kutubdia 섬에서 미얀마와의 육지경계선 끝점에 이르는 직선은 방글라데시의 육지영토의 일

부를 가로지르고 있다. Bangladesh/Myanmar Case, p. 60, Sketch-map No. 3.

528) Costa Rica v. Nicaragua, p. 47, para. 114.

529) ICJ는 해당 사건에서 해안선의 만곡과 해안 정면의 직선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해안 길

이를 측정하였다. 특히 해안선의 만곡을 따라 양 당사국의 해안 길이를 측정하면서 작은 만

과 석호를 고려하지 않았다. Tunisia/Libya Case, p. 91, para. 131.

530) Ghana/Côte d'Ivoire Case, pp. 104-106, paras. 379-380.

531) ICJ는 명시적으로 양 당사국의 "자연 형태"를 따라 관련해안을 측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

다. Costa Rica v. Nicaragua, p. 47, para. 114.

532) ICJ는 Karkinits'ka 만을 제외한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을 표시하는 만의 폐쇄선을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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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따라 해안선을 측정하였지만 직선으로 측정한 값보다 더 긴 측정값을 

보여주고 있어 해안의 만곡을 따라 관련해안을 측정한 것임을 유추할 수 있

다.534)

   해안의 만곡을 고려하여 관련해안을 설정할 경우 일반적으로 국제 판례에

서는 중첩되는 해안 투사를 발생시키지 않는 해안선들은 관련해안 중간에 위

치해 있더라도 해안 길이 측정에서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때로는 해당 기준

에 따라 배제되어야 할 해안선이 관련해안 값에 포함되기도 하고 또 포함되

어야 할 해안선이 배제되기도 하여 관련해안 측정의 일관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다. 전자의 사례로 ICJ는 흑해 사건(2009년)의 Karkinis'ka 만 해안이 마주보

는 해안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해당 해안의 해저 확장이 루마니아 해안의 확

장과 중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계획정 지역으로 투사되지 않는다는 이유

로 해당 만의 해안뿐만 아니라 폐쇄선도 관련해안에서 배제하였다.535) 그러

나 해당 만의 폐쇄선의 경우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으로 측정되는 해안 정면

의 일부를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관련해안에서 배제되고 있

다.536) 이러한 재판소의 판시는 St Pierre & Miquelon 사건(1992년)에서 캐나

다의 Placenia Bay 폐쇄선, 그리고 후방에 있는 Gulf of Lawrence의 내부 해안

선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정된 Cabot Strait를 가로지르는 직선이 캐나다의 관

련해안에 포함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판시라 할 수 있다.537)

안으로 측정하였다. Black Sea Case, p. 93, para. 87; Ibid., p. 94, Sketch-map No. 4, 

pp. 96-98, paras. 98-105, pp. 129-130, para. 214. 루마니아의 관련해안 정면을 직선으

로 측정한 해안 길이는 185㎞이고 일반적인 방향으로 측정한 값은 248㎞이다. Ibid., p. 93, 

para. 87, p. 93, para. 88.

533) 니카라과의 관련해안과 관련해 양 당사국이 직선으로 측정한 양국의 해안 길이는 453㎞이

고 ICJ의 측정값은 531㎞이다. Nicaragua v. Colombia, pp. 675-678, paras. 144-145, p. 

680, para. 151. p. 599.

534) Stephen Fitetta and Robin Cleverly, pp. 598-599.

535) Black Sea Case, p. 97, para. 100.

536) David H. Anderson,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 Case (Romania v. 

Ukraine), The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8 (2009), p. 

314.

537) St Pierre and Miquelon Case, p. 1161, para. 29.

538) Jan Mayen Case, p. 65, para. 61, p. 80, Sketch-Map No. 2. (본 연구자 수정)

539) Ibid. Reply of Romania, Black Sea Case, p. 39, Fig. RR6 참조. (본 연구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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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200해리 이원 대륙변계의 미결정

   국제 판례에서 200해리 이원 대륙붕 경계획정이 다루어진 사건은 네 사건

에 불과하다. 그 중 대륙붕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외측 한계에 대한 CLCS

의 권고가 계류 중인 가운데 판결된 사건은 인접 해안 간 경계획정 판결/판

정인 방글라데시/미얀마(2012년), 방글라데시 v. 인도(2014년), 가나/코트디브

아르(2017년)가 있다. 소송 당사국에 대한 200해리 이원 대륙붕에 대한 CLCS

의 권고가 계류 중일 때 해당 수역에서 경계획정의 관련지역인 당사국의 중

첩된 200해리 대륙붕 이원 대륙붕에 대한 일응권원이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

한 문제가 된다.540) ITLOS는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일응권원의 개념과 제76

조 8조에 따라 연안국의 일방적인 행위에 따라 성립되는 200해리 이원 대륙

540) Bangladesh/Myanmar, p. 105, para. 399.

[그림 22] 직선 방식에 따른 

해안길이 측정538)

[그림 23] 해안 형태를 따른 해안길이 

측정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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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의 외측 한계라는 개념을 구분해야 된다고 설시했다.541) ITLOS는 제77조 3

항에 따라 200해리 이원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가 “실효적이거나 관념

적인 점유 또는 명시적 선언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대륙붕의 일응권

원이 어떠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켜 발생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시하였

다.542)

   200해리 이원 대륙붕 경계획정의 관련해안 및 관련지역과 관련해 2012년 

541) Ibid., pp. 106-107, paras. 406-407. UNCLOS 당사국이 200해리 이원 대륙붕을 청구하

고자 할 경우 제2부속서에 따라 설립된 "대륙붕한계위원회(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이하 “CLCS")에 자국 대륙붕의 외측 한계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여

야 한다. CLCS의 권고를 기초로 연안국이 확정한 대륙붕의 한계는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

진다. Ted L. McDorman, "The Continental Shelf" in Donald R. Rothwell, Alex G. 

Oude Elferink, Karen N. Scott and Tim Stephens, The Oxford Handbook of The 

Law of the Sea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pp. 195-196. Stephen Fitetta and 

Robin Cleverly, p. 20.  제76조 8항. 현재(2019년 12월 13일자) 총 85건의 정보제출이 있다.

https://www.un.org/Depts/los/clcs_new/commission_submissions.htm (2020.01.28. 

최종확인). 그러나 CLCS의 권고를 기초로 연안국이 설정한 200 해리 이원 대륙붕의 한계가 

국제 공동체 전체에 대해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대세적(erga omnes)”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첫째, CLCS는 UNCLOS 하에서 연안국의 정보제출에 근거

하여 제76조의 이행에서 발생되는 과학적·기술적 쟁점을 검토하는 권고적 기능을 가진 과학

적·기술적 기구이기 때문에 그 권고 자체가 사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둘째, 

CLCS의 권고가 아니라 연안국이 설정한 200 해리 이원 대륙붕의 한계가 최종성과 구속력을 

갖는 것이며, 셋째, 제76조 9항에 따라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단지 CLCS의 권고 이후에 연안

국이 기탁한 측지자료와 항구적으로 자국 대륙붕의 바깥 한계를 표시하는 해도와 관련정보를 

받고 이를 공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안국의 제출안에 대한 사법 심사 절차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Ted L. McDorman, “The Role of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A Technical Body in a Political World",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Vol. 17 (2002), pp. 315-316. L. Dolliver. M Nelson, "The 

Settlement of Disputes Arising From Conflicting Outer Continental Shelf Claims",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Vol. 24 (2009), pp. 417-421. 

Bangladesh/Myanmar Case, p. 107, para. 411. 이에 대해 McDorman은 연안국이 제76

조 9항의 절차를 종료한 후 합리적인 기간 동안 다른 국가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연

안국이 설정한 대륙붕의 외측한계가 대세적으로 최종성과 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보고 있다. 

Ted L. McDorman, “The Role of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A Technical Body in a Political World", supra note, p. 317. R. Rothwell, and 

Tim Stephens, supra note 484, pp. 119-120. 연안국이 CLCS의 권고를 무시하고 대륙붕

의 외측한계를 일방적으로 설정할 경우 발생되는 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김현정, ”200해리 이

원 대륙붕 제도의 두 가지 쟁점“, 국제법평론 (2012), pp. 125-131 참조, Delano R. 

Verwey, "Outer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under the 1982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Legal Solution or Legal Confusion?", Leid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94), pp. 39-41 참조.

542) Bangladesh/Myanmar Case, p. 107, paras. 407-408. Bangladesh v. India, p. 109, 

para. 376. Ghana/Côte d'Ivoire Case, p. 143, paras. 517-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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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gal 만 사건에서 재판소는 EEZ/200해리 이내 및 이원 대륙붕의 양국의 중

첩되는 해안 투사를 발생시키는 관련해안을 설정한 후, 비례성 테스트를 위

해 양국의 관련해안의 서단 지점인 방글라데시 Mandabaria 섬의 경도선과 동

단 지점인 Cape Negrais의 위선으로 관련지역을 설정하였다.543) 반면에 방글

라데시 v. 인도(2014년)는 대륙붕의 200해리 외측 한계를 위한 관련해안을 별

도로 설정할 뿐만 아니라, 관련지역 설정에서 CLCS에 계류중인 방글라데시

의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외측 한계 청구선을 양국의 200해리 이원 대륙붕

의 일응권원 중첩지역이자 관련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544) 가나/코트디브아

르(2017년)에서는 방글라데시/미얀마의 경우처럼 200해리 이내와 이원 대륙붕 

경계획정에 적용되는 관련해안과 관련지역을 해안 투사 중첩 원칙에 따라 동

시에 설정하고 있다.545) 그리고 2014년 판정에서는 관련지역의 남쪽 한계를 

방글라데시가 CLCS에 제출하고 계류 중인 정보의 한계선을 양국의 200해리 

이원 대륙붕 외측 한계에 대한 일응권원 중첩 지역의 외측 한계로 설정하였

다.546) 그러나 2017년 ITLOS 사건의 경우 2014년 Bengal 만의 사정과는 달리 

양국의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외측 한계가 중첩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 

비록 코트디브아르의 대륙붕 외측한계가 UNCLOS 76조 8항에 따라 최종적으

로 설정되지 않았지만 불균형성 테스트가 관련지역을 대략적으로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나의 CLCS 정보제출 상의 외측 한계선이 불균형 테스트를 

위한 양국의 관련지역의 남쪽 한계선로 설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결하였

다.547) 따라서 당사국의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외측한계에 대한 정보가 

CLCS에 제출되어 계류중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해당 정보가 비합리적인 경우

를 제외하고 차단효과의 불형평성을 평가 또는 확인하는 비례성 또는 불균형

성 테스트를 위해 해당 정보가 사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43) Bangladesh/Myanmar Case, pp. 58-59, paras. 198-205, p. 60, Sketch-map No. 3, 

pp. 125-126, paras. 489-496, p. 127, Sketch-map No. 8. Stephen Fietta and Robin 

Clerverly, supra note 18, p. 499, Figure B20.3 참조.

544) Bangladesh v. India, p. 141, paras. 457-458. p. 88, para. 309. p. 89, Map 4, p. 

139, Map 7.

545) Ghana/Côte d'Ivoire Case, pp. 101-107, paras. 361-386.

546) Bangladesh v. India, p. 88, para. 309, p. 139, Map 7 참조.

547) Ghana/Côte d'Ivoire Case, p 147. para.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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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비합리적인 차단효과와 상호 균형 잡힌 조정

  1. 비합리적인 차단효과의 평가 및 검증

    1) 관습국제법: 형평의 원칙/관련사정

   형평의 원칙/관련사정 방식이 적용된 사건에서 이러한 차단효과의 형평성

은 불합리한 비례성 또는 불균형성 테스트를 통해 평가되고 검증되어 왔

다.548) 비례성 또는 불균형성 테스트는 일반적으로 당사국의 해안 길이 비율

과 엄격한 또는 조정된 등거리선에 의해 당사국에게 할당된 해역의 비율 간

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다.549) 해당 테스트는 형평의 원칙 하에서 고려되어

야 할 관련사정 중에 오목성에 의한 차단효과와 관련하여 고려해야할 “최종 

요소”로 국제 판례에 등장하였다.550) 튀니지/리비아(1982년)는 국제법의 일부

인 형평의 원칙이 추상적으로 해석될 수 없고 또 형평한 결과에 이르기 위해 

적합한(appropriate) 원칙과 법칙에 의거하여야 함을 설시하였다.551) 그에 따라 

형평의 원칙에 따라 모든 관련사정을 고려하여 경계획정을 실시하면서 불합

리한 비례성을 고려해야 할 여러 관련사정 중 하나로 판시하였다.552) 그러나 

548) Separate Opinion of Judge Jimenez de Arechaga, Tunisia/Libya Case, p. 138, 

para. 117. Jimenez de Arechaga 재판관은 비례성이 특정 경계획정 방식을 적용할 경우 

사후(ex popst facto)에 관련사정의 형평성을 평가하는 테스트에 해당되며, 그 자체가 관련

사정 또는 독립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549)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 54, para. 101(D)(3). 비례성 또는 불균형성 테

스트는 1946년 Sir Francis Vallat이 공평한 해결에 이를 수 있는 영해 이원 대륙붕의 경계

획정 방식으로 해안 길이 비율을 제안하면서 처음 등장하였다. F. A. Vallet, "The 

Continental Shelf",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23 (1946), p. 336.

550)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p. 31-32, para. 44, p. 52, para. 98, p. 54, 

para. 101(D)(3).

551) Tunisia/Libya Case, pp. 59-60, paras. 70-71.

552) Ibid., p. 92-93, para. 133(A)·(B). 튀니지/리비아(1982년)에서 ICJ는 비례성을 “근본 원

칙”으로 보고 “형평의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판결하고 있다. 그러나 Gros 재판관은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에서 비례성이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경계획정을 실시할 때 검증 요소

로 언급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1982년 ICJ의 판결이 1969년 판결보다 비례성의 법적 지위를 

과도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Tunisia/Libya Case, p. 75 para. 103, p. 76, 

para. 104. Dissenting Opinion of Judge Gros, Ibid., p. 152, para. 17. 이기범, “해양경

계획정에서 ‘비례성’(Proportionality)이라는 용어는 소멸되어 가고 있는가?”, 국제법학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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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성 자체는 권원의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경계획정의 방식을 명시해 

주는 직접적인 원칙은 될 수 없다.553) 다만 판례법에 따라 비례성의 불합리

성 테스트는 해양경계선의 작도 과정에 영향을 주는 관련사정의 역할과 잠정

적 경계선을 사후에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러한 차단효과의 불형평

성을 확인하게 된다.554) 그러나 형평의 원칙 하에서 두 역할의 구분이 용이

하지는 않다.555) 형평의 원칙/관련사정이라는 준거법 하에서 등거리선 이외의 

다른 방식이 채택된 사건에서 비례성 테스트가 중요한 관련사정 또는 사후 

검증 요소로 고려된 튀니지/리비아(1982년), 기니/기니비사우(1985년), St. 

Pierre & Miquelon 사건(1992년)에서는 경계획정 후 형평의 측면에서 관련해

안 길이와 잠정적 경계선의 의해 분할된 관련지역 간의 비례성 테스트가 충

족된다고 판결하였다.556) 그러나 이러한 비례성 테스트에서 “중대한 불균형”

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실제로 경계획정 과정에서 이미 이러한 비례성 요소

가 차단효과의 불형평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

적으로 타당할 수 있다.557) 또한 차단효과의 불형평성 평가는 북해대륙붕

(1969년)과 기니/기니비사우(1985년)에서의 오목성 해안뿐만 아니라 Kerkennah 

섬과 St. Pierre & Miquelon 섬처럼 도서와 관련해서도 적용되고 있어 그 비

례성의 적용 범위가 오목성 해안 형태에만 국한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는 없음에 주목해야 한다.558)

제58권 제2호 (2013). pp. 230-231 참조.

553) 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Case, p, 115, para. 246. Dubai/Sharjah Case, p. 

665, para. 240. Separate Opinion of Judge Shahabuddeen, Jan Mayen Case, p. 166. 

554) Separate Opinion of Judge Shahabuddeen, Jan Mayen Case, pp. 171-172. 

555) Separate Opinion of Judge Shahabuddeen, Ibid., p. 172.

556) Tunisia/Libya Case, p. 91, para. 131. Guinea/Guinea-Bissau Case, pp. 688-688, 

paras. 118-120. St. Pierre and Miquelon Case, p. 1176, para. 93.

557) Separate Opinion of Judge Shahabuddeen, Jan Mayen Case, pp. 173-174 참조. 

558) Tunisia/Libya Case, p. 75, para. 103, pp. 88-89, paras. 128-129. p. 91, para. 

131. St. Pierre and Miquelon Case, pp. 1170-1171, paras. 69-71, p. 1176-1177, 

para.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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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등거리선/특별사정·관련사정 방식

  

     (1) 기점 설정과 잠정적 등거리선의 조정

   등거리선/관련사정 방식에서 불합리한 차단효과의 확인은 “객관적인 근거

를 바탕으로 투명한 방식”으로 성립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559) 전술한 바

와 같이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에서는 관련해안 비율과 관련지역 비율간의 

비례성 테스트를 통해 이러한 차단효과의 불형평성을 확인하고 있다.560) 이

러한 당사국의 해안 투사 차단의 불형평성을 확인하기 위해 뉴펀들랜드 래브

라도/노바스코샤(2002년)에서는 “해안 길이와 일응권원의 관계(the relationship 

between coastal lengths and maritime entitlements)”와 관련된 비례성 테스트를 

통해 당사국의 관련지역과 관련해안의 관계를 참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561) 또한 방글라데시 v. 인도와 가나/코트디브아르는 차단효과의 존재를 

“경합되는 청구가 발생되는 전체 해역” 즉 “관련해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

시하고 있다.562) 다시 말하면 등거리선 방식에서 비례성 또는 불균형성 테스

트는 차단효과 방지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차단효과 발생되는 불형평한 결과

를 확인하는 수단에 해당된다.563)

   등거리선/특별사정 방식에서 차단효과라는 관련사정을 평가하는 비례성/불

균형성 테스트의 이러한 "더 폭넓은(broader)" 역할과 적용은564) 영불대륙붕 

사건(1977년)의 대서양 경계획정에서부터 시작된다.565) 해당 사건에서 중재 

재판소는 이러한 광범위한 개념의 비례성 테스트를 해석함에 있어 해안 길이

559) Bangladesh v. India, p. 118, para. 404.

560)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p, 31-32, para. 44, p. 52, para. 98, p. 54, 

para. 101(D)(3). 

561) Newfoundland and Labrador/Nova Scotia Case (Second Phase), p. 22, para. 1.27. 

562) Bangladesh v. India, p. 118, para. 404. Ghana/Côte d'Ivoire Case, p. 120, para. 

423.

563) Separate Opinion of Judges Ruda, Bedjaoui and Jienez de Arechaga, Libya/Malta 
Case, p. 89, para. 34 참조. Dubai/Sharjah Case, p. 665, paras. 240-241 참조. 

Separate Opinion of Judge Shahabuddeen, Jan Mayen Case, p. 168 참조.

564) Bangladesh v. India, p. 151, para. 484; Reply of Bangladesh, Ibid., p. 127, para. 

4.157 참조. Nicaragua v. Colombia, pp. 703-704, para. 215 참조.

565) 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Case, p. 57, para. 99. 



- 121 -

에 “비례하는” 해역이 당사국에게 할당되는 능동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지 않

다.566) 오히려 재판소는 오목성 또는 섬과 같은 “특정한 지리 사정”으로 인해 

등거리선이 왜곡되어 당사국의 해안 길이에 비해 “불균형(disproportion 또는 

imbalance)”한 해역이 분할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나 요소로 보아야 한다고 

판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비례성을 “피동적(negative)”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

다.567) 이것은 비례성 자체가 “대륙붕 권리의 독립적인 원천을 제공하는 일반 

원칙으로” “분배적 정의(justitia distributiva)”를 실현하는 도구가 아님을 보여

주고 있다.568) 또한 이러한 불균형성 기준은 특정 지형의 상당한 해안 투사

로 인해 일방국에 부여되는 해역에 대한 “불균형한 효과”를 “적절히 완화

(appropriate abatement)”시켜 “형평”한 경계획정이 이루지게 하는 수단이 된

다.569) 따라서 영불대륙붕 사건에서 적용된 비례성 테스트는 관련사정으로 

인한 효과의 형평성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써 불균형 테스트의 “사후적(ex 

post facto)” 적용과는 구별된다.570)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Scilly Isles 제도에 

기점을 설정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프랑스 Usahnt 섬의 해안 투사의 차단

효과의 불형평성을 확인하기 위해 양국의 해안 길이와 Scilly 섬으로 인해 영

국에게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해양 면적을 고려하였다.571) 비례성 테스트의 

차단효과에 대한 불균형성 평가 기능은 두바이/샤르자(1981년)에서도 Abu 

Musa 섬의 효과와 관련해 “매우 가치 있는 형평의 평가 지침(a valuable 

indication of what is equitable)”으로 인정되고 있다.572) 즉 1969년 북해대륙붕

에서 “합리적인 비례성” 테스트의 합리성은 영불대륙붕(1977년)과 두바이/샤

르자(1981년)에서 등거리선 방식의 적용 시 섬이라는 지리적 사정으로 인한 

차단효과의 형평성을 평가하는 불균형(disproportion) 테스트로 발전하게 된

다.573) 이러한 불균형 테스트의 해안 투사의 차단효과 평가 기능은 1단계에

566) Ibid., pp. 57-58, paras. 100-101.

567) Ibid., pp. 57-58, paras. 100-101, p. 93, para. 198, p. 113, para. 243 참조.

568) Ibid., p, 115, para. 246. 

569) Ibid., p. 116, para. 249.

570) Ibid., p. 115, para. 246. Yoshifumi Tanaka, "The Disproportionality Test in the 

Law of Maritime Delimitation", In Alex G. Ode Elferink, Tore Henriksen and Signe 

Veierud Busch (eds.),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The Case Law - Is it 

Consistent and Predictabl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p. 295.

571) 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Case, pp. 109-114, paras. 232-245. 

572) Dubai/Sharjah Case, p. 665, para.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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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등거리선의 기점 설정과 2단계의 관련사정으로 인한 등거리선의 조정에

서 ‘불균형한 효과’와 관련해 암묵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적용되어 왔다.574)

이러한 불균형성 테스트의 광범위한 개념은 오목성 해안으로 인한 차단효과

의 불형평성에서도 적용된다. 방글라데시 v. 인도(2014년)에서는 Bengal 만의 

오목성 해안으로 인한 차단효과의 형평성을 평가하기 위해 관련지역에서 상

호간의 해안 투사가 차단되는 정도를 검토하고 있어 영불대륙붕의 접근법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575)

   차단효과로 인한 비례성 평가 또는 검증은 대향 해안에서도 적용될 수 있

다.576) Schwebel 재판관은 1985년 리비아/몰타에서 “순수한 대향(purely 

opposite)” 해안 관계에서 중간선으로 경계획정을 실시할 경우 차단효과가 발

생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바 있다.577) 물론 대향 해안 간에 오목성 해안으로 

인한 차단효과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향국 간에서도 도서

의 존재 또는 당사국의 해안 길이의 상당한 격차가 존재할 경우에는 차단효

과가 인정될 수 있다. 1984년 Maine 만 사건의 대향 해안 간 EEZ/대륙붕의 

단일 경계획정에서 ICJ 소재판부는 캐나다의 Seal 섬과 Nova Scotia 본토 간

의 거리를 검토하여 Seal 섬에 기점을 부여할 경우 잠정적 중간선의 왜곡 현

상이 발생된다고 보았다.578) 또한 양국의 해안 길이 격차(미국:캐나다=1.38:1)

를 관련사정으로 보았다.579) 재판소는 먼저 해안 길이 격차 비율에 따라 중

간선을 횡측으로 조정(1.38:1)한 후 Seal 섬에 반분 효과를 부여하여 1.32:1의 

비율로 재조정하였다.580) 따라서 당사국의 관련해안 길이와 잠정적 등거리선

573) 이기범, supra note 552, pp. 221, 227, 236, 참고. Tanaka와 Higgins는 1977년 영불대

륙붕 판정의 101 문단과 관련해 비례성이 “대륙붕 권리의 독립적인 원천을 제공하는 일반 

원칙”이 될 수는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Case, p. 58, 

para. 101. Yoshifumi Tanaka, supra note 12, pp. 163-164. Rosalyn Higgins, 

Problems and Process: International Law and How We Use It (Clarendon 

Press·Oxford, 1994), pp. 229-230.

574) Nicaragua v. Colombia, pp. 703-704, paras. 215-216 참조. Yoshifumi Tanaka, 

supra note 570, pp. 315-316 참조.

575) Bangladesh v. India, pp. 117-123, paras. 402-421 참조.

576) Massimo Lando, supra note 24, p. 278 참조.

577) Dissenting Opinion of Judge Schwebel, Libya/Malta Case, pp. 184-185. Dissenting 

Opinion of Judge Oda, Ibid., pp. 134-135, para. 18. 

578) Gulf of Maine Case, p. 336-337, para. 222.

579) Ibid., p. 323, para.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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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할당된 관련 해역간의 “상당한 불균형성”은 잠정적 등거리선/중간선

의 조정을 요하는 관련사정으로 인정되고 적용되어 왔다.581) 특히 Maine 만 

사건(1984년), 리비아/몰타 사건(1985년), Jan Mayen 사건(1993년), 바베이도스 

v. 트리니다드 토바고(2006년), 니카라과 v. 콜롬비아(2012년)에서는 경계획정

의 2단계에서 이러한 해안 길이의 격차와 관련지역의 상관관계를 관련사정으

로 보고 잠정적 등거리선을 조정한 사례에 해당된다.582)

   관련사정으로써 해안 길이 비율의 격차와 잠정적 경계선에 의해 당사국에

게 할당된 해역 비율의 비교는 엄격한 수학적 형평(a mathematical equality)이 

아닌 법적 형평(a legal equality)에 의거하여 대략적인 공평성을 확인하는 과

정이다.583) 이것은 관련해안의 확인과 측정이 가변적인 지리적 현실 그리고 

비례성/불균형성 테스트가 해양경계획정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이 반영된 것

이다.584) 2단계에서 관련사정의 평가 기능과 관련해서 잠정적 등거리선의 조

정을 요하는 불균형의 판단 기준은 “상당한(considerable 또는 substantial)” 정

도를 요구하고 있다.585) 그러나 이 두 비율 사이의 불균형의 형평성에 관한 

기준이 모호하여 재판관의 자의적인 재량권이 행사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586)  

580) Ibid., p. 337, para. 222; Ibid., Technical Report, p. 350. John Cooper,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in the Gulf of Maine Area",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 16 (1986), pp. 74, 81-82.

581) Gulf of Maine Case, p. 323, para. 185.

582) Ibid., p. 323, para. 185. Libya/Malta Case, pp. 48-50, paras. 66-68, p. 52, para. 

73, p. 57, para. 79(B). Jan Mayen Case, pp. 47-48, para. 20, p. 65, para. 61, pp. 

79-81, paras. 91-93. Barbados v. Trinidad and Tobago, p. 102, para. 334, pp. 

110-111, paras. 372-375, Nicaragua v. Colombia, p. 702, para. 211.

583) Guinea/Guinea-Bissau Case, p. 687, para. 118. Black Sea Case, pp. 116-118, 

paras. 166-168. Yoshifumi Tanaka, supra note 570, p. 317.

584) Dissenting Opinion of Judge Oda, Tunisia/Libya Case, p. 260, para. 164. 

Yoshifumi Tanaka, supra note 570, p. 317.

585) 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Case, p. 116, para. 249. Gulf of Maine Case, p. 

323, para. 185. Jan Mayen Case, p. 68, para. 67. Libya/Malta Case, p. 50, para. 

69. Barbados v. Trinidad and Tobago, p. 110, para. 372. Nicaragua v. Colombia, 

p. 702, para. 211.

586) Malcolm D Evans,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Where Do We Go From 

Here?", in David Freestone, Richard Barnes, and David Ong, The Law of the Sea: 

Progress and Prospects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 156. 박현석, supra note 

91, pp. 150-1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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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불균형성의 사후 검증

   표준 방식의 최종 단계인 불균형성의 사후 검증 절차에서도 일방국의 불

형평한 차단효과가 확인될 경우 등거리선은 조정될 수 있다.587) 해당 단계에

서 불균형성의 판단 기준은 2009년 흑해 사건 이전 판례에서는 “불균형

(disproportion)”,588) “중대한 불균형(gross disproportion)”,589) “명확한 불균형

(evident disproportion)”,590)기준이 적용되었다. 흑해 사건 이후에도 이와 유사 

또는 동일하게 “중대한 불균형(significant disproportion)”,591) “광범위한 불균형 

평가(broad assessment of disproportionality)”,592) “현저한 불균형(marked 

disproportion)”593) 또는 중대한 불균형(gross disproportion)594) 기준이 사용되어 

왔다. 즉 불형평성 테스트의 두 역할에서 불평형성 판단 기준 간에 큰 차이

가 없고 또 각 기준의 내용상 일반적으로 전반적인 지리 상황을 고려하여 심

각한 정도의 불균형이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잠정적 등거리선의 조정에 

대한 매우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595)

   불균형성의 사후 검증의 실행과 관련해 등거리선 방식이 적용된 사건에서 

해당 검증에 의해 그 불균형성이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596) 이로 

인해 여러 학자들은 비례성/불균형성 테스트의 실효성에 대해 의심을 표하고 

있으며, 일부 학자들은 해당 검증의 비실효성을 극복하기 위해 인접 해안의 

오목성-유사 해안 길이 기준에 따라 잠정적 등거리선이 차단효과를 발생시키

는 상황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597) Evans는 심지어 해당 

587) Black Sea Case, p. 103, para. 122. 비례성을 형평한 결과 도출 여부를 점검하는 사후

적 수단으로 적용한 사건과 관련해 이기범, supra note 552, pp. 231-234 참조,

588) Eritrea/Yemen Case (Second Phase) p. 373, para. 168.

589) Barbados v. Trinidad and Tobago, p. 243, para. 376.

590) Libya/Malta Case, p. 55, para. 75.

591) Black Sea Case, p. 129, para. 210; Bangladesh/Myanmar Case, p. 126, para. 499; 

Nicaragua v. Colombia, p. 717, paras. 245-246; Bangladesh/India Case, p. 154, 

para. 497; Ghana/Côte d'Ivoire Case, p. 147, para. 535.

592) Peru v. Chile, p. 69, para. 193.

593) Costa Rica v. Nicaragua, p. 67, para. 165.

594) Ibid., p. 92, para. 203.

595) Nicaragua v. Colombia, p. 717, para. 245 참조.

596) Yoshifumi Tanaka, supra note 570, p. 315.

597) Rosalyn Higgins, supra note 573, p. 230 참조. Malcolm D Evans, supra note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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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가 해양경계획정과는 상관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598)

   불균형성 사후 검증에 대한 이러한 회의적인 견해와 비판은 전술한 등거

리선 방식의 1단계와 2단계에서 차단효과에 대한 불균형성 평가가 잠복적

(latent, 潛伏的)599)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Tanaka 교수

도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이 경계획정 두 번째 단계에서 불균형성 테스트

가 이미 실시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600) 이와 관련해 Ruda, 

Bedjaoui, Jimenez de Arehaga 재판관은 개별 의견을 통해 양 당사국의 관련해

안 길이를 비교하는 것은 항상 형평한 경계선에 이르는 “지적 과정의 일부분

(a part of the intellectual process)”이지 경계선이 성립된 이후에 개입되는 과

정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601) 이들은 고대로부

터 "정의(Justice)"의 개념이 "수학적 형평"이 아닌 "비율과 비례의 형평”이기 

때문에 “비례성이 없는 형평은 존재할 수 없다(there can be no equity without 

proportionality)”고 봄으로써 비례성이 형평에 내재된 원칙임을 강조하고 있

다.602) 또한 D. P. O'Connell는 비례성 개념이 1958년 대륙붕협약 제6조에 명

p. 156. Jin-Hyun Paik, "The Role of Proportionality in Maritime Delimitation: State 

of Jurisprudence", in Holger P. Hestermeyer et al. (eds), Coexistence, Cooperation 

and Solidarity, Liber Amicorum Rüdiger Wolfrum, Vol. 1 (Martinus Nijhoff 

Publishers: Leiden/Boston, 2012), p. 199. Stephen Fietta and Robin Cleverly, supra

note 18, pp. 602-609. Thomas Cottier, supra note 1, pp. 541-559. Yoshifumi 

Tanaka, supra note 570, pp. 315-316. G. Jaenicke, "The Role of Proportionality in 

the Delimitation of Maritime Zones" in A Bos and H Siblesz (eds.), Realism in 

Law-Making - Essays on International Law in Honour of Willem Rphagen 
(Martinus Nijhoff, 1986), p. 51. Ryuichi Ida, "The Rule of Proportionality in 

Maritime Delimitation Revisited: The Origin and Meaning of the Principle from the 

Early Decisions of the Court", in Nisuke Ando et al. (eds.), Liber Amicorum Judge 
Shigeru Oda (Kluwer The Hague, 2002), p. 1037. Massimo Lando, supra note 24, p. 

247, note 9 참조. cf. Massimo Lando는 불균형성 테스트의 실효성 문제는 해당 테스트 

자체의 기능적인 또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판사들의 재량권 행사와 관련이 있고 또한 불

균형성 테스트 자체가 최종적인 결과의 형평성을 판단하는 제한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

당 테스트의 역할에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하면서 불균형성 테스트가 

자체적으로 분명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Ibid., supra note 24, p. 288.

598) Malcolm D Evans, supra note 586. p. 156.

599)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진 기능이라는 뜻을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첨부하였

다. Bryan A. Garner, supra note 35, p. 898 참조.

600) Yoshifumi Tanaka, supra note 570, p. 316.

601) Separate Opinion of Judges Ruda, Bedjaoui and Jimezez De Arechaga, 

Libya/Malta Case, p. 82, para. 20.

602) Separate Opinion of Judges Ruda, Bedjaoui and Jimezez De Arechaga, 



- 126 -

시되어 있지 않지만 형평한 경계획정 개념에 "내재되어(inherent)" 있다고 언

급하였다.603) 특히 Jan Mayen 사건에서 Shahabuddeen 재판관은 튀니지/리비아

(1982년)와 리비아/몰타(1985년) 사건에 근거해 경계획정 과정에서 관련사정

인 해안 길이 격차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realistically)” 잠정적 경계선에 

의해 각 당사국에게 할당되는 해역의 범위도 동시에 검토하기 때문에 사후 

테스트(ex post fact test)에서 불형평한 결과가 실제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설

명하고 있다.604)

   결론적으로 불균형 테스트에 대한 영불대륙붕의 접근법, 학자들 및 ICJ 

재판관들의 견해 및 국제 판례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불균형성 테스트는 단

순히 경계획정의 최종 과정보다는 등거리선 방식의 1단계와 2단계에서 실제

로 형평의 원칙으로써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

으로 불균형성 테스트는 등거리선 방식의 ‘전(全) 단계’에서 중요한 고려 요

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판례를 제외하고 불균형성 테스트는 현실

적으로 판사들의 재량권 행사 과정에서 그들의 머리 속이나 지도 자문가들과

의 논의 속에서만 작용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오

목성, 도서, 해안 길이 격차와 같은 관련사정으로 인해 연안국의 해안 투사의 

불형평성을 평가하는 이러한 근거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판결문에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605)

Libya/Malta Case, p. 84, para. 23. Paul Reuter, "Quelques Réflexions Sur L'équité 

En Droit International", Revue Belge De Droit International, Vol. 15 (1980), p. 173.

603) O'Connell, D. P.,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Vol. II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4), p. 724. Separate Opinion of Judges Ruda, Bedjaoui and 

Jimezez De Arechaga, Libya/Malta Case, p. 84, para. 23.

604) Separate Opinion of Judge Shahabuddean, Jan Mayen Case, pp. 173-174. cf. 이와 

반대되는 견해는 Massimo Lando, supra note 24, p. 287 참조. 그러나 결국 Massimo 

Lando도 불균형성 테스트의 사후적 기능이 제한적임을 인정하고 있다. Ibid., pp. 288-289.

605) Yoshifumi Tanaka, supra note 570, pp, 317-318 참조. 

606) 본 연구자 작성.



- 127 -

    2. 상호 균형 잡힌 조정

   잠정적 등거리선으로 인해 일방국에게 불형평한 차단효과가 발생할 경우 

재판소는 각 당사국의 일응권원이 “합리적으로 상호 균형 잡힌 방식으로(in a 

reasonable and mutually balanced way)” 발생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한다.607)

현재까지 국제 판례법에서 불형평한 차단효과로 인해 잠정적 등거리선을 조

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당사국의 관련지역의 전반적인 지리 상황을 고려하

여 양국의 관련해안 길이 격차를 반영하여 각 당사국에게 할당되는 대상 해

역의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과 도서의 효과를 조정하는 방식이 사용되어 왔

다.608) 이러한 불형평한 차단효과로 인한 잠정적 등거리선의 조정의 한계와 

관련해 판례법은 지리의 완전한 사법적 개조 방지 원칙을 따르고 있다. 해당 

원칙은 1969년 북해대륙붕에서 판시된 것으로 “형평이 반드시 동등을 함축하

지는 않으며” 형평이 불평등한 자연을 구제하는 정도의 조정을 허용하지 않

음을 나타내고 있다.609) 해당 관련 원칙에 따라서 잠정적 등거리선의 조정을 

607) Black Sea Case, p. 127, para. 201.

608) Jan Mayen 사건에서는 예외적으로 경계획정 제1구역(Zone 1)의 경계획정과 관련해 경제

적 요인인 어업에 대한 “형평한 접근(equitable access)"을 고려하여 중간선을 조정하였다. 

Jan Mayen Case, pp. 71-72, para. 75 참조.

609)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p. 49-50, para. 91; 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Case, p. 58, para. 101. pp. 107-108, para. 229; Black Sea Case, 

p. 110, para. 149 참조.

불균형성 테스트의 실제 역할

관련사정의 형평성 ‘평가’ 사후 

‘검증’지형(도서/해안형태) 해안 길이 격차

형평의 원칙/관련사정 O O O

2단계 방식
∙1단계(기점 설정)

∙2단계(잠정적 등거리선 조정)

∙2단계 ∙2단계

3단계 방식(표준방식)
∙1단계(기점 설정)

∙2단계(잠정적 등거리선 조정)

∙2단계 ∙3단계

[표 4] 해양경계획정에서 차단효과에 대한 불형평성 테스트의 역할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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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는 양국의 관련해안 길이 격차의 기준은 Maine 만 판결(1984년)과 같이 

엄격하게 정량적으로 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현격한 길이의 격차가 요구되

고 있다.610) 도서로 인해 발생되는 불형평한 차단효과를 조정하는 방법과 관

련해 국제 판례법에서는 도서를 등거리선의 기점에서 배제하거나 반분효과부

여를 해왔고 또는 도서의 법적 지위에 따라 12해리 또는 24해리 위요선/준위

요선을 설정, 또는 정비율 방식을 사용하여 왔다.611) 각 방식과 관련된 자세

한 내용은 제4장과 제5장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제 3 절 소  결

   

   제3장에서는 차단효과 방지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고려 사항들을 살펴보

았다. 첫째, 차단효과의 존재와 그 불형평성의 평가는 당사국의 모든 해안과 

해역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며 UNCLOS에 근거한 일응권원의 원칙 및 중

첩 투사 원칙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다. 그리고 비합리적인 차단효과의 평

가 및 검증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개념의 비례성 테스트와 불균형성 검증을 

통해 해양경계획정 모든 단계에서 고려되고 검토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해당 테스트 또는 검증을 통해 불합리한 차단효과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양국의 일응권원이 합리적이고 상호 균형 잡힌 방식의 조정

되기 위해 판례법상 전반적인 지리 상황을 고려하여 당사국 간의 해안 길이 

격차를 반영하여 잠정적 등거리선을 조정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도서의 효

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국제 판례에서 차단효과를 발생

시키는 각 지리적 요인을 본토 해안과 관련된 요소와 도서로 나누어 살펴보

면서 차단효과 방지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방식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610) Gulf of Maine Case, p. 336, para. 222; Libya/Malta Case, p. 50, para. 68; Jan 

Mayen Case, p. 65, para. 61; Barbados v. Trinidad and Tobago, p. 110, para. 372; 

Nicaragua v. Colombia, p. 708, para. 229.

611) Stephen Fietta and Robin Cleverly, supra note 18, pp. 73-8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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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본토 해안 관련 차단효과 방지 원칙

  

제 1 절 문제 제기

  1. 본토의 인접 해안 관계와 차단효과

   본토 해안(mainland coast)의 지리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차단효과 방지

원칙의 실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 판례에서 본토 해안과 관련된 차

단효과는 주로 인접 해안 관계에서 발생된다.612) 대향국간의 등거리선의 경

우 일반적으로 분쟁 해역을 “동등하게 분할”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형평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613) 이것은 대향국간 해안의 경우 각 기

점이 중간선 경로에 끼치는 범위가 인접국간의 단일 기점의 경우보다 짧기 

때문이다(그림 24 참조).614) 반면에 인접국간의 등거리선은 육지경계선의 끝

점을 기준으로 양국의 영해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기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연결하는 것이며 단일 기점이 등거리선 경로에 끼치는 범위가 대

향 해안 관계보다 상대적으로 더 길다(그림 25 참조).615) 따라서 대향 해안 

관계에서는 제5장에서 논의될 도서와 관련된 차단효과를 제외하고 차단효과

와 관련된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해당 장에서는 본토의 인접 해안 간 경

계획정에 한정하여 차단효과 방지 원칙의 적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토의 인접 해안 관계에서 차단효과는 해양경계선의 시작점에 대한 결정

에서부터 고려된다. 대향 해안간 경계획정의 경우 해양경계획정의 시작점이 

일반적으로 마주보는 양국의 관련 해안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차단효과와 관련해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 그러나 인접 해안간 경

612) 해양경계획정에서 해안은 본토 해안과 섬 해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제4장에서

는 본토 해안 간 경계획정과 관련된 차단효과 문제를 다루고 제5장에서는 섬 해안과 관련된 

차단효과를 다루고자 한다.

613)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 36, para. 57; 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Case, pp. 51-52, para. 8. 

614) Stephen Fietta and Robin Clerverly, supra note 18, p. 60 참조.

615) Ibid, pp. 61-62,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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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정에서 해양경계선의 시작점은 경계획정의 시작점이자 대상해역에 대한 

당사국의 일응권원 투사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해양경계선의 시작점은 대게 

본토의 육지 경계선 종점과 관련된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국제 판례에서

는 해당 사항을 매우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다루어 왔다.616) 다음으로 인접 

해안 관계에서 해안의 오목성은 본토 해안 투사의 차단효과의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오랫 동안 다루어져 왔다. 그리고 최근 2018년 ICJ 판결에서는 본

토 돌출 지형에 대한 기점 설정으로 인한 차단효과를 최초로 인정되기도 하

였다. 따라서 제4장에서는 본토 해안과 관련된 위의 세 요인과 관련된 차단

효과 방지 원칙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해역별 검토의 필요성

   해당 장에서 살펴볼 인접국간 본토 해안의 오목성과 돌출 해안으로 인한 

차단효과는 각 해역(영해, EEZ·200해리 이내 대륙붕, 200해리 이원 대륙붕)별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에서 ICJ는 인접해안 

간 경계획정에서 특정 해안 형태에서 측면 등거리선의 왜곡효과가 영해에서

는 상대적으로 작고 바다쪽 방향으로 확장될수록 이러한 효과가 극대화된다

616) Cameroon v. Nigeria, pp. 425-428, paras. 247-260, p. 449, Sketch-map No. 12. 

Costa Rica v. Nicaragua, pp. 28-30, paras. 59-66, p. 36, paras. 80-81.

617)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and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odesy, supra note 309, Chapter 6-5, Figure 6.2.

618) Ibid., Chapter 6-6, Figure 6.3 (본 연구자 수정).

[그림 24] 대향국간 등거리선 작도617) [그림 25] 인접국간 등거리선 작도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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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결한 바 있다.619) 이것은 영해가 EEZ와 대륙붕에 비해 좁은 해역대(海

域帶)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목성 또는 돌출 해안이라는 특별사정에 의해 발

생되는 차단효과가 적게 발생되기 때문이다.620) 따라서 잠정적 등거리선을 

적용할 때 영해 경계획정에서보다는 EEZ/대륙붕 경계획정에서 차단효과로 

인해 다른 경계획정 방식이 사용되거나 잠정적 등거리선의 조정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판례법에서는 EEZ/대륙붕 경계획정에서 차단효과

의 불형평성을 검증함에 있어 당사국의 관련해안 길이 비율과 잠정적 등거리

선에 의해 할당된 관련 해역의 비율을 검토하는 비례성 또는 불균형성 테스

트의 엄격한 적용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고,621) 따라서 재판소의 재량권 행사

가 될 여지가 많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각 해역의 성격과 UNCLOS에서 각 해역의 경계획정 규정(제15

조·제74조·제83조)의 내용상 차이를 고려할 때 각 해역에서 발생되는 차단효

과 또한 다른 기준에 따라 평가될 수 있다. 우선 대상해역의 성격에 따라 해

양 경계선은 영토적 경계선(territorial boundaries)과 기능적 경계선(functional 

boundaries)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영해 경계획정은 관련 연안국의 권리가 

영해의 해저, 상부수역, 상공에 대한 주권을 수반하고 있어 영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622) ICJ는 또한 UNCLOS 제15조의 “등거리선/특별사정” 법칙의 

“관습적인 성격”을 인정하고 영해 경계획정에서 등거리선 방식이 "실행불가

능하지 않는(not feasible)" 한 이러한 2단계 원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

다.623) 가이아나 v. 수리남(2007년)도 카타르 v. 바레인(2001년)과 같이 영해 

경계획정에서 중간선의 “우선성(primacy)”을 확인하고 있다.624) 이 후 니카라

과 v. 온두라스(2009년)는 기능적 성격의 EEZ/대륙붕을 영해와 구분하고 주권

과 관련된 후자 해역의 성격으로 인해 해당 경계획정 방식이 좀 더 분명하게 

619)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 37, para. 59.

620)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 37, para. 59 참조; Nuno Marques Antunes, 

supra note 37, p. 98; Proelss, Alexander (ed.), supra note 9, p. 152.

621) Stephen Fietta and Robin Clerverly, supra note 18, p. 607.

622) UNCLOS 제2조. Qatar v. Bahrain, p. 93, para. 174.

623) Qatar v. Bahrain, p. 94, para. 176. Nicaragua v. Honduras, p. 745, para. 283. 당

해 ICJ 판결 당시 카타르가 UNCLOS의 미발효국이라는 이유로 재판소는 관습국제법을 준거

법으로 정하였다. Ibid., p. 91, para. 167.

624) Guyana v. Suriname, p. 93, paras. 295-296. 



- 132 -

표현될 필요가 있고 이는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협약 제12조 1항과 

UNCLOS 제15조로 구현되었다고 설시하였다.625) 즉 이것은 해역의 법적 성

격이 해양경계획정 방식의 선택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코스타리카 v. 니카라과(2018년)에서 Robinson 재판관은 니카라과 v. 온

두라스(2007년)의 설시가 영해/EEZ/대륙붕 경계획정에 대한 “이분법적 접근법

(dichotomous approach)”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효과적인 사법적 견해로 보았

다.626) 또한 영해 경계획정은 연안국이 영해에서 향유하는 “영토권(territorial 

right)”으로 인해 법체계상 EEZ/대륙붕 경계획정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언급함으로써627) 영해의 영토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연안국의 

해안에 인접한 곳에 위치한 영해는 연안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해양 공간으로 

관련국간에 타협의 여지가 없는 “안보”라는 중요한 요소와 결부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이를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식인 “상대적 근접성(closer 

proximity)”에 근거한 중간선 방식이 선택되었다고 볼 수 있다.628) 따라서 영

해에서의 잠정적 중간선은 EEZ와 대륙붕에서 사용되는 잠정적 중간선과는 

다른 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EEZ와 대륙붕의 경계획정은 전술한 바와 같이 기능적인 성격의 

해역으로 UNCLOS 제77조 1항(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과 제56조 1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관할권 및 의무)에 따라 대륙붕과 해저

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 연안국의 기능적 권한 행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영

625) Nicaragua v. Honduras, pp. 740-741, para. 269-270. 이 사건의 영해 경계획정에서는 

특별사정의 존재로 인해 양국의 해양경계선을 각의 이등분방식으로 획정하였다. Ibid. p. 

746, para. 287 참조; Massimo Lando, "Judicial Uncertainties Concerning Territorial 

Sea Delimitation Under Article 15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66 (2017), pp. 

595-596.

626) Separate Opinion of Judge Robinson, Costa Rica v. Nicaragua, p. 4, para. 14.

627) Ibid.

628)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 29, para. 39, Bangladesh/Myanmar Case, 

p. 46, para. 148 참조. Nuno Marques Antunes, supra note 37, p. 191. cf. 그러나 리

비아/몰타(1985년)의 200해리 이내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ICJ는 몰타가 주장하는 주권평등 원

칙에 근거한 등거리선 주장을 배척하였다. 재판소는 연안국이 당연하게 처음부터 대륙붕에 

대한 일응권원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해당 원칙에 따라 동등한 대륙붕의 범위가 연안국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포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Libya/Malta Case, pp. 42-43, para.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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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에서의 주권 행사와는 달리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제한적인 물적 관할권과 

인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629) 이와 관련해 Higgins는 경계획정에 대한 

당사국의 청구에 대한 판결이 당사국간의 자원을 할당하는 실제적인 일의 

“예비단계”일 뿐이라고 언급함으로써 해양경계획정을 기능적인 해역을 분할

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630)

제 2 절 해양경계선의 시작점

  1. 해양경계선의 시작점과 차단효과 

    1) 관련 판례

   일반적으로 해양경계획정의 시작점은 당사국간의 합의 또는 합의가 부재

할 경우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었다.631) 그러나 대부분의 인접 해안간 

경계획정 사건의 해양 경계획정의 시작점은 재판소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이 때 관련 당사국은 인접 해안간 경계선의 시작점과 관련된 육지 영토의 영

유권 문제, 육지/해양 경계선 협약의 효력 및 해석 그리고 국제 판정의 해석

629) Yoshifumi Tanaka, supra note 12, pp. 9-10. 

630) Rosalyn Higgins, supra note 573, p. 224. 그러나 Nuno Marques Antunes은 해양경

계획정에 대한 Higgins의 견해가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비판했는데 이는 영해 경계획정에서 

경제적인 측면 보다 더 많은 요소가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Nuno Marques 

Antunes, supra note 37, p. 2. 

631) 당사국간 합의로 경계획정 시작점이 결정된 사건은 다음과 같다.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 14, para. 5. Ibid., Map 3 참조(p. 13과 p. 16 사이): Alexander G. 

Oude Elferink, supra note 140. p. 440. Gulf of Maine Case, p. 253, para. 5. St. 
Pierre and Miquelon Case, p. 1152, para. 1. Guyana v. Suriname, p. 97, para. 307.  

Bangladesh/Myanmar Case, p. 48, para. 157. Tunisia/Libya Case, p. 42, para. 35, 

p. 93, para. 133(C)(2). Ibid., p. 81, Map No. 2, p. 90, Map No. 3 참조. cf. 당사국은 

육지경계선의 종점에 대해서는 합의하였지만 해당 지점과 연결되는 저조점의 위치에 대해 불

합의하였고(양 당사국이 주장하는 저조점간 거리는 42m이다) 재판소가 해당 저조점을 결정

한 사건이다. 재판소는 두 육지경계선 지점(BP 54와 BP 55)의 연결선이 바다쪽으로 확장되

었을 때 저조선과 만나는 지점(BP +55)을 양국 해양경계획정의 시작점으로 설정하였다. 

Ghana/Côte d'Ivoire Case, p. 99, paras. 351-352, p. 100, para.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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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상이한 주장을 하였고, 재판소는 관련 협약이나 판정의 유효성을 판

단하여 당사국의 육지경계선의 종점을 결정하였다. 재판소는 각 상황에 따라 

관련 법률 문서에 따라 해양경계선의 시작점을 설정하기도 때로는 협약과 관

계없는 새로운(de novo) 해양경계선의 시작점을 결정되기도 하였다.632)

    2) 검   토 

    

   해양경계획정의 시작점은 당사국의 관련해안의 범위를 결정하는 출발점이

다. 따라서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합의가 부재할 경우 일방국은 자국에게 유

리한 시작점의 위치를 청구하게 되며 그에 따라 타방국의 해양경계획정 시작

점 청구에 의해 발생되는 중첩되는 관련해안의 범위만큼 자국의 해안 투사의 

차단효과가 잠재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카메룬 v. 나이지리아(2002년)에서 카메룬은 1914년 협정, 1971년 Yaounde 

선언, 1975년 Maroua 선언에 따라 Bakassi 반도 서편 Akwayafe 강 하구에서 

해양경계선이 시작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카메룬은 Bakassi 반도의 영유

권 주장과 함께 양국 간에 합의된 해양경계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해당 반도 동편 Rio del Rey 하구 입구에 양국 해양경계선의 시작점이 위치

해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도상 양국의 청구점 간의 거리는 약 8해리에 해당

된다(그림 26 참조).633) 코스타리카 v. 니카라과(2018년)에서도 Isla Portillos 북

부 해안의 영유권 문제로 인해 양국이 청구하는 해양경계선 시작점 간의 거

리는 3㎞ 이상(약 2해리)이었다(그림 27 참조).634) 결국 해양경계선의 시작점

에 대한 청구에 따라 당사국의 관련해안의 범위 그리고 결국에는 해안 투사

의 범위가 확장되거나 축소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작점에 대한 결정은 해양경

632) 유효성이 인정되어 해양경계선의 시작점 결정에 적용된 협약은 다음과 같다: 

Guinea-Bissau/Senegal Case, p. 43, para. 80, p. 120, para. 161. Cameroon v. 

Nigeria, pp. 428-431, para. 261-268. Black Sea Case, p. 86, para. 66. Peru v. 

Chile, p. 64, paras. 169, 174, 176. Bangladesh v. India, pp. 45-52, paras. 157-189. 

cf. 두바이/샤르자에서 1956년 Tripp 결정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였고 결국 재판소는 

새로운 해양경계획정의 시작점을 설정하였다. Dubai/Sharjah Case, p. 585, para. 74, pp. 

653-654, paras. 217-218.

633) Qatar v. Bahrain, pp. 425-428, paras. 247-260, p. 449, Sketch-map No. 12 참조.

634) Costa Rica v. Nicaragua, pp. 28-30, paras. 59-66, p. 36, paras. 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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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정에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2. 위요 구간과 차단효과

    1) 관련 판례

   코스타리카 v. 니카라과(2018년)에서 양국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해양경계획

정의 시작점과 관련해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ICJ는 양국의 1858년 조약과 

해당 조약에 대한 Cleveland 판정 및 Alexander 판정에 대한 해석을 기초로 

양국의 육지경계선 끝점이 San Juan 강 오른쪽 둑의 카리브해 해안의 저조점

635) Counter-Memorial of Nicaragua, Costa Rica v. Nicaragua, p. 86, Fig. IIb-3.

636) Cameroon v. Nigeria, p. 449, Sketch-map No. 12 참조. (본 연구자 수정)

[그림 27] 카리브해 지역: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과의 해양경계선 시작점 청구635)

[그림 26] 카메룬과 나이지리아의 

해양경계선 시작점 청구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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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치해 있다고 판결하였다.637) 이로 인해 니카라과의 석호(Harbor Head 

Lagoon)가 양국의 육지경계선 종점인 San Juan 강둑을 기준으로 코스타리카

의 본토 해안(Isla Portillos 북부 해안) 방향으로 3㎞ 떨어진 곳에 위요로 존재

하게 되는 독특한 상황이 발생되었다(그림 28 참조).638) 반면에 해양경계획정 

시작점에 대한 니카라과의 청구에 따라 Harbor Head Lagoon 동단의 Punta de 

Castilla에 시작점을 설정할 경우 코스타리카의 Isla Portillos 해안이 위요화 되

는 결과가 발생되어 해당 해안의 바다쪽 투사가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되었

다.639) 기존의 해양경계선 시작점의 결정에 따른 차단효과는 해당 결정에 따

른 당사국의 관련해안 길이의 증가 또는 축소와 관련된 차단효과에 해당되지

만, 2018년 ICJ 판결의 경우 경계선 시작점 결정에 따라 타방국 국가에 일방

국 영토가 위요화 됨으로써 발생되는 차단효과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ICJ는 잠정적 등거리선을 작도한 후 특별사정 중 하나로 Harbor Head 

Lagoon에 대해 검토하였다. 재판소는 Habor Head Lagoon을 카리브해에서 분

리시키는 사주의 불안정성 그리고 Harbor Head Lagoon이 코스타리카 영토 내

에서 위요화 된 상황으로 인해 특별한 해결 방법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였다. 

그에 따라 해당 석호에 영해를 부여할 경우 코스타리카 영해의 연속성을 깨

뜨리게 되는 반면에 이러한 영해가 니카라과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판

결하고 관련 석호에 어떤 권원도 부여하지 않았다.640)

    2) 검   토

   인접국 간의 해양경계획정의 시작점 인근 영토에 상대국의 영토가 위요로 

존재하게 될 경우 이러한 위요에 발생될 수 있는 해양 권원에 대한 차단효과를

637) Costa Rica v. Nicaragua, p. 32, para. 71.

638) Ibid., p. 28, para. 60, p. 38, para. 86, p. 42, para. 105.

639) Separate Opinion of Judge Xue, Ibid., p. 4, para. 15. 니카라과 쪽의 차단효과와 관

련된 Xue 재판관의 주장은 Harbor Head Lagoon이 영해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견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Gevorgian 재판관과 Al-Khasawneh 재판관도 Harbor Head Lagoon에 해

양 권원을 부여하지 않은 재판소의 판시가 정당하지 않고 완전히 비합리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Ibid., pp. 4-5, para. 17; Declaration of Judge Gevorgian, Ibid., p. 4, para. 9; 

Dissenting Opinion of Judge Ad Hoc Al-Khasawneh, Ibid., p. 5.

640) Costa Rica v. Nicaragua, p. 42, para.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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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해양경계획정을 실시되어야 한다. 니카라과의 Harbor Head Lagoon

은 1975년 세네갈과 감비아 협정,641) 1976년 스페인과 포르투갈 협정,642)

1984년 프랑스와 모나코 협정643)에서 상대국 영토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감

비아, 포르투갈, 모나코의 지리적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해당 협약

에서는 관련 국가들의 해안 투사를 보장하기 위해 위선과 경선 또는 평행선 

방식을 사용하여 경계획정을 실시하였다. 물론 이 사건은 위 세 국가 실행과

는 달리 국가 전체가 아닌 시작점의 위치에 의해 일방국 영토의 일부가 위요

로 존재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타 국가 영토에서 위요로 

존재할 수 있는 영토의 해안 투사의 차단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세 

국가실행을 참고하여 경계획정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 ICJ는 Harbor Head Lagoon에 해양 권원이 부여될 수 있는지 

여부, 즉 해당 석호의 법적 지위 또는 해당 사주의 법적 지위를 검토하지 않

고 해당 석호에 영해가 부여될 경우 양국에게 발생될 수 있는 법적 이익의 

유무만을 검토한 결과론인 분석에 근거해 Harbor Head Lagoon에 영해가 부여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ICJ는 석호에 영해를 부여하는 법적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도 제시하고 있지 않아 그 논거가 빈약

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Harbor head Lagoon이 해양 권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법적 지위

는 무엇일까? 첫째, UNCLOS는 석호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

하고 있지 않다. UN의 Division of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이하 

“DOALOS”)은 석호의 폐쇄된 수역이 내수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석호 입구를 

가로지르는 폐쇄선을 작도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644) 이것은 석호가 

UNCLOS 제10조 4항의 만 내의 수역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641) Jonathan I. Charney, Lewis M. Alexander(ed.), supra note 101, pp. 849-855.

642) 당해 협약은 경도선으로 획정된 남부 지역 인근에서 발견된 가스 보유지로 인해 당해 계속 

발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Jonathan I. Charney, Lewis M. Alexander(ed.), supra

note 465, pp. 1791-1800; Nuno Marques Antunes, supra note 37, p. 174.

643) Jonathan I. Charney, Lewis M. Alexander(ed.), supra note 465, pp. 1581-1590.

644) United Nations, Office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supra note 

331, pp. 10-12; U. S. Dept. of State: Bureau of Oceans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Scientific Affairs, Limits in the Seas, No. 140, Mauritius: 

Archipelagic and other Maritime Claims and Boundaries (July 8, 2014), p. 3, note 5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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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것이다. Harbor Head Lagoon의 사주가 그 불안정성으로 인해 “육지

가 바다를 지배한다”는 대명제에 따라 일응권원을 발생시킬 수 없다 하더라

도 Harbor Head Lagoon은 내수로 인정되어 해당 석호의 양쪽 입구의 폐쇄선

에서 12해리 영해를 가질 수는 있을 것이다.645) 이러한 해결법을 통해 Xue, 

Gevorgian Al-Khasawneh 재판관이 언급하고 있는 해당 석호에 대한 영해 일

응권원의 비합리적으로 차단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본토 해안의 오목성

1. 영해 경계획정

   영해 경계획정은 일반적으로 관습국제법의 일부로 인정된 1982년 

UNCLOS 제15조(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 협약 제12조)에 따라 획정된다.647)

645) ICJ는 Harbor Head Lagoon을 카리브해에서 분리시키는 사주가 니카라과의 주권 하에 있

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해당 사주가 Harbor Head Lagoon의 북동쪽 끝인 Ple2와 북서쪽 끝

인 Plw2 사이에 펼쳐져 있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이 두 지점은 니카라과와 코스타리카의 

또 다른 육지경계선의 끝점이 될 수 있다. Costa Rica v. Nicaragua, p 32, para. 73.

646) https://qcostarica.com/new-diplomatic-conflict-brewing-with-nicaragua

<2020.01.30. 최종검색>. (본 연구자 수정)

647) Qatar v. Bahrain, pp. 93-94, paras. 175-176. Croatia/Slovenia Case, p. 293, 

para. 950. 니카라과 v. 온두라스(2007년)에서 ICJ는 1982년 협약 제15조와 1958년 협약 제

[그림 28] 니카라과의 Harbor Head Lagoon과 사주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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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에서 오목성으로 인한 차단효과는 역사적 권원(historical titles)648)을 제

외하고 잠정적 등거리선/중간선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중간선 이외의 경계획

정 방법이 요구되는 특별사정에 해당된다.649) 인접국간 영해 경계획정에서 

오목성으로 인한 차단효과를 법적 쟁점으로 다룬 국제 분쟁으로는 방글라데

시 v. 인도(2014년),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2017년), 코스타리카 v. 니카라과

(2018년)650) 사건이 있다.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2017년)를 제외한 나머지 세 

사건의 영해 경계획정에서는 오목성으로 인한 차단효과의 상당성이 부인되었

다. 따라서 이 세 사건의 영해 경계획정에서 해안 형태의 오목성을 특별사정

으로 인정하여 잠정적 중간선을 조정하는 법적 근거와 기준 대해 검토해 보

고자 한다.

    1) 관련 판례

      (1) 방글라데시 v. 인도(2014년)

  

   2014년 중재 사건에서 방글라데시는 Bengal 만 삼각주 해안의 불안정과 

오목성을 불형평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UNCLOS 제15조상의 특별사정으로 보

았다. 방글라데시는 Bengla 만의 오목성이 1969년 북해대륙붕의 오목성과 유

사한 한 상황으로 보고 “거시 지리(macro-geography)”에 초점을 둔 기니/기니

비사우(1985년)와 방글라데시/미얀마(2012년)처럼 벵갈 만의 전체 해안의 형

12조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시하였다. Nicaragua v. Honduras, p. 744, para. 280.

648) 역사적 권원은 1982년 UNCLOS 제15조와 제298조 1항 i호 a목에서 등장하는 용어로 

UNCLOS 상에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남중국해 사건에서 중재 재판소는 UNCLOS 초안자들

이 제298조 1항 i호 a목상의 역사적 권원을 “역사적 상황에서 비롯된 해역에 대한 주권의 청

구를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판정함으로써 역사적 권원의 의미를 좀 더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있다. 또한 중재재판소는 역사적 권리가 “주권”을 포함할 수 있고, 또 어업권과 같

이 "좀 더 제한된 권리"를 동등하게 포함할 수 있는 반면에 역사적 권원은 구체적으로 영토 

또는 해역에 대한 역사적 주권을 언급하는데 사용된다고 함으로써 역사적 권리와 구별된다고 

판정하고 있다. South China Sea Arbitration, p. 96, paras. 225-226. Alexander 

Proelss (ed.), supra note 9, p. 163.

649) Nicaragua v. Honduras, p. 685, paras. 72-73, pp. 742-749, paras. 277-298.  

650) Bangladesh v. India, pp. 67-75. paras. 234-272. paras. Croatia/Slovenia Case, p. 

1, para. 1, p. 293, para. 950, pp. 292-322, paras. 949-1014. Costa Rica v. 

Nicaragua, p. 41, paras. 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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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고려하여 각의 이등분선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그림 29 

참조).651) 이에 대해 인도는 등거리 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12해리라는 좁은 

영해대에서는 오목성이 “상당한 요소(significant factor)”가 될 수 없으며,652)

또한 양국의 관련해안의 오목성이 상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653) 재판소는 

벵갈 만의 오목성 해안이 12해리 영해에서는 잠정적 중간선의 조정을 요하는 

“상당한 차단(significant cut-off)”을 발생시키지 않다고 판시하면서 UNCLOS 

제15조상의 특별사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654)

      (2)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2017년)

   슬로베니아는 영해 경계획정이 실시되는 아드리아해의 전반적인 지리 상

황이 UNCLOS 제122조의 의미 내에서 “폐쇄해 또는 반폐쇄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657) 또 크로아티아 해안과 이탈리아 해안 사이에서 자국의 해안

651) Memorial of Germany,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 44, Figure 9. 

Memorial of Bangladesh, Bangladesh v. India, paras. 1.15-1.16, pp. 67-68, para. 

234, p. 69, paras. 239-240.

652) Bangladesh v. India, p. 69, para. 239.

653) Ibid., p. 70, para. 244.

654) Ibid., p. 71, paras. 246-248, pp. 75, paras. 270-272. p. 355, para. 1105,

655) Ibid., p. 77, Map 3 참조.

656) Reply of Bangladesh, Vol. I, Ibid., Figure R3.11

657) 슬로베니아는 영해 경계획정과 관련해 아드리아해가 UNCLOS 제122조 상의 폐쇄해 또는 

반폐쇄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고 중재재판소는 관련 판정에서 아드리아해의 관련지역의 폐

쇄성을 언급하였다. 이에 크로아티아는 “관련 해역의 이용 제도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UNCLOS 제123조를 적용함에 있어 아드리아해가 반폐쇄해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에 동

      인도의 영해 청구선

   영해 경계획정선

        (본 연구자 첨부)655)

[그림 29] 영해경계획정: 방글라데시의 바다쪽 해안 투사 차단 주장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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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 매우 오목하며, 자국의 해안과 대향 관계에 있는 이탈리아(제3국) 해안 

간의 거리가 11해리 미만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였다.658) 이러한 해안 관계에서

Osimo 조약(Treaty of Osimo)659)으로 인해 슬로베니아가 영해 기점으로부터 6해리

미만(5마일)의 영해대만을 보유하고 있어 “압착 효과(squeezing effect)”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였다(그림 30 참조).660) 그러나 크로아티아의 경우 대향하고 있

는 이탈리아 해안에서 평균적으로 50해리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와 상관이 없다고 설명하였다.661) 이러한 지리적 상황에서 슬로베니아는 

자국의 오목성 해안과 크로아티아의 Savudrija 갑에 대한 기점 설정으로 인해 

“심각한 차단효과(severe cut-off effect)”가 발생되어 슬로베니아의 어떤 영해 

기점에서도 12해리를 초과하지 못하는 영해대가 발생되어 슬로베니아에게 

“아주 작은(minuscule)” 영해 지역만 남게 되는 특별사정을 주장하였다(그림 

30 참조).662) 슬로베니아는 또한 오목성으로 인한 스퀴즈 효과가 판례법상 영

해 이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지만 슬로베니아의 주권이 매우 제한

되는 이러한 폐쇄해상의 지리적 상황이 “긴요한(compelling)” 이유가 된다고 

주장하였다.663)

   크로아티아는 오목성으로 인한 차단효과는 “경계획정의 사법적 성격”을 

고려할 때 영해 경계획정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크로아티아는 해당 

효과가 UNCLOS 제15조의 특별사정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EEZ와 대륙붕의 

관련사정보다 휠 씬 더 높은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664) 또한 슬

의하였다. 중재재판소 역시 공해 연결지역 제도와 관련해 제123조에 따른 모든 국가의 명시

적인 의무를 상기함으로써 아드리아해가 폐쇄해 또는 반폐쇄해임을 인정하고 있다. 

Croatia/Slovenia Case, pp. 298-299, para. 965, p. 321, para. 1013, p. 358, para. 

1114, pp. 362-363, para. 1134.

658) Ibid., p. 299, para. 967.

659) 해당 협약은 이탈리아와 구 유고슬라비아에 의해 체결되었고 양 당사국이 이를 승계하였다.

Ibid., p. 2, para. 9. cf. 해당 협약에서는 등거리선 작도를 위해 이탈리아에게 유리한 경계

획정 결과를 발생시키는 양국의 직선기선 간의 등거리선과 구 유고슬라비아에게 유리한 양국

의 해안선 간의 등거리선 사이에 중간선을 설정함으로써 직선기선에 부분 효과를 부여하였다.

Charney, Jonathan I. and Alexander, Lewis M. (eds.), supra note 489, pp. 

1639-1647.

660) Croatia/Slovenia Case, pp. 298-299, paras. 965-967.

661) Ibid., p. 299, para. 967.

662) Ibid., p. 1, para. 1, p. 293, para. 950, pp. 292-322, paras. 949-1014.

663) Ibid., pp. 301-302, para. 973.

664) Ibid., pp. 302-303, paras. 97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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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베니아가 주장하는 오목성은 경계획정의 대상 해역 밖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를 무시할 것을 요청하였다.665)

   중재재판소는 영해 경계획정의 시작점인 A 지점에 매우 가까이 위치한 

크로아티아의 해안선이 급격하게 남쪽으로 꺾이기 때문에 대상수역으로 향해 

있는 크로아티아의 해안선의 일반적인 방향이 매우 짧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해당 해안선상에 등거리선을 통제하는 크로아티아의 기점을 설정할 경우 해

당 기점이 남향 해안을 포함한 크로아티아의 모든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을 

반영하지 못하여 엄격한 등거리 방식을 사용할 경우 해당 경계선이 현저하게 

북쪽으로 굴절되어 슬로베니아의 해역을 상당히 지나치게 둘러싸게 되는 차

단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시하였다.666) 재판소는 형평한 경계획정을 위해

이러한 슬로베니아의 지리적 상황에서 발생되는 차단효과는 UNCLOS 제15조와

국제법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불균형한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A 지점에서 Osimo 조약의 경계선 상의 T2-T3와 평행한 방향으로 조정

함으로써 슬로베니아 영해가 둘러싸이게 되는 상황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

는 해결책을 제시하였다(그림 30 참조). 668)                

665) Ibid., p. 302-303, para. 975.

666) Ibid., pp. 318-319, para. 1011. 

[그림 30] 영해경계획정: 

슬로베니아의 차단효과 주장667)

  최종 영해경계선

  (본 연구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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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코스타리카 v. 니카라과(2018년)

   코스타리카 v. 니카라과(2018년)에서는 카리브해 지역의 영해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오목성으로 인한 차단효과를 검토하였다. 니카라과는 카리브해 지

역의 경계획정과 관련해 자국이 청구하는 경계획정의 시작점인 Punta de 

Castilla 인접지에서 해안선이 볼록성에서 오목성으로 바뀌게 되고 그에 따라 

니카라과의 모든 기점은 오목성 해안에 그리고 코스타리카의 기점은 Punta 

de Castilla 오른쪽의 볼록성 해안에 위치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그림 31 참

조). 이로 인해 엄격한 등거리선은 코스타리카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니카라과

에게는 가까워져 니카라과의 해안 투사가 “상당히” 그리고 “과도하게 차단

(exaggerated cut-off)”되는 특별사정이 발생되기 때문에 등거리선을 조정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그림 32 참조).669) 니카라과는 이러한 오목한 해안이 니카

라과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잠정적 등거

리선의 이탈이 니카라과가 청구하는 엄격한 등거리선의 시작점에서 약 25해

리(A 지점)까지 상당한 길이로 지속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코스타리카의 

볼록성은 해당 등거리선의 B-C지점까지 변위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하였다.670)

따라서 니카라과는 이러한 차단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성립된 국제법 원칙, 

UNCLOS상의 공평한 해결, 판례법 및 국가실행에 의거해 니카라과의 오목한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인 Monkey Point에서 Punta Castilla를 잇는 직선671)과 코

스타리카의 실제 해안선 사이의 등거리선으로 수정(C-0, C-1, C-1a, C2)되어야 

한다고 청구했다(그림 31 참조).672)

667) Ibid., Map IV, Map VI 참조.

668) Ibid., p. 321, para. 1014.

669) Costa Rica v. Nicaragua, p. 41, para. 101. Verbatim Record 2017/11, Ibid., pp. 

14-15, paras. 24-31. 또한 니카라과는 Punta de Castilla에서 시작하는 엄격한 등거리선이 

San Juan 하구에서 시작하는 코스타리카의 엄격한 등거리선에 의한 “극단적인 차단효과(the 

extreme cut-off effect)"를 약간 완화 시킨다고 언급하였다. Ibid., para. 30; 

Counter-Memorial of Nicaragua, Ibid., p. 112, para. 3.88. 이것은 시작점의 위치가 니

카라과에게 유리하게 이동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670) Counter-Memorial of Nicaragua, Ibid., p. 109, paras. 3.85-3.87.

671) 니카라과는 해당 직선이 약 60 ㎞에 이른다고 언급하였다. Verbatim Record 2017/10, 

Costa Rica v. Nicaragua, p. 23, para. 10.

672) Counter-Memorial of Nicaragua, Ibid., pp. 112-115, paras. 3.89-3.92; Verbatim 

Record 2017/11, Ibid., pp. 16-17, paras. 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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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타리카는 니카라과의 해당 주장을 배척하면서 등거리선에 의거한 경

계획정선에 의해 영해 내에서 불형평한 차단이 발생되지 않으며 또 영해 경

계획정을 필요로 하는 특별사정은 없다고 주장하였다.673) 코스타리카는 니카

라과가 주장하는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선이 만(bay)의 폐쇄선으로 여겨지며 

또 해당 만의 자연적 입구 양쪽인 Monkey Point와 Punta Castilla의 저조지점 

거리가 약 40해리에 이르러 UNCLOS 제10조 4항674)의 24해리 한계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폐쇄선을 니카라과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675) 코스타리카는 카리브해에서의 양 당사국의 영해 경계획정에 

있어 니카라과의 이러한 시도가 니카라과의 해양 영토를 인위적으로 확장하

려는 시도이며 이것은 자연의 완전한 개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676) 또

한 코스타리카는 니카라과의 오목성과 콜롬비아의 볼록성은 “미시 지리학적”

이며, 이러한 해안에 의한 차단효과가 소축척 지도에서는 “즉각적으로 분명

하지 않다”는 니카라과의 언급677)을 지적하며 가이아나 v. 수리남(2007년)과 

2012년과 2014년 Bengal 만 사건의 법리와 같이 해당 경계획정의 관련사정이 

될 만큼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678) 또한 니카라과가 주장하는 

자국 해안 투사의 차단은 부정확하게 묘사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679)

   재판소는 San Juan 강 입구 서쪽에 니카라과 해안의 오목성과 Harbor 

Head Lagoon 동쪽에 코스타리카 해안의 볼록성이 결합된 효과가 "제한적인 

상당성(limited significance)"을 띠고 있기 때문에 UNCLOS 제15조에 따른 중

간선의 조정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특별사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680)

673) Costa Rica v. Nicaragua, p. 41, para. 102.  

674) UNCLOS 제10조 4항은 다음과 같다: “만의 자연적 입구 양쪽의 저조지점간의 거리가 24

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 폐쇄선을 두 저조지점간에 그을 수 있으며, 이 안에 포함된 수역

은 내수로 본다.”

675) Verbatim Record 2017/9(Translation), Ibid., pp. 15-16, paras. 45.

676) Verbatim Record 2017/9(Translation), Ibid., p. 15, para. 44.

677) Counter-Memorial of Nicaragua, Ibid., p. 106, para. 3.85.

678) Verbatim Record 2017/9(Translation), Ibid., p. 14, para. 41, pp.16-17, paras. 

46-49.

679) Costa Rica v. Nicaragua, p. 41, para. 102.

680) Costa Rica v. Nicaragua, p. 41, para. 103.

681) Counter-Memorial of Nicaragua, Ibid., p.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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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   토

   영해 경계획정에서 오목성으로 인한 차단효과와 관련해 세 재판소는 모두 

해안의 오목성이 “상당한 차단효과”를 발생시킬 경우 잠정적 등거리선의 조

정을 요구하는 특별사정이 될 수 있으며683) 또한 상당한 오목성으로 잠정적 

등거리선을 조정함에 있어 자연을 개조하지 않아야 한다는 형평의 원칙을 적

용하고 있다.684) 또한 2017년 중재재판소는 UNCLOS 제15조를 적용함에 있

어 긴요성 테스트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아드리아해 북동단의 폐쇄해의 

682) Counter-Memorial of Nicaragua, Ibid., p. 108.

683) Bangladesh/India Case, p. 71, paras. 246-248, pp. 75, paras. 270-272; 

Croatia/Slovenia Case, pp. 318-319, para. 1011, p. 321, para. 1012 참조.

684) Ibid., p. 321, para. 1012.

[그림 31] 니카라과: 오목성-볼록성 해안 

주장과 조정된 등거리선(검정선)>681)

[그림 32] 니카라과: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

잠정적 등거리에 의한 차단효과 주장682)



- 146 -

존재와 그로 인한 슬로베니아의 차단효과가 “준거법과 국제법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고 판정함으로써 슬로베니아가 주장한 긴요성 테스트를 수용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긴요성 테스트는 매우 높은 기준의 입증을 

요한다. 다시 말하면 인접 해안간 영해 경계획정에서 슬로베니아의 오목성 

해안이 영해 내의 폐쇄해라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제3국과 체결한 경계

선과 당사국간의 잠정적 등거리선에 의해 갇혀 12해리 영해조차도 온전히 소

유하지 못하는 되는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제15조의 특별사정으로 인정하

고 있다. 따라서 영해 경계획정에서 오목성으로 인한 차단효과의 상당성은 

긴요성이라는 높은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연안국 해안 투사의 차단

의 존재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세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영해 경계획정에서는 크로아

티아/슬로베니아와 같은 예외적인 지리상황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해안의 

오목성으로 인한 차단효과가 인정되기는 어렵다. 2018년 ICJ 판결에서 Tomka 

재판관도 니카라과 해안의 오목성으로 인한 차단효과의 상당성을 주장하기는 

했지만 영해가 아닌 EEZ와 대륙붕에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제

시함으로써 영해에서의 등거리선 조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

다.685) 이는 각 판례의 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12해리 영해대

에서 양국의 해안 투사가 중첩되는 해역의 범위와 방글라데시와 니카라과의 

해안 투사가 잠정적 등거리선에 의해 차단되는 해역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12해리라는 좁은 수역 내에서 발생되는 등거리선/중간선에 대한 왜곡효

과는 더 넓은 수역인 EEZ/대륙붕 지역에서보다 ‘상대적으로 작다’고 판시한 

국제 법원의 판결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686)

   영해에서 차단효과의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은 영해의 법적 성격과

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영해에서의 연안국의 권리가 

EEZ/대륙붕에 대한 권리와 같이 “기능적이지 않고 영토적이며(not functional 

685) Declaration of Judge Tomka, Costa Rica v. Nicaragua, p. 2, para. 6.

686)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 37, para. 59, p. 49, para. 89. 북해대륙붕 

사건의 관련 단락을 인용한 국제 판결 또는 판정은 다음과 같다: 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Case, p. 52, para. 86 and p. 326, para. 105. Tunisia/Libya Case, 

pp. 82-83, para. 115. Nicaragua v. Honduras, pp. 740-741, para. 269. 

Bangladesh/Myanmar Case, p. 81, para. 294. , p. 122, para.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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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territorial)”, 해저, 상부수역 및 기주에 대한 “주권(sovereignty)”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UNCLOS 제15조 상의 중간선이 “가장 논리적이고 또 가장 폭넓

게 실행되고 있는 접근법”687)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에 따라 차단효과라는 특

별사정으로 인한 제15조의 예외적 적용의 기준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영해 경계획정에서 차단효과가 인정된 2017년 중재판정과 관련

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크로아티아의 기점 설정과 관

련하여 재판소는 크로아티아의 관련해안으로 대상 해역을 향하고 있는 해안

선뿐만 아니라 남쪽으로 뻗어있는 해안선까지 반영하여 잠정적 등거리선의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정하고 있다. 만약 방사상투사 방식으로 12해리 

포락호선으로 관련지역과 관련해안을 설정한다면 아드리아해를 남서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크로아티아의 해안선도 관련해안에 포함시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 판정에서는 특정 투사 방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

고 있다. 중재재판소가 정면투사 방식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

면 재판소의 이러한 논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688)

   둘째, 중재재판소가 인정한 상당한 차단효과가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이다. 

Alex Oude Elferink는 잠정적 등거리선이 대상 해역을 바라보고 있는 슬로베

니아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에서 거의 수직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슬로베니

아 해안의 바다쪽 투사에 대한 차단이 거의 또는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

고 있다.689) 그러나 차단효과의 존재는 방글라데시 v. 인도에서도 판정된 바

와 같이 예각 투사를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690) 실제로 이러한 차단효과

의 불형평성은 불균형성 테스트, 즉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의 관련해안 길

687) Qatar v. Bahrain, p. 93, para. 174. Nicaragua v. Honduras, p. 740, para. 265. 

Nicaragua v. Colombia, p. 690, para. 177. Ghana/Côte d'Ivoire Case, p. 78, para. 262.

688) Alex Oude Elferink, "Slovenia/Croatia arbitration - Is the territorial sea 

delimitation inconsistent with the case law on maritime delimitation?", The blog of 

the K.G. Jesen Centre for the Law of the Sea("The JCLOS Blog"), posted on 

16/08/2017, available at 

https://site.uit.no/jclos/2017/08/16/sloveniacroatia-arbitration-is-the-territorial-se

a-delimitation-inconsistent-with-the-case-law-on-maritime-delimitation/(2019.07.18. 

최종확인).

689) Alex Oude Elferink, supra note 688.

690) Bangladesh/India Case, p. 86, para. 3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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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율과 잠정적 등거리선에 의해 양국에게 할당된 대상 해역의 비율을 비

교해 봄으로써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슬로베니아가 크로아

티아보다 휠 씬 더 긴 관련해안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판소의 잠

정적 등거리선의 조정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아드리아해 사건에서 차단효과의 상당성으로 인한 긴요성을 고려할 

때 해당 사건과 유사한 볼록성 해안의 경계획정을 실시한 2007년 니카라과 

v. 온두라스 판결처럼 UNCLOS 제15조의 예외적인 특별사정을 적용하여 각

의 이등분선 방식으로 영해 경계선을 설정하는 대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재판소는 제15조를 적용함에 있어 기점 설정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다

른 대체적인 경계획정 방식을 사용하기보다는 잠정적 등거리선을 조정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방식의 적용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691)

   영해 경계획정은 아직 다른 해역에 비해 많은 판례가 집적되어 있지 않

다. 그러나 연안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영해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영해 

경계획정에서 오목성 해안으로 인한 상당한 차단효과가 인정될 수 있는 지리

적 상황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91) Nicaragua v. Honduras, pp. 742-745, paras. 277-282, p. 746, para. 287 참조.

UNCLOS 제15조

영해 경계획정 방식: 잠정적 등거리선/대체 방식(X)  

1. 기점 설정 가능한 경우

2. 역사적 권원(X)·특별사정(O) → 오목성으로 인한 상당한 차단(significant cut-off)

↓

상당한 불균형성 평가

(substantial disproportionality)

↓

자연의 비개조 원칙

(잠정적 등거리선의 조정)

↓

형평한 결과

[표 5] 영해 경계획정에서 오목성에 의한 차단효과 방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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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EZ/200해리 이내 대륙붕 경계획정

    1) 관련 판례

      (1) 북해대륙붕(1969년)

   제2장 제2절 북해대륙붕 관련 설명 참조(pp. 46-51).

      (2) 기니 v. 기니비사우(1985년)

   제2장 제2절 기니 v. 기니비사우 관련 설명 참조(pp. 57-59).

      (3) 뉴펀들랜드 래브라도/노바스코샤(2002년)

   중재재판소는 200해리 이내 및 이원 대륙붕 경계획정을692) 국제법 원칙과 

1958년 대륙붕협약에 의거하여 중간선/특별사정 방식을 적용하여 실시하였

다.693) 오목성으로 인한 차단효과와 관련해 뉴펀들랜드 래브라도는 "내측 지

역(inner area)"694)의 경계획정에 있어 Cape Ray와 Burin 반도 사이의 자신의 

692) Newfoundland and Labrador/Nova Scotia Case (Second Phase), p. 15, para. 1.16.

693) 캐나다 두 지방 간 3인 중재재판이지만 두 당사자는 쟁점사항 정리서면(Terms of 

Reference)의 제3.1조에 따라 각 지방을 주권국으로 하는 법제 의제(legal fiction)에 의거해

당 해양경계획정을 다루었다. 캐나다는 재판 당시 1958년 대륙붕협약만 비준하였고(1970. 2. 

6.) 1982년 UNCLOS는 해당 중재판정 이후인 2003년 11월 7일에 비준하였다. 

Newfoundland and Labrador/Nova Scotia Case (First Phase), p. 85, Appendix A; 

Newfoundland and Labrador/Nova Scotia Case (Second Phase), p. 28, para. 2.1, p. 

37, para. 2.19, p. 48, para. 2.35. Coalter G. Lathrop, "Newfoundland and 

Labrador-Nova Scotia: The Latest International Maritime Boundary",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34 (2003), p. 90.

694) 재판소는 경계획정 지역을 "사실적인 지리(descriptive geography)"의 문제뿐만 아니라 당

사국 해안 지역의 대향/인접 해안 관계의 전환에 상응하도록 세 구역으로 나누어 경계획정을 

실시하였다: Cabot Strait의 폐쇄선 내측의 St. Lawrence 만, Cabot Strait 폐쇄선과 

Cormorandière Rocks-Lamaline Shag Rock  폐쇄선 사이의 내측 지역, Cormorandière 

Rocks-Lamaline Shag Rock 폐쇄선에서 대륙변계의 바깥끝까지의 “외측 지역(outer 

area)”. Ibid., pp. 64-69, paras. 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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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이 프랑스의 St. Pierre and Miquelon과 Nova Scotia의 관할권 사이에서 

“압착되어(squeezed)” 등거리선을 사용할 경우 자신의 해안에 대해 차단효과

가 발생된다고 주장하였다.695) 그러나 재판소는 St. Pierre and Miquelon과 관

련된 경계획정선이 이 사건의 경계획정에 있어 장애물로 작용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았다.696) 그러나 재판소는 뉴펀들랜드 래브라도가 

주장하는 압착과 그로 인한 차단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함으로써697)

제3국과 관련된 경계획정선의 존재로 인한 차단효과에 대해 상세하게 논의하

지 않았다.

      (4) 카메룬 v. 나이지리아(2002년)

  ICJ는 1982년 UNCLOS 제74조와 제83조에 따라 EEZ와 200해리 이내 대

륙붕의 단일 경계획정을 실시하면서698) 등거리선/관련사정의 2단계 경계획정 

방식을 적용하였다.699) 카메룬은 오목성에 의한 차단효과와 관련해 기니 만

에서 양 당사국 해안의 일반적인 형태, 특히 자국 해안선의 오목성으로 인해 

카메룬이 “위요(enclavement)”가 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고 청구하였다.700)

ICJ는 오목성으로 인한 차단효과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러한 위요가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과 1985년 기니 v. 기니비사우 사건의 

오목성으로 인한 차단효과와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였다.701) 그러나 해당 오

목성이 경계획정 지역에서 발생해야 하고 또 해당 지역과 관련된 카메룬의 

695) Ibid., p. 78, para. 4.28 and p. 87, para. 5.5,

696) 이 사건에서 St. Pierre와 Miquelon의 경계선의 영향과 관련해 해당 중재재판소는 캐나다

-프랑스 경계획정선을 만나지 않는 경계선을 작도하고 또한 해당 경계선과 직접적으로 관련

되지 않은 논거로 이러한 경계선의 작도를 정당화시켰다. 그러나 St. Pierre 섬과 Miquelon 

섬 주변의 국제경계선과 해당 사건에서 판정된 경계선의 최단 거리가 3.5해리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재판소가 St. Pierre와 Miquelon의 관할권이 장애물이 되는지에 대

한 질문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도서의 영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alter 

G. Lathrop, supra note 693, p. 85, pp. 95-96, note 11 참조.

697) Newfoundland and Labrador/ Nova Scotia Case (Second Phase), p. 87, para. 5.5,

698) Cameroon v. Nigeria, pp. 440-441, paras. 285-286.

699) Ibid., pp. 441-442, paras. 288-290.

700) Ibid., p. 433, para. 272, p. 445, para. 296.

701) Ibid., p. 445, para.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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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안의 동단 지점인 Debundsha 지점702)까지 카메룬 해안선이 “특별하게 

오목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exhibit no particular concavity)”고 판시함

으로써 오목성으로 인한 차단효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5) 가이아나 v. 수리남(2007년)

   중재재판소는 제74조와 제83조에 따라 EEZ와 대륙붕의 단일 대륙붕 경계

획정을 실시하면서 2단계 방식으로 경계획정을 수행하였다.703) 가이아나는 

EEZ/200해리 이내 단일대륙붕 경계획정에서 수리남의 Hermina Bank에 있는 

갑(岬)으로 인해 자국의 해안은 오목성 그리고 가이아나의 해안은 볼록성을 

띠고 있고 또 두 해안의 결합으로 인해 등거리선이 왜곡되어 수리남에게 

4000㎢ 면적의 해역이 더 부여되어 자국이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하였

다.704) 재판소는 이러한 “미시지리적인 오목성과 볼록성(microgeographical 

concavity and convexity)”705)에 의해서는 “현저한(marked)” 불형평성이 발생되

지 않는다고 보았다.706) 그러나 재판소는 양국의 이러한 오목성을 고려하여 

양국 육지경계선 끝점에서 약 100해리에 걸쳐 각국 해안에 11개의 기점을 설

정하여 등거리선을 작도하였고 따라서 어떠한 기점도 경계획정선의 경로에 

지나치게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는 안정적인 등거리선을 작도하였다.707)

      (6) 방글라데시 v. 미얀마(2012년)

    Bengal 만 북부 해안의 오목성으로 인한 차단효과를 경계획정방식 결정

과 등거리선 조정을 위한 관련사정의 검토에서 논의하였다. 방글라데시는 자

국과 이웃국(미얀마와 인도)간의 잠정적 등거리선과 Bengal 만 북부 해안의 

702) 재판소는 카메룬의 해안선이 Debundsha 지점을 넘어서면 나이지리아가 아닌 적도기니의 

Bioko 섬을 바라보게 되어 경계획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Ibid., pp. 442-443, 

para. 291. ICJ는 나이지리아 측 관련해안에 대해서 Ibid., pp. 446-447, para. 301.

703) Guyana v. Suriname, p. 107, para. 330, p. 110, para. 342, p. 113, para. 353.

704) Ibid., pp. 117-118, paras. 366-367.

705) Argument by Mr. Kohen, Verbatim Record CR 2017/9(Translation), Costa Rica v. 

Nicaragua, p. 16, para. 47 참조.

706) Guyana v. Suriname, pp. 121-122, para. 377.

707) Ibid., Appendix, A-3-A-4. Stephen Fietta and Robin Cleverly, supra note 18, p.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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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성으로 형성되는 “이중 오목성(double concavity)”으로 인해 북해대륙붕의 

독일과 같이 차단되는 효과를 고려하여 각의 이등분선(215˚)으로 경계획정

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그림 33·34 참조).708)

   미얀마는 방글라데시의 청구가 과도하고 자연을 개조하는 것이라고 반박

하였다. 특히 북해대륙붕 사건에서 구상된 등거리선들은 해안에서 약 89해리

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에서 만나지만 미얀마가 청구하는 엄격한 등거

리선에서는 방글라데시의 해역이 방글라데시 해안의 기점에서 182해리까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해대륙붕의 경우와 해당 사건은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얀마 청구선의 공평성은 불균형 테스트에 의해 입증된다

고 주장하였다.709) 미얀마는 또한 방글라데시가 인용한 니카라과 v. 온두라스 

사건과는 반대로 해당 사건에서 등거리 방식의 사용을 실행불가능하게 하는 

상황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조정되지 않은 등거리선을 제안하였다.710)

708) Ibid., p. 62, para. 213, p. 63, para. 217, p. 78, paras. 279, 283. 

709) Rejoinder of Myanmar, Ibid., pp. 175-178, paras. 6.63-6.73

710) Bangladesh/Myanmar Case, pp. 63-64, paras. 218-224.

711) Reply of Bangladesh, Ibid., p. 63, Fig. R3.2. 

[그림 33] 방글라데시의 이중 오목성에 

의한 차단효과711)

[그림 34] 방글라데시의 각의 이등분선 

청구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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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LOS는 UNCLOS 제74조 제1항과 제83조 제1항에서 EEZ/대륙붕 경계획정

방식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또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해 국제법에 근거해

해당 경계획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713) 형평한 결과라는 최우선적

인 고려사항에 의거해 지배적인 지리적 현실(prevailing geographic realities)과 

각 사건의 특정한 사정에 따라 경계획정 방식이 선택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

다.714) 재판소는 방글라데시가 주장하는 각의 이등분 방식을 재판소가 결정

한 관련해안에 적용할 경우 방글라데시가 제안한 각의 이등분선과 현저히 다

른 이등분선이 발생되며, 해당 이등분선으로 획정할 경우 방글라데시 해안의 

남쪽 투사가 적절하게 실행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715) 그에 따라 재판소는 

국제 법리가 선호하는 방식인 3단계 방식을 적용하여 경계획정을 실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재판소는 양국 해안 투사의 차단효과를 고려하여 표준 방식인 3

단계 경계획정 방식을 채택하였다.716)

   다음으로 ITLOS는 방글라데시 해안의 오목성이 잠정적 등거리선의 조정

을 정당화하는 관련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717) 재판소는 방글

라데시 해안이 대표적인 오목성 해안에 해당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718) 재

판소는 오목성 자체(concavity per se)가 반드시 관련사정이 되지는 않지만 양

국 간의 등거리선이 해안의 오목성으로 인해 일방 당사국의 해양권원에 대해 

차단효과를 발생시킬 경우 형평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잠정적 등거리선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았다.719) 해당 사건에서는 Bengal 만 북부의 오목

성으로 인해 등거리선이 방글라데시 해양 투사에 대해 차단효과를 발생시켜 

해당 경계선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UNCLOS 제74조와 제83조 상의 공평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게 된다고 언급하였다.720)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판소

는 북해대륙붕 사건(1969년)과 기니/기니비사우(1985년) 판정을 인용하면서 

해당 사건에서 방글라데시의 해안의 오목성으로 인해 잠정적 등거리선이 해

당 해안에 대해 이러한 차단효과를 발생시켜 잠정적 등거리선의 조정을 요구

712) Reply of Bangladesh, Ibid., p. 95, Fig. R3.15.

713) Bangladesh/Myanmar Case, p. 64, para. 225.

714) Ibid., p. 67, para. 235.

715) Ibid., p. 67, para. 237.

716) Ibid., pp. 67-68, paras. 235-240.

717) Ibid., p. 80, para. 290.

718) Ibid., p. 81, para. 291.

719) Ibid., p. 81, para. 292.

720) Ibid., p. 81, para.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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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관련사정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721)   

  

      (7) 방글라데시 v. 인도(2014년)

   중재재판소는 제74조와 제83조에 따라 EEZ와 200해리 이내 대륙붕 경계

획정을 실시하면서722) Bengal 만의 오목성에 의한 방글라데시 해안 투사의 

차단효과를 검토하였다. 방글라데시는 잠정적 등거리선의 조정을 필요로 하

는 두 가지 관련사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에 벵갈 만의 오목성으

로 인한 차단효과를 주장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의 이등분선 방식을 채

택하거나 대안으로 잠정적 등거리선을 상당히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림 35 참조).723)

   인도는 엄격한 등거리선을 청구하였고 방글라데시 해안의 오목성은 이미 

방글라데시/미얀마 사건에서 이미 검토되었고 또 인도 해안의 유사한 오목성

으로 인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도는 중대한 불균등(gross 

inequality) 또는 정당화될 수 없는 처분의 차이(an unjustificable difference of 

treatment)가 없는 경우 오목성으로 인해 잠정적 등거리선을 조정하게 되면 

지리를 개조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주장하였다.724)

   중재재판소는 3단계 방식을 채택하여 경계획정을 실시하면서725) 오목성 

자체만으로는 잠정적 등거리선을 조정요하는 관련사정이 될 수 없다고 판시

하였다.726) 또한 200해리 이내 및 이원 대륙붕에 대한 차단효과의 존재는 객

관적인 근거에 의해 투명한 방식으로 성립되어야 하며 “경합되는 청구가 발

생되는 전체 지역”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727) 재판소는 해안의 오목성

으로 인해 잠정적 등거리선이 방글라데시 해안의 서쪽과 남쪽 해안 투사에 

대해 차단효과를 발생시키며 또 양 당사국 등거리선의 불형평성은 등거리선

이 해안에서 멀어질수록 점차 심해진다는 것을 용인하였다.728) 재판소는 불

721) Ibid., pp. 81-82, paras. 294-297.

722) Bangladesh v. India, p. 15, paras. 56-57, 

723) Ibid., pp. 94-96, paras. 326-329, pp. 110-112, paras. 380-384.

724) Ibid., pp. 113-115, paras. 387-392.

725) Ibid., p. 100, para. 346.

726) Ibid., p. 117, para. 402, 

727) Ibid., pp. 117-118, para. 403-404.

728) Ibid., p. 122, para.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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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한 차단효과로 인한 잠정적 등거리선의 조정을 정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첫째, 해당 국가가 자국의 해양경계선을 국제법이 허용하는 만큼 확장하지 

못하며, 둘째, 해양경계선이 제74조와 제83조상의 공평한 해결에 이르지 못하

게 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판시하였다.729) 이에 따라 재판소는 방글라데

시에게 손해를 끼치는 비합리적인 차단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 등거리

선을 조정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그림 36 참조).730)  

729) Ibid., p. 122, para. 417.

730) Ibid., p. 123, para. 421.

731) Ibid., p. 149, Map 9.

732) Reply of Bangladesh, Ibid., Figure R4.16A-D.

[그림 36] 방글라데시 v. 인도: 잠정적 

등거리선과 조정된 등거리선731)

[그림 35] 방글라데시 v. 인도: 

방글라데시의 해안 투사 차단 청구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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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가나/코트디브아르(2017년)

   ITLOS는 제74조와 제83조에 따라 영해, EEZ, 대륙붕의 단일 경계획정을 

실시하였다.733) 코트디브아르는 자국이 우선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각의 이등

분선 방식이 아닌 3단계 방식이 적용될 경우734) 2단계의 여러 관련 사정들 

중 특히 양국 해안의 오목성과 볼록성으로 인해 자국의 Abidjan 항구와 양국

의 육지경계선 끝점인 BP 55+735) 사이에 위치한 상당한 해안의 바다쪽 투사

가 잠정적 등거리선에 의해 현저하게 차단되기 때문에 해당 잠정적 등거리선

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736) 코트디브아르는 또한 가나의 청구선이 

Abidjan 항구에 대한 자국의 접근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차단효과

는 더욱 더 주목해야 하는 요소라고 언급하였다.737)

   가나는 코트디브아르의 오목성 해안은 양국 간 경계획정의 관련사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738) 가나는 자국이 청구하는 관습등거리선이 코트디부

아르의 해안 투사를 차단하지 않으며 코트디브아르가 대륙붕 이원에 접근하

는 것을 제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739) 또한 코트디브아르의 해안 투사의 차

단은 육지경계선 끝점에서 160해리에 이르러서야 발생하며 이것은 진정한 차

단도 완화되어야 할 차단도 아님을 강조하였다.740) 그리고 코트디브아르가 

주장하는 관습등거리선에 의한 Abidjan 해안 투사의 차단은 181해리에서 발

생된다고 주장하였다.741) 또한 인접국간에는 거의 차단이 발생될 수밖에 없

으며 이러한 차단이 양국의 상호 불균형한 차단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733) Ghana/Côte d'Ivoire Case, p. 29, para. 74, p. 33, para. 99, p. 70, para. 226.

734) 코트디브아르는 해당 사건에서 거시 지리(macro-geography) 및 해안의 미시지리

(micro-geography), 소수의 관련 기점들이 양국 해안선의 극히 일부분에 위치해 있는 점, 

코트디브아르의 동쪽 해안의 불안정성을 고려해 볼 때 각의 이등분 방식이 가장 적절한 방식

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코트디브아르는 각의 이등분 방식과 등거리/관련사정 방식이 유사한 

특성(similar characteristics)을 가지고 있으며 수직적이거나 상호 배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첨언했다. Ibid., pp. 80-81, paras. 270-276.

735) Ibid., pp. 97-100, paras. 344-357.

736) Ibid., pp. 117-118, paras. 411-415.

737) Ibid., p. 118, para. 413.

738) Ibid., p. 118, para. 416.

739) Ibid., p. 118, para. 417.

740) Ibid., pp. 118-119, para. 417. 

741) Ibid., p. 119, para.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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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하였다.742)

   ITLOS는 코트디브아르 해안의 오목성이 잠정적 등거리선의 조정을 요하

는 관련사정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다. 재판소는 방글라데시 v. 인도(2014년)

의 판시에 따라 오목성 자체가 반드시 이러한 관련사정이 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하였다.743) 또한 차단효과가 관련사정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당사국이 

자국의 해양경계선을 국제법이 허용하는 만큼 확장시키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해양경계획정의 공평한 해결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

다.744) 무엇보다도 이러한 차단효과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당사국의 “경합되는 청구(competing claims)”가 존재하는 “관련지역(relevant 

area)”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745)

  재판소는 코트디브아르 해안의 오목성으로 인한 차단효과가 코트디브아르

에게 손해를 끼치고는 있지만 이러한 차단효과는 코트디브아르의 Abidjan 동

쪽 해안 투사에만 영향을 끼치고 또 해당 차단이 BP+55에서 163해리 되는 

지점에서야 발생된다는 것을 근거로 그 상당성을 부인하였다.746) 또한 통항

의 자유가 UNCLOS 제58조 1항에 따라 EEZ에서 보장되기 때문에 가나의 청

구선에 의해 Abidjan 항구로의 접근권을 제한받게 된다는 코트디브아르의 주

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배척하였다.747)

        (9) 코스타리카 v. 니카라과(2018년)

   EEZ/200해리 이내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양 당사국은 오목성 해안으로 인

한 차단효과를 각각 다른 지리적 상황을 근거로 주장하였다.

   첫째, 니카라과는 자국의 오목성 해안과 Punta Castilla에서 코스타리카의 

볼록성 해안으로 인해 잠정적 등거리선을 적용할 경우 자국의 해안 앞에서 

뽀족한 각을 형성하게 되어 자국의 해안 투사에 차단효과가 발생되며 이러한 

742) Ibid., p. 119, para. 420.

743) Ibid., p. 119, para. 421.

744) Ibid., p. 120, para. 423.

745) Ibid., p. 120, para. 423.

746) Ibid., pp. 120-121, paras. 424-425.

747) Ibid., p. 121, para.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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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해상 65해리까지 계속된다고 주장하였다.748) 코스타리카는 니카라과

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코스타리카가 주장하는 볼록성과 오목성은 “미세지리

학적(microgeographical)”이며 “현저하지(marked)” 않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오

목성에 의한 차단효과는 인접한 세 국가의 중앙에 위치한 국가에게만 발생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749)

   ICJ는 니카라과가 주장하는 볼록성과 오목성은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

는 경계선에 제한적인 영향을 끼치며 잠정적 등거리선의 조정을 보장할 만큼 

충분히 상당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750)

   Tomka 재판관은 선언을 통해 EEZ와 200해리 이내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오목성 해안으로 인한 차단효과에 관해 재판소와는 다른 견해를 제시하였다. 

니카라과 해안의 차단효과에 대한 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Tomka 재판관은 경

계획정의 최종 목표인 공평한 해결을 위한 ICJ의 법리를 소개하면서 재판소가

획정한 경계선이 일방국 해안의 해양 투사를 차단하지 않아야 하며 양국의 

인접 해안이 일응권원과 관련해 합리적이고 상호 균형 잡힌 방식으로 해당 

해안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751) 즉 공평한 해

결을 위해 잠정적 등거리선이 차단을 발생시킬 경우 등거리선이 조정되며 일방

당사국의 “명확하게 오목한”(decidedly concave) 해안으로 인해 해당 해안의 

투사가 “명백하게 차단되는 효과”(a pronounced cut-off effect)가 발생할 경우 

“잠정적 등거리선의 조정을 요하는 관련사정”의 자격이 부여된다는 ITLOS의 

판결을 인용했다.752) 그는 경계획정선의 처음 부분이 (방사상투사 뿐만 아니

라 정면투사를 적용하고 있는) 니카라과의 해안 투사를 차단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북 산후안 만(Bahía de San Juan del Nortea)에서 니카라

과의 해안 투사가 니카라과의 상당히 오목한 해안의 절반 부분과 관련이 있

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753) 이러한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Tomka 재판관은 

Lx 지점(영해 경계획정선의 끝 지점)과 P 지점을 연결시켜 니카라과가 주장

748) Costa Rica v. Nicaragua, p. 58, para. 148.

749) Ibid., p. 58, para. 149.

750) Costa Rica v. Nicaragua, p. 60, para. 155.

751) Declaration of Judge Tomka, Ibid., p. 1, para. 4.

752) Declaration of Judge Tomka, Ibid., pp. 1-2, paras. 4.

753) Declaration of Judge Tomka, Ibid., p. 2, para.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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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뾰족한 각을 니카라과의 해안 투사에 유리하게 좀 더 완만한 각으로 바꿈

으로써 경계획정선을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림 37 참조).754)

   둘째, 코스타리카도 EEZ/200해리 이내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오목성에 의

한 차단효과를 잠정적 등거리선의 조정을 요하는 관련사정으로 주장하였다. 

코스타리카는 자국 해안과 함께 양 이웃국들(니카라과와 파나마)의 해안이 

오목성을 띠고 상황에서 1980년 코스타리카와 파나마 양자협정755)에서 합의

된 등거리선의 연장인 소위 개념적 경계획정(notional delimitation)이 결합됨으

로써 잠정적 등거리선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자국의 해안 투사에 대한 불형

평한 차단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하였다.756) 니카라과는 코스타리카의 이

러한 불형평한 차단효과 주장을 배척하면서 1980년 협정은 제3국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소송에서 고려될 수 없다고 보았다.757)  

   재판소는 코스타리카의 오목성으로 인한 차단효과 주장과 관련하여 제3국

을 포함한 코스타리카 해안의 전체적인 오목성과 제3국과 체결한 협정상의 

등거리선은 니카라과의 관계에서 등거리선의 조정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관

련사정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758) ICJ는 코스타리카가 청구하는 해안의 

오목성으로 인해 니카라과 해안의 바다쪽 투사가 코스타리카 해안 투사를 차

단시키기는 하지만 이러한 차단은 상당하지 않으며 Corn 제도에 반분효과를 

부여하여 잠정적 등거리선을 조정할 경우 이러한 차단은 더욱 상당하지 않게 

된다고 판결하였다.759)

754) Declaration of Judge Tomka, Ibid., p. 2, para. 6.

755) Costa Rica v. Nicaragua, p. 48, Sketch-map No. 8.

756) Ibid., p. 58, para. 150.

757) Ibid., p. 59, para. 152.

758) Ibid., p. 60, para. 156.

759) Ibid.

760) Ibid., p. 64, Sketch-map No. 11. Declaration of Judge Tomka, Ibid., p. 2, 

Sketch-map A. (본 연구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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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   토

   인접 해안 간 경계획정에서 볼록성 해안 관계를 제외하고 등거리선을 사

용하게 될 경우 일방국의 해안 투사의 차단은 거의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

에 없다. 그러나 오목성 해안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해안의 오목성 자체는 불

합리한 차단효과를 발생시키는 관련사정이 될 수 없다.761) 이와 관련해 가이

아나 v. 수리남(2007년)에서는 “미시지리적인” 오목성과 볼록성은 “현저한” 

차단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한다고 판정하고 있다.762) 판례법은 이러한 비합리

적인 차단효과에 대해 연안국의 해양 경계선이 국제법이 허용하는 만큼 바다

쪽으로 확장되지 못하여 해당 경계선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제74조와 제83조

에서 요구되는 공평한 해결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고 판결하고 있다.763) 이를 

해석하면 연안국의 일응권원이 이러한 잠정적 등거리선에 의해 국제법이 허

용하는 만큼 바다쪽으로 확장되지 못하여 경계획정에서 불형평한 결과가 발

761) Bangladesh v. India, p. 117, para. 402 참조.

762) Guyana v. Surinam, pp. 121-122, para. 377.

763) Bangladesh v. India, p. 122, para. 417. 

[그림 37] Tomka 재판관의 조정된 등거리선: Lx-P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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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됨을 의미한다.764) 또한 오목성 해안으로 인한 잠정적 등거리선에 의한 불

형평한 차단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

다. 첫째, 국가 간에 준균등(quasi-equality)한 지리 사정이 주어질 경우 정당화

될 수 없는 처분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수적인 특별한 지형의 효과를 

완화시켜야 한다.765) 둘째, 양 당사국의 연안 지리를 고려하여 일방국의 차단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타방국 해안 정면의 바다쪽 투사에 대한 정반대의 왜

곡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균형잡힌 방식으로 행해야져 한다.766) 셋째, 형

평은 균등을 함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양경계획정이 지리를 완전히 개조

하거나 자연의 불균등(inequalities)을 보상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767) 실제로 

해안의 오목성에 의한 차단효과가 관련사정으로 인정되어 잠정적 등거리선이 

조정된 사건은 방글라데시/미얀마(2012년)와 방글라데시 v. 인도(2014년) 두 

사건에 불과하다.768) 그리고 두 사건은 공통적으로 방위각선으로 경계선을 

조정하였고,769) 당사국간의 관련해안과 관련지역 비율의 격차가 거의 나지 

않는 결과를 도출하였다.770) 다음에는 EEZ/200해리 이내 대륙붕 경계획정에

서 오목성 해안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판례법은 이러한 차단효과의 존재를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판

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단효과의 불형평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경합되는 청구가 발생되는 관련지역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

시하고 있다.771) 이와 관련해 북해대륙붕(1969년)에서는 이러한 차단효과의 

764) Guinea/Guinea-Bissau Case, pp. 681-682, paras. 103-104.

765)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p. 49-50, para. 91.

766) Bangladesh/Myanmar Case, p. 87, para. 325.

767)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p. 49-50, para. 91; Libya/Malta Case, pp. 

39-40, para. 46.

768) Bangladesh/Myanmar Case, p. 82, para. 297. Bangladesh v. India, pp. 117-123, 

paras. 402-421.

769) 전자는 215˚ 방위각선으로 조정하였고 후자는 177˚30´ 방위각선으로 조정하였다. 

Bangladesh/Myanmar Case, pp. 88-90, paras. 331-340, p. 118, para. 462, p. 91, 

Sketch-map No. 6, p. 128, para. 505. Bangladesh v. India, pp. 97-100, paras. 

336-346, p. 142, para. 465. 방글라데시/미얀마에서 선택한 방위각선은 실제로 방글라데시

가 주장한 방위각선의 각도와 동일하다. Bangladesh/Myanmar Case, p. 63, para. 217.

770) 2012년 ITLOS 판결에서 관련해안 길이 비율은 1:1.42(방:미)이고 관련지역 비율은 1:1.54

(방:미)이다. 2014년 중재판정에서 관련해안 길이 비율은 1:1.92(방:인)이고 관련지역의 비율

은 1:2.81(방:인)이다. Bangladesh/Myanmar Case, pp. 58-59, paras. 198-205, p. 126, 

paras. 498-499. Bangladesh v. India, p. 154, paras. 495-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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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성을 비례성 테스트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772) 또한 차단효과의 상당

성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웃국간에 작도된 두 잠정적 등거리

선에 의해 형성된 쐐기 모양의 꼭지점이 해상에 위치한 지점과 피차단국 해

안 간의 거리를 통해 차단효과의 정도를 확인할 수도 있다.773) 그러나 북해 

대륙붕(1969년) 사건과 방글라데시/미얀마(2012년)의 경우 이러한 쐐기의 꼭

지점이 200해리 이내 지역에 위치해 있어 차단효과의 발생을 쉽게 짐작할 수 

있지만, 기니/기니비사우(1985년)와 방글라데시 v. 인도(2014년)의 경우 해당 

꼭지점이 200해리 이원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774) 차단효과의 존재가 

인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775) 따라서 관련 꼭지점의 위치만으로 차단

효과의 불형평성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나/코트

디브아르(2017년)에서 ITLOS는 해양경계선의 시작점(BP +55)에서 약 163해리 

되는 거리에서 발생되는 차단효과의 불형평성을 인정하지 않았다.776) 따라서 

관련지역에서 차단효과가 발생되는 위치보다는 잠정적 등거리선에 의해 각 

당사국에게 분할되는 해역 비율과 당사국간의 관련해안 비율을 비교하는 불

균형성 평가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 차단효과의 불형평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타당한 방식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이러한 차단효과의 존재와 상당성을 불균형성 테스트를 통해 확인

함에 있어 관련해안과 관련지역 설정 시 적용되는 해안 투사 방식에 따라 그 

상당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코스타리카 v. 니카라과

(2018년)에서 코스타리카의 200해리 포락호(방사상투사) 방식으로 설정된 관

련해안과 관련지역이 니카라과의 정면투사 방식으로 설정된 경우보다 더 길

771) Bangladesh v. India, p. 118, para. 40.

772)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p. 31-32, paras. 43-44, p. 47, para. 85(c), 

p. 52, para. 98, p. 54, para. 101(D)(3).

773) Bangladesh/Myanmar Case, pp. 78-80, paras. 279-287 참조.

774) Rejoinder of Myanmar, Ibid., pp. 175-178, paras. 6.63-6.73 참조. 

Bangladesh/Myanmar Case, pp. 78-80, paras. 279-287 참조.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Map 3 참조. Stephen Fietta and Robin Cleverly, supra note 18, p. 266, 

Figure B7.1 참조. Bangladesh v. India, p. 107, Map 5 참조.

775)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Map 3; Stephen Fietta and Robin Cleverly, 

supra note 18, p. 266, Figure B7.1, p. 499, Figure B20.3; Bangladesh v. India, p. 

119, Map 6 참조.

776) Ghana/Côte d'Ivoire Case, pp. 119-122, paras. 42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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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 더 넓은 대상해역을 포함하고 있다.777) 이 때 일방국의 해안 투사가 

잠정적 등거리선에 의해 차단되는 동일한 해역이 방사상투사에 의해 설정된 

관련지역보다 정면투사 방식에 의해 설정된 관련지역에서 더 불형평한 것으

로 평가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뉴펀들랜드 래브라도/노바스코샤(2002년)

에서 오목성과 Sable 섬에 의한 차단효과를 주장한 뉴펀들랜드 래브라도는 

정면투사 방식으로 관련해안과 관련지역을 설정하려고 했고 노바스코샤는 반

대로 방사상투사 방식의 적용을 청구하였다.778) 재판소는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의 제한적인 관련해안 및 관련지역 설정

과 노바스코샤의 과도하게 확장된 설정이 “여지없이 어느 정도 반조리가 된 

냄새(an unmistakable odour of the pre-cooked)”를 풍기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배척하고 있다.779) 추측컨대 뉴펀들랜드 래브라도는 자신이 주장하는 

차단효과의 불형평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면투사 방식을 선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반면에 노바스코샤는 이러한 차단효과의 상당성을 무마하기 위해 방

사상투사 방식을 적용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차단효과의 불형평성 

테스트에 있어 일방국에게 유리한 투사 방식은 당사국의 해안 관계와 해안 

지리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각 사안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동일한 투사 방식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해안 투사의 기준선인 해안

의 일반적인 방향의 범위 설정에 따라 관련해안과 관련지역의 범위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로 가나/코트디브아르에서 양국 모두 

정면투사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해안 투사가 발생되는 해안의 일반적인 방

향에 해당되는 범위를 달리 설정하여 다른 각도의 해안 투사가 발생되었고 

그에 따른 다른 범위의 관련해안과 관련지역이 설정되었다(그림 11·12 참조

).780) 그에 따라 일부 학자는 관련해안과 관련지역의 설정의 확실성과 예측가

능성을 증가하기 위해서 기점의 통제를 받는 포락호 방식(방사상투사 방식)

777) Costa Rica v. Nicaragua, p. 45, Sketch-map No. 6, p. 46, Sketch-map No. 7.

778)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의 관련해안 및 관련지역 설정과 관련하여 Newfoundland and 

Labrador/Nova Scotia Case (Second Phase), p. 28, para. 2.1, p. 37, para. 2.19, p. 

48, para. 2.35 참조. 노바스코샤의 관련해안 및 관련지역 설정은 Ibid., pp. 42-43, para. 

2.28 참조.

779) Newfoundland and Labrador/Nova Scotia Case (Second Phase), p. 74, para. 4.20.

780) Memorial of Ghana, Ghana/Côte d'Ivoire Case, Figure 5.5 참조. Rejoinder of Cot 

d'Ivoire, Ibid., p. 81, Sketch map D 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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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781)

  넷째, 오목성을 확인하는 관련해안의 범위에 제3국과의 해안 관계가 포함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기니/기니비사우(1985년)는 오목성으로 

인한 차단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양국 해안의 오목성 뿐만 아니라 기니의 이

웃국인 시에라리온의 북부 해안이 이러한 오목성에 끼치는 영향도 고려하고 

있다.782) 그러나 후속 ICJ 판결들은 해당 중재재판소의 판결과는 달리 해안의 

오목성 확인 시 제3국의 해안을 배제하고 있다. 2002년 ICJ 판결에서 카메룬

은 기니만(Gulf of Guinea)에서 나이지리아와 당해 사건의 비당사국인 적도기

니 및 가봉의 해안(적도기니의 모든 해안과 가봉의 Cap Lopez까지)과 관련해 

가운데 오목한 곳에 위치해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소는 제3국의 해안선은 

관련해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783) 또한 2018년 ICJ 판결에서는 

코스타리카가 비당사국인 파나마의 해안을 포함시킨 해당 지역의 전반적인 

오목성 해안과 두 국가의 양자협정에서 합의한 개념적 경계획정선에 의한 오

목성을 주장하였지만 재판소는 제3국과의 해안 관계는 당사국인 니카라과의 

관계에서 등거리선의 조정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없다고 하여 

기존의 판례와 동일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784)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v. 노

바스코샤(2002년) 사건에서는 제3국인 프랑스 St. Pierre and Miquelon의 존재

로 인해 발생되는 “압착”효과를 주장되었지만785) 해당 섬과 관련된 경계획정

선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고 단지 뉴펀들

랜드 래브라도가 주장하는 압착과 차단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함으로

써786) 제3국과 관련된 경계선의 존재로 인한 차단효과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

는 듯 한 인상을 보여 주고 있다.

781)  Massimo Lando, supra note 24, p. 80.

782) Guinea/Guinea-Bissau Case, p. 681, para. 103.

783) Cameroon v. Nigeria, p. 330, para. 30, p. 419, para. 234, p. 433, para. 272, p. 

446, paras. 298-299.

784) Costa Rica v. Nicaragua, p. 60, para. 156.

785) Newfoundland and Labrador/Nova Scotia Case (Second Phase), p. 78, para. 4.28 

and p. 87, para. 5.5,

786) Ibid., p. 87, para.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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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해리 이원 대륙붕 경계획정

   200해리 이원 대륙붕 경계획정은 다른 대상 해역과는 달리 UNCLOS 제76

조와 제83조의 해석과 적용을 수반한다.788) 다시 말하면 제83조에 따라 양국

787) 본 연구자 작성.

788) Bangladesh/Myanmar Case, p. 103, para. 395.

UNCLOS 제74조·제83조

인접해안 → 잠정적 등거리선

잠정적 등거리선 조정 불가능 잠정적 등거리선 조정 가능

1. 오목성 →  합리적인 차단

1) 국제법이 허용하는 만큼 바다쪽 확장(O)  

  2) 잠정적 등거리선의 비조정 → 공평

한 해결 달성(O)

2. 국제법이 허용하는 만큼 바다쪽 확장(X)  

   & 공평한 해결 달성(O)

오목성(관련해안) → 차단효과

↓

∙비합리적인 차단 → 관련사정

1. 국제법이 허용하는 만큼 바다쪽 확장 X

2. 잠정적 등거리선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공평한 해결 달성 X

↓

상당한 불균형

(substantial disproportionality)

↓

잠정적 등거리선의 수정 원칙

1. 준균등한 지리 사정 → 정당화될 수  

   없는 처분의 차이 발생시키는        

   관련사정의 효과 완화

2. 상호 균형 잡힌 방식으로 수정

3. 지리의 완전한 비개조 방지

↓

공평한 해결

[표 6] EEZ·대륙붕 경계획정에서 오목성에 의한 차단효과 방지 원칙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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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00해리 이원 대륙붕 경계획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당사국이 UNCLOS 

제76조에 근거한 200해리 이원 대륙붕에 대한 일응권원을 보유하고 있으

며,789) 또 해당 일응권원이 중첩된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790) 또한 대

789) 리비아/몰타(1985년)에서 ICJ는 200해리 거리 기준에 따른 대륙붕의 관습국제법상 지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경우 약 27년 뒤인 니카라과 v. 콜롬비아(2012

년)에서 제76조 1항의 관습국제법적 지위가 확정됨으로써 연안국이 200해리 이내 대륙붕뿐

만 아니라 200해리 이원 대륙붕에 대한 고유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고 판결되었다. 따라서 

200해리 이원 대륙붕이 존재할 경우 연안국이 UNCLOS 당사국 또는 비당국인지 여부 그리

고 연안국의 행위나 청구에 관계없이 관련 국가에게 자동적으로 귀속된다. 그러나 제76조의 

다른 항의 관습국제법적 지위는 검토되지 않아 그 지위가 불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Libya/Malta Case, p. 33, para. 34. E. D. Brown, supra note 266, pp. 34, 268-270 

참조. Nicaragua v. Colombia, p. 666, para. 118. Ted L. McDorman, supra note 

541, p. 185 참조.

790) Bangladesh/Myanmar Case, p. 105, paras. 397-399. cf. 제76조 8항의 절차적 요건에 

대한 연안국의 준수와 관련하여 ICJ는 ITLOS보다는 좀 더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인접 해

안간 경계획정 사건인 니카라과 v. 온두라스(2007년)(양국 모두 UNCLOS 당사국)에서는 200

해리 이원 대륙붕에 대한 청구가 UNCLOS 제76조에 따라 CLCS에 의해 검토되어야 하기 때

문에 해양경계선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였다. Nicaragua v. Honduras, p. 759, para. 319. 니카라과 v. 콜롬비아(2012년)에

서는 양국의 대향 해안 관계에 있는 200해리 이원 대륙붕 경계획정에 대한 니카라과의 청구

와 관련해 니카라과가 제76조 8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콜롬비아 본토 해안을 기준

으로 측정한 콜롬비아의 200해리 이내 대륙붕의 일응권원과 중첩되는 니카라과의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대륙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성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콜롬비아의 200해리 대

륙붕의 일응권원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대륙붕의 경계획정을 실시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

다. Nicaragua v. Colombia, pp. 669-670, paras. 128-130. 이와 관련해 Donoghue 재

판관은 2012년 벵갈 만 판결에 의거하여 대륙붕의 외측 한계의 설정과 200해리 이원 대륙붕

의 경계획정을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해당 해양경계획정의 일방국(콜롬비아)이 

UNCLOS의 당사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습국제법을 적용하는 대신에 니카라과 v. 온두라

스의 판결에 근거하여 니카라과에게 제76조 8항의 요건을 충족시킬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경계획정의 진행을 배제시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Separate Opinion of Judge Donoghue, Ibid., p. 756, para. 19, p. 758, paras. 25-26. 

Donoghue 재판관과 Mensah 임시 재판관은 200해리 이원 대륙변계의 존재에 대한 니카라

과의 사실적 증거가 불충분함을 지적하였다. Mensah 임시 재판관 역시 UNCLOS 비당사국

을 상대로 한 200해리 이원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니카라과가 제76조 8항의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는 없으며 관습국제법(제77조)에 근거하여 양국의 일응권원을 결정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에 따라 Mensah 재판관은 니카라과의 200해리 이원 대륙붕 경계획정 청구가 200해리 이

원 대륙변계의 존재에 대한 니카라과의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는 것이지 당해 협약 제76조 제

8항의 절차적 요건을 니카라과가 성립시키지 못해서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Separate 

Opinion of Judge Donoghue, Ibid., pp. 752-755, paras. 3-16. Declaration of Judge 

Ad Hoc Mensah, Ibid., pp, 762-766, paras. 1-11. Cot 임시재판관 역시 니카라과의 제

76조 8항 상의 의무와 관련된 위의 두 재판관의 견해에 동의하였다. 또한 Cot 재판관은 콜

롬비아의 관계와 관련해 제76조 8항은 비당사국에게는 이용가능하지 않은 구체적인 절차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관습국제법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콜롬비아에게는 res inter alios 
acta 원칙이 적용되어 해당 조항이 콜롬비아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보

았다. Declaration of Judge ad hoc Cot, Ibid., p. 771, para. 19. Declaration of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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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제77조 3항에 따라 “실효적이거나 관념적인 점

유 또는 명시적 선언에 의존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대륙붕에 대한 일응

권원의 존재는 연안국이 제76조의 절차적 요건에 따라 200해리 이원 대륙붕

의 외측 한계를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791) 그에 따라 국제 법

원은 제76조에 따라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외측 한계가 설정되지 않았을지

라도 당사국의 관련 대륙붕의 일응권원의 존재 여부를 결정한 후 제83조에 

따라 대륙붕 경계획정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792)

   제76조 1항에 따르면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일응권원의 현시 수단은 “자

연적 연장”이 된다. 자연적 연장 개념은 북해대륙붕(1969년) 사건의 대륙붕 

체제에 기초한 근본 개념으로 해당 사건에서는 그 의미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았다.793) 이후 제3차 UN 해양법회의에서 자연적 연장은 대륙변계

에 대한 국가 관할권 확대 추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794)

제76조 1항의 성안 배경에 따라 UNCLOS 제76조 1항의 자연적 연장은 제76

조 1항과 4항에서 대륙변계의 바깥끝을 정하는 두 공식(1% 퇴적암 거리 기

준 또는 60해리 거리 기준)과 5항의 제한 규정(영해 기선에서 350해리 또는 

2500m 등심선+100해리)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제76조 1항의 자연적 연장

과 해당 조항들은 “밀접하게 관련되어(closely interrelated)” 있기 때문에 제76

조 1항의 자연적 연장 자체가 “개별적이고 독립된 기준(a separate and 

independent criterion)”이 되는 것은 아니다.795) 다시 말하면 UNCLOS 체제에서 

지질학적 측면의 “가장 자연적인 연장(the most natural prolongation)” 기준만으

로는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외측 한계가 설정될 수는 없다.796)

   경계획정의 대상 해역에서 제76조에 따라 200해리 이원에서 대륙변계가 

존재하고 양국 모두 200해리 이원 대륙붕에 대한 일응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Ad Hoc Mensah, Ibid., p. 766, para. 13 참조. Naomi Burke, "Nicaragua v. Colombia 

at the ICJ: Better the Devil you Don’t", Cambridge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2, (2013), p. 319 참조.

791) Bangladesh/Myanmar Case, p. 107, paras. 406-408.

792) Ibid., p. 107, paras. 409-410. Bangladesh v. India, p. 21, paras. 77-78, pp. 142, 

para. 465 참조, Ghana/Côte d'Ivoire Case, pp. 138-139, paras. 492-495.

793) Bangladesh/Myanmar Case, p. 113, para. 432.

794) Ibid., p. 113, para. 433.

795) Ibid., p. 113, paras. 434-435.

796) Ibid., p. 118, para.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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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결정될 경우, 제83조에 따라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경계획정이 실시된

다.797) 이러한 200해리 이원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오목성으로 인한 차단효과

가 다루어진 사건은 방글라데시/미얀마(2012년), 방글라데시 v. 인도(2014년), 

가나/코트디브아르(2018년) 사건이 있으며 이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관련 판례

     (1) 방글라데시/미얀마(2012년)

   이 사건은 200해리 이원의 단일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UNCLOS 제76조와 

제83조를 직접적으로 적용하여 오목성으로 인한 차단효화를 구체적으로 논의

한 첫 번째 사건이다.798) 방글라데시는 등거리선으로 경계획정을 할 경우 벵

갈 만의 오목성으로 인해 자국의 “대륙붕이 갇히게 되어(shelf-locked)" 200해

리 이원 대륙붕에서 “완전히(entirely)” 차단된다고 주장하였다.799) 그로 인해 

자국의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일응권원에 접근할 필요성 자체가 “독립된 관

련사정(independent relevant circumstance)”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800) 또한 

방글라데시는 미얀마 대륙괴와 200해리 이원 해저 사이에 지질학적·지형학적 

“단절(discontinuity)”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얀마의 200해리 한계선을 따라 200

해리 이원 대륙붕의 경계선이 획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801) 미얀마는 

200해리 이원에서 차단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차단의 불형평성에 대해 방글라데시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반박하

였다.802) 또한 미얀마는 200해리 이원 대륙붕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관련사정

797) ITLOS는 제83조가 적용되는 대상 해역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접 

및 대향 해안 간의 200해리 이내와 이원 대륙붕에 등등하게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Ibid., 

p. 117, para. 454.

798) 200해리 이원의 단일대륙붕 경계획정을 UNCLOS 제76조와 제83조를 적용한 첫 번째 사

건은 기니/기니비사우(1985년) 사건으로 해안의 오목성으로 인한 차단효과가 해당 해역에서 

명시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 Guinea/Guinea-지Bissau Case, p. 675, para. 88, pp. 

685-687, paras. 113-117. 제2장 제2절에서 관련 부분을 참고. 

799) Reply of Bangladesh, Ibid., p. 144, para. 4.82. 

800) Memorial of Bangladesh, Ibid., p. 83, para. 6.43.

801) Bangladesh/Myanmar Case, Ibid., pp. 108-109, paras. 414-419.



- 169 -

의 존재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지만 200해리 이내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잠정

적 등거리선의 조정을 요하는 관련사정은 없다고 주장하였다.803)  

   ITLOS는 과학적 자료와 분석을 토대로 Bengal 만의 해저 전체가 두꺼운 

퇴적 바위층(14-22㎞)으로 덮여 있어 단일 대륙붕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그에 따라 양국 모두 200해리 이원 대륙붕에 대한 일응권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대륙붕이 분쟁 지역에서 중첩되고 있음을 부여주고 있

다고 판결한 후 제83조에 따라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경계획정을 실시하였

다.804) ITLOS는 해당 해역의 일응권원에 대한 근거가 200해리 이내 해역과 

동일하게 육지 영토에 대한 주권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200해리 이내 EEZ/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적용된 등거리선/관련사정 방식이 동일하게 200해리 이

원 대륙붕 경계획정에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805) 그에 따라 해당 대상해역

에서 등거리선 방식을 적용할 경우 해안의 현저한 오목성으로 인한 차단효과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806) ITLOS는 관련사정 검토에서 방글라데시

해안의 오목성으로 인한 차단효과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EEZ와 200해

리 이내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관련사정으로 인정되었던 방글라데시 해안의 

오목성의 효과가 200해리 이원 대륙붕에서도 지속된다고 판시하였다.807) 그

런 후 EEZ와 200해리 이내 대륙붕에서 획정된 조정된 등거리선(215˚방위각

선)을 제3국의 권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이를 때까지 200해리 이

원으로 연장시켰다(그림 38 참조).808) 비례성 테스트와 관련해 재판소는 해당 

테스트가 “수학적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양국의 관

련해안 길이 비율[1:1.42(방글라데시:미얀마=413㎞:587㎞)]과 조정된 등거리선

으로 할당된 양국의 관련지역의 비율[1:1.54(111,631㎢:171,832㎢)] 간에 상당

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809)

802) ITLOS/PV.11/10/Rev.1, Ibid., p. 3.

803) Bangladesh/Myanmar Case, p. 118, paras. 459.

804) Ibid., pp. 115-116, paras. 439-449. 

805) Ibid., p. 117, paras. 454-455.

806) Ibid., p. 117, para. 455. 

807) Ibid., p. 118, para. 461.

808) Ibid., p. 118, para. 462.

809) Ibid., p. 126, paras. 49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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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방글라데시 v. 인도(2014년)

   재판소는 양 당사국 모두 Bengal 만에서 200해리 이원 대륙붕에 대한 일

응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합의한 것과 양국이 CLCS에 정보제출을 하였

음에 동의하였다.811) 또한 양국은 제83조를 200해리 이원 대륙붕 경계획정의 

준거법으로 합의하였다.812) 방글라데시는 200해리 이원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잠정적 등거리선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자국의 대륙붕에 대한 잠재적 일응권

원이 차단되어, CLCS에 제출한 자국의 정보에서 청구한 외측 한계와 잠정적 

810) Clive Schofield, Anastasia Telesetsky, Seokwoo Lee, "A Tribunal Navigating 

Complex Waters: Implications of the Bay of Bengal Case",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44(4) (2013), p. 371, Figure 2. Bangladesh/Myanmar Case, 

p. 60, Sketch-map No. 3, p. 75, Sketch-map No. 4, p. 77, Sketch-map No. 7, p. 

127, Sketch-map No. 8, p. 129, Sketch-map No. 9 참조.

811) Ibid., p. 131, para. 438.

812) Ibid.,

[그림 38] 방글라데시/미얀마: 200해리 이원 대륙붕 경계획정 관련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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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거리선으로 형성된 폐쇄선의 꼭지점 간의 거리가 140해리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그림 39 참조).813) 이에 대한 해법으로 방글라데시는 EEZ/200해리 

이내 대륙붕 경계획정과 관련해 제시한 각의 이등분선(180˚)을 한 번 더 편

향시킨 약 214˚방위각을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차단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

고 연안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오목성의 “대단히 편파적인 효

과(the highly prejudicial effect)”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그림 40 참

조).814) 방글라데시는 이러한 해법은 “최대 도달(maximum reach)”의 원칙과 

일치하는 동시에 인도가 여전히 방글라데시가 청구하는 200해리 외측 한계의 

남쪽 부분에 있는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일응권원을 보유할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815) 인도는 방글라데시가 제시한 두 번째 방위각이 오히려 인도에 대

해 차단효과를 발생시켜 인도의 남향 그리고 남동향 해안의 투사를 가로막는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하였다.816)          

813) Ibid., p. 132, para. 441.

814) Ibid., p. 132, para. 441, p. 134, para. 446.

815) Reply of Bangladesh, Ibid., p. 143, paras. 5.40, pp. 147-148, 5.47-5.48. Marcin 

Kałduński, "A Commentary on Maritime Boundary Arbitration between Bangladesh 

and India Concerning the Bay of Bengal", Leid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8 (2015), p. 832. 

[그림 39] 북해대륙붕과 방글라데시 v. 인도의 오목성으로 인한 차단효과 비교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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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재판소는 양국 간의 단일 대륙붕이 존재함을 확인한 후 경계획정 지

역이 200해리 이내 또는 이원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등거리선/관

련사정 방식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818) 재판소는 방글라데시의 

방위각선이 인도의 일응권원에 손해를 끼치는 상당한 차단을 초래한다고 보

고 해당 방식을 배척하였다.819) 재판소는 이와 관련해 대륙붕 경계획정에 대

한 국제 판례법상 연안국의 일응권원의 “최대도달(maximum reach)” 원칙은 

지리 상황과 타방국의 권리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승인된 

권리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820) 재판소는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잠정

적 등거리선을 작도하기 위해 양국이 추가적으로 확인한 기점의 적합성을 인

정한 후 등거리선을 작도하였다.821) 두 번째 단계의 관련사정 검토에서 재판

소는 잠정적 등거리선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방글라데시가 자국의 오목성 해

안에 의한 차단에 대해 보상을 제공받지 못하게 되는 “과도한 부정적인 결

과”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 등거리선을 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822) 뿐

만 아니라 재판소는 잠정적 등거리선의 조정이 제3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

아야 한다고 판정하였다.823) 그에 따라 재판소는 단일 대륙붕 개념과 일치되

도록 EEZ/200해리 이내 대륙붕에서 'Prov-3' 지점에서부터 조정된 등거리선

(177˚30´00˝)이 200해리 이원 지역으로 방글라데시/미얀마 해양경계선과 만

날 때까지 확장된다고 판정하였다(그림 41 참조).824) 재판소는 또한 해당 경

계선이 불합리하게 인도의 일응권원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결정하였다.825)

816) Bangladesh v. India, p. 137, para. 453.

817) Memorial of Bangladesh, Vol. II, Ibid., Figure 6.13 참조.

818) Ibid., p. 142, para. 465. 西本 健太郎 교수는 200해리 이원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해당 

중재재판소가 등거리선/방식을 선택한 이유를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방글라데시/미얀마(2012

년)의 판결과 같이 제83조 1항이 200해리 이내와 이원 대륙붕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형식

적인 이유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았다. 西本 健太郎, “延長大陸棚の境界画定,” 東北ローレ

ビュー, Vol.5 (2018. March), p. 8, available at 

http://www.law.tohoku.ac.jp/research/publications/tohokulawreview/vol05/vol05.pdf

(2020.01.02. 최종확인).

819) Bangladesh v. India, p. 143, para. 469.

820) Ibid., pp. 143-144, para. 469.

821) Ibid., p, 141, paras. 459-463.

822) Ibid., p. 144, paras. 470, 475, p. 147, para. 477.

823) Ibid., p. 147, para. 477.

824) Ibid., p. 142, para. 465, p. 147, para. 478.

825) Ibid., p. 147, para.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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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재판소는 불균형성 테스트와 관련해 양국의 관련해안 길이 비율

[1:1.92(방글라데시:인도=418㎞:803.7㎞]과826) 해당 경계선에 의해 각 당사국에

게 관련지역의 비율[1:2.81(106,613㎢:300,220㎢)]간의 비교를 통해 잠정적 등

거리선의 추가적인 조정을 요하는 상당한 불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

하였다.827)

      (3) 가나/코트디브아르(2018년)

   이 사건에서 양 당사국은 200해리 이원 대륙붕 경계획정에 대해 ITLOS 

826) 중재재판소는 방글라데시의 청구를 수용하여 200해리 이원 대륙붕에서 중첩되는 투사를 

발생하는 인도의 Devi Point와 Sandy Point 해안구간을 관련해안으로 인정하였고 또 인도

가 청구하지 않은 Andaman 제도 북서부 해안의 일부를 관련해안에 첨부하였다. Ibid., pp. 

87-88, paras. 304-305.

827) Ibid., p. 154, paras. 494-497.

828) Ibid., p. 145, Figure R5.7.

829) Ibid., p. 149, Map 9.

[그림 40] 방글라데시의 200해리 이원 대륙붕 

경계획정 청구선 828)

[그림 41] 2014년 벵갈 만 사건의 

잠정적 등거리선과 최종 경계선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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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소의 관할권 행사에 동의하였다.830) 그러나 특별재판소는 별도로 제

76조의 대륙붕의 외측 한계 설정과 제83조의 대륙붕 경계획정을 구분하여 해

당 사건의 200해리 이원 대륙붕 경계획정에 대해 판결할 관할권을 가지고 있

다고 판결하였다.831)

   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법률상 200해리 이내와 이원에 “단일 대륙붕”이 존

재하기 때문에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일응권원이 분명히 존재함을 확인하였

다.832) 또한 양국의 서면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제출된 코트디브아르의 개정

된 CLCS 정보제출의 원용을 인정하였다.833) 또한 가나의 200해리 이원 대륙

붕의 외측한계에 대한 CLCS의 권고는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측면 한계 설

정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CLCS에 자국의 정보를 제출하는 시일과 방법은 

당사국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834) 재판소는 또한 동일한 이유에 

근거하여 가나에 대한 CLCS의 권고에 대한 양국의 주장 역시 다룰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다.835)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경계획정 방식과 관련해 가나는 방글라데시/미얀

마(2012년)와 방글라데시 v. 인도(2014년)의 판결에 근거하여 “단일 대륙붕만 

존재”할 경우 UNCLOS 제83조가 200해리 이내와 이원의 대륙붕 경계획정 방

식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그에 따라 가나는 200해리 이원 대

륙붕 경계획정에 대한 당사국간에 암묵적 합의가 없을 경우 200해리 이내에 

적용되는 관습등거리선 방식에 합치하는 조정된 잠정적 등거리선이 200해리 

이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836) 이에 코트디브아르는 오목성 해

안을 포함한 200해리 이내 경계획정과 관련된 동일한 관련사정이 200해리 이

원 대륙붕 경계획정에서도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837) 그에 따라 200해리 이

내 경계획정에서 주장한 이등분선 방식을 적용한 168.7˚ 방위각선 만이 정당

화될 수 있다고 청구하였다.838)

830) Ghana/Côte d'Ivoire Case, p. 137, para. 489. 

831) Ibid., pp. 137-139, paras. 489-495. 

832) Ibid., pp. 137-138, para. 490, p. 139, para. 496.

833) Ibid., pp. 142-143, paras. 515, 518.

834) Ibid., p. 143, paras. 516-518.

835) Ibid., p. 143, para. 519.

836) Ibid., p. 144, para. 522-523.

837) Ibid., p. 145, para.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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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LOS 특별재판소는 200해리 이원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등거리선/관련사정 

방식 이외의 방식이 사용될 경우 전술한 영해, EEZ, 대륙붕 경계획정과 관련해 

언급한 바대로 “설득력 있는 이유(convincing reason)”가 있어야 함을 지적하였

다.839) 200해리 이원 대륙붕 경계획정 방식과 단일 대륙붕의 관련성을 상기하면

서 해당 사건에서도 단일 대륙붕이 존재하기 때문에 200해리 이내 및 이원의 대

륙붕 경계획정 방식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보았다.840) 그에 따라 영해, EEZ, 200

해리 이내 대륙붕에 적용된 등거리선인 191˚38´06.7˝ 방위각선을 200해리 이원 

대륙붕에서도 동일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경계선을 획정하였다.841) 경계획정의 

마지막 단계 불균형성 테스트에서 재판소는 정면투사 방식을 사용하여 설정한 

관련해안과 관련지역에서 불균형성 테스트를 실시하였다.842) 재판소는 코트디브

아르의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외측 한계가 UNCLOS 제76조 8항에 따라 최종적

으로 설정되지 않았지만 관련지역의 수치는 특별사정에 따라 대략적으로 측정되면

충분하다고 설시하고 재판소가 설정한 관련 지역의 범위가 이를 충족시킨다고 

판시하였다.843) 양국의 관련해안 길이 비율인 1:2.53(가나:코트디브아르=139㎞:352

㎞)과 위의 방위각선에 의해 각 당사국에게 할당된 해역의 비율인 1:2.02(65,881

㎢:132,842㎢) 사이에 상당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844)

    2) 검   토

   200해리 이원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해안의 오목성으로 인한 차단효과 방

지 원칙의 적용 유무는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일응권원의 근거와 직접적으

로 관련이 있다. 방글라데시/미얀마(2012년)에서 ITLOS는 200해리 이내 및 이

원에 존재하는 단일 대륙붕으로 인해 분쟁 지역에서 양국의 대륙붕이 중첩된

다는 것을 확인한 후,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일응권원의 근거가 200해리 이

838) Ibid., p. 145, para. 527.

839) Ibid., p. 93, para. 324, p. 144, para. 521.

840) Ibid., p. 145, para. 526.

841) Ibid., p. 136, para. 481, p. 145, para. 527.

842) Ibid., pp. 103-106, paras. 372-380, pp. 106-107, paras. 381-386.

843) Ibid., p. 147, para. 534.

844) Ibid., pp. 147-149, paras. 535-538, p. 148, Sketch-map No.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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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해역과 동일하게 “육지 영토에 대한 주권”에 근거해 있다고 보았다.845) 이

것은 200해리 이내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뿐만 아니라846) 200해리 이원 대륙

붕 경계획정에서도 당사국의 일응권원의 등가성에 근거하여 거리에 근거한 

경계획정을 실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에 따라 ITLOS는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일응권원의 근거가 해안에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할 때 영해 기

선에 기점을 설정하여 작도되는 등거리선/관련사정 방식의 사용과 해당 방식

으로 인해 발생되는 오목성으로 인한 차단효과의 문제로도 논의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847)

   그러나 UN CLCS의 과학기술 지침은 2012년 ITLOS의 판결과 달리 제76

조 4항 a호에 의해 정해지는 대륙변계의 바깥끝이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외

측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 해당 대륙붕의 일응권원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848) 2002년 ILA 보고서는 대륙붕의 일응권원의 근거와 해양경

계획정 방식의 선택 간에 관련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849) 그에 따라 ILA는

UNCLOS 하에서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일응권원을 부여함에 있어 거리 기준

은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으며 이것은 대상 해역의 경계획정 방식에도 영향

을 끼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850) 일부 학자들은 제76조 4항에서 대륙변계

의 바깥끝을 대륙사면의 끝을 기준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륙사면

의 끝이 실제로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기선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851)

845) Bangladesh/Myanmar Case, pp. 115-116, paras. 439-449, p. 117, paras. 454-455.

846) Tunisia/Libya Case, p. 61, para. 73.

847) Bangladesh/Myanmar Case, p. 117, paras. 454-455.

848) United. Nations, CLCS, Scientific and Technical Guidelines of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U.N, Doc. CLCS/11/Corr.1 (13 May, 1999), 

para. 2.3.2, 

http://www.un.org/depts/los/clcs_new/documents/Guidelines/CLCS_11.htm

(2018.10.09. 최종확인).

849)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Committee on Legal Issues of the Outer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Report of the Seventy 
Conferenc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2002), p. 751(재인용). Bjarni Már 

Magnússon, “The Rejection of a Theoretical Beauty: The Foot of the Continental 

Slope i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s Beyond 200 Nautical Miles,”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 45 (2014), p. 45 참조.

850)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supra note 849, p. 752(재인용). 

851) C. Carleton et al. "The Practical realis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Limit", in P 

Cook and C Carleton (eds), Continental Shelf Limits - The Scientific and Legal 

Interface (Oxford, OUP, 2000), p. 271; Bjørn Kunoy, "The Admissibility of a Plea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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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전술한 세 국제 판례 모두 단일 대륙붕이라는 독특한 상황에서 

해안에서 발생되는 200해리 이내와 이원 대륙붕에 대한 당사국의 일응권원 

간 “균일성”을 전제로 하여852) 200해리 이내 경계획정에서 적용된 등거리선 

방식이 200해리 이원 대륙붕 경계획정으로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Massimo Lando는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외측 한계와 

관련해 제76조 4항 a호의 대륙변계의 바깥끝을 규정하는 두 공식 모두 “거리 

요소”(대륙사면의 끝과 관련된 거리)를 포함하고 있고, 또 대륙변계의 바깥끝

의 한계 설정과 관련된 제76조 5항과 제76조 6항도 거리 기준(영해기선에서 

350해리/2500m 등심선+100해리)과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였다.853) 따라서 200

해리 이원 대륙붕의 일응권원의 외측 한계는 대륙변계의 물리적인 존재와 거

리 요소가 결합되어 설정된다고 볼 수 있다.854) 또한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경계획정에서 등거리선 방식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200해리 이원 대륙

붕의 일응권원이 제76조 4-6항에 의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각 당사국의 200

해리 이원 대륙붕의 일응권원이 중첩되어 있어 지질학적으로 가장 자연스러

운 연장 기준이 배제되어야 한다.855) 따라서 단일 대륙붕의 경우 내측 대륙

an International Adjudicative Forum to Delimit the Outer Continental Shelf Prior 

to the Adoption of Final Recommendations by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Vol. 

25 (2010), 268-269. Bjørn Kunoy, supra note 39, pp. 71-72. 대륙사면의 끝을 기선으

로 하여 잠정적 등거리선을 설정하는 방식은 Hedberg 박사에 의해 처음 주장되었다. Hollis 

D. Hedberg, "Ocean Floor Boundaries", Science, Vol. 204 (Apr. 13, 1979), pp. 

135-137. Bjarni Már Magnússon, supra note 849, pp. 45-46 참조. Colson과 Jessen은 

Hedberg 박사의 주장을 인용하며 해당 경계획정 방식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David A. Colson, supra note 18, pp. 103-104. Øystein Jensen,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 Law and Legitimacy (Martinus Nijhoff, 2014), 

pp. 144-145. 그러나 Magnússon은 대륙사면의 끝을 200해리 이원 대륙붕 경계획정의 시

작점으로 사용할 경우 국제 재판소 또는 법원의 판결과 CLCS의 권고 간에 충돌이 발생할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해당 방식을 반대하고 있다. Bjarni Már 

Magnússon, supra note 849, p. 48.

852) 許 淑娟, supra note 41, p. 379 참조.

853) Massimo Lando, supra note 24, p. 132.

854) Ibid., pp. 132. 172. Massimo Lando는 제76조 5항에서 2500m 등심선을 기준으로 100

해리 한계가 설정되기 때문에 해당 등심선이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일응권원의 근거로 볼 

여지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2500m 등심선이 해당 일응권원의 근거가 될 경우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지점과 2500m 등심선 사이에는 일응권원이 존재하지 않는 결과

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은 성립될 수 없다고 보았다. Ibid., p. 134.

855) Bangladesh/Myanmar Case, p. 105, paras. 39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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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과 외측 대륙붕의 지질학적인 단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76조에 따라 

설정된 양국의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일응권원의 균일성이 유지되어 잠정적 

등거리선이 적용될 경우 오목성 해안을 관련사정으로 한 차단효과 방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당사국간의 거리가 400해리 이상인 대향 해안 

간 200해리 이원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양국의 전체 해저가 Bengal 만과 같은 

두꺼운 퇴적암층의 단일 대륙붕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 3단계 방식의 적용

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856) 그러나 해당 대향 해안 관계에서는 오목성으

로 인한 차단효과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 도서의 존재로 인한 차단효

과가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200해리 이내와 이원의 단일대

륙붕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한 인접 또한 대향 해안 간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경계획정에서는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해 제76조 4-6항 하의 지질

학적 요소를 비롯해 다른 관련사정을 고려하여 경계획정 방식이 선택될 수 있어857)

이러한 경우에 대한 차단효과의 적용가능성은 크게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200해리 이원의 단일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잠정적 등거리선의 조정

을 요하는 관련사정이 될 수 있는 차단효과의 기준은 아직 모호하다. 두 

Bengal 만 판결에서 유추해 볼 경우, 2012년 벵갈 만 사건에서는 EEZ와 200

해리 이내에서 발생되는 차단효과가 200해리 이원 대륙붕에서도 지속된다고 

판시하고 있어 비합리적인 차단효과 기준이 200해리 이원에서도 용인되고 있

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반면에 2014년 벵갈 만 사건에서는 구체적으로 오

목성의 “대단히 편파적인 효과(the highly prejudicial effect)” 기준을 언급하고 

있어 상당성 기준보다 조금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듯 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가나/코트디브아르에서는 200해리 이내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상당성” 기준으로 차단효과의 불형평성을 배척 한 후 200해리 이원 대륙붕

에서는 해당 관련사정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858) 결론적으로 세 사건

을 종합해 볼 때 200해리 이원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차단효과의 불형평성을 

판단함에 있어 200해리 이내 대륙붕 경계획정과 유사한 상당성 기준이라는 

높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856) Stephen Fietta and Robin Clerverly, supra note 18, p. 615, Figure C4.1, 617-618.

857) David A. Colson, supra note 18, p. 103. 許 淑娟, supra note 41, p. 382.

858) Costa Rica v. Nicaragua, pp. 120-121, paras. 425, p. 145, paras. 52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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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본토 돌출 지형

1. 영해 경계획정

    1) 관련 판례

   코스타리카 v. 니카라과(2018년)에서 태평양 지역의 인접국간 영해 경계획

정에서 UNCLOS 제15조에 따라 Santa Elena 반도에 잠정적 등거리선의 기점

을 설정함으로써 니카라과의 해안 투사를 차단시키는 상당한 왜곡효과가 발

생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코스타리카에 따르면 Santa Elena 반도는 

약 286㎢의 면적과 약 2,400명의 영구주민이 거주하고 있다.859) 코스타리카는 

UNCLOS 제15조에 따라 중간선을 설정하기 위해 자국 해안에서 Punta 

Zacate, Punta Descartes 그리고 Santa Elena 반도에서 Punta Blanca라고 불리는 

바다쪽 돌출 부분에 두 개의 기점을 설정하였다. 또한 코스타리카는 니카라

과 해안의 기점으로 Punta Arranca Barba, Punta La Flor, Frailes Rocks, Punta 

Sucia 인근의 특정 지형을 선택하였다. 코스타리카는 영해 경계획정의 두 번

째 단계에서 잠정적 등거리선의 조정을 정당화시키는 특별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엄격한 등거리선에 따라 태평양 지역의 영해를 획정해 

줄 것을 재판소에 요청하였다.860)

   니카라과는 태평양에서 코스타리카의 영해 내 잠정적 등거리선 작도 방법

에 동의하였다.861) 그러나 Salina Bay 인접지 해안 형태가 잠정적 등거리선의 

조정을 요하는 특별사정이라고 주장하였다.862) 특히 Punta Blanca 위의 두 기

점의 통제를 받는 첫 번째 전환점을 시작으로 두 기점이 영해에서의 니카라

과 해안 투사를 현저하게 차단하기 때문에 등거리선에 왜곡효과가 발생된다

고 주장하였다.863) 즉 해당 기점이 위치해 있는 Santa Elena반도는 “동떨어진 

859) 니카라과는 코스타리카의 이러한 언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Costa Rica v. 
Nicaragua, p. 71, para. 170.

860) Ibid., p. 71, para. 170.

861) Ibid., p. 71, para. 171.

86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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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 투사(a remote projection of ...[the] coastline)”이기 때문에 완전한 효과가 

부여될 경우 등거리선을 왜곡시켜 불균형한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하였

다.864) 다시 말하면 Santa Elena 반도에 완전한 효과를 부여한 등거리선과 또 

해당 반도상의 기점을 무시하고 코스타리카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을 근거로 

작도된 단순화된 등거리선 간의 각도가 약 45˚의 차이가 발생해 왜곡된 불

형평한 결과를 발생시키게 된다고 주장하였다.865) 그에 따라 니카라과는 영

해에서 엄격한 등거리선을 기계적으로 고수하게 될 경우 명백한 불형평성을 

야기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866) 이로 인해 니카라과는 관련사정인 Santa 

Elena 반도의 두 기점을 무시함으로써 니카라과 해안 쪽으로 등거리선을 조

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그림 42 참조).867)

   재판소는 이 사건의 잠정적 중간선 작도와 관련해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과

가 동일한 기점을 선택했고 해당 기점들이 양국 해안의 “특정한 돌출 지형

(certain prominent features)”에 위치해 있어서 이러한 기점들을 등거리 경계획

정에 사용하였다. Santa Elena 반도가 잠정적 등거리선을 조정해야 하는 관련

863) Ibid.

864) Counter-Memorial of Nicaragua, Ibid. p. 32, para. 2.48.

865) Counter-Memorial of Nicaragua, Ibid. p. 32, para. 2.48.

866) Counter-Memorial of Nicaragua, Ibid., p. 35, para. 2.49.

867) Costa Rica v. Nicaragua, p. 71, para. 171.

868) Counter-Memorial of Nicaragua, Ibid., p. 34. (붉은색 알파벳은 본 연구자 첨부).

869) Costa Rica v. Nicaragua, p. 74.

[그림 42] Santa Elena 반도에 무효과를 

부여한 잠정적 등거리선(초록색 점선)868)

[그림 43] 태평양 지역의 

영해 경계획정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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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해 재판소는 세 ICJ 판결, 즉 카타르 v. 바레

인(2001년), 리비아/몰타(1985년), 북해 대륙붕(1969년)을 인용하여 “암초, 암

석, 경미한 해안 투사"가 중간선에 불균형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로 인

해 영해에서 잠정적 중간선이 조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언급하였다.870) 그리

고 재판소는 Salinas Bay 인근의 Santa Elena 반도가 영해 경계획정을 요청받

은 지역에서 코스타리카 해안의 대부분(a large portion of Costa Rica's coast)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니카라과가 제안한 조정은 경계선을 코스타리카 해안 쪽

으로 밀어 올려 영해 내에서 코스타리카의 해안 투사를 상당히 차단하게 되

기 때문에 경계획정선에 불균형한 효과를 끼칠 수 있는 소규모의 해안 투사

로 고려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그림 43 참조).871)

        2) 검   토

   이 사건의 태평양 지역의 영해 경계획정에서 재판소는 UNCLOS 제15조에 

따라 양국이 합의한 지점에 기점을 설정하였다. 그 중에 Santa Elena 반도는 

코스타리카 육지의 일부로 양국의 해양경계획정의 시작점인 SP 지점872)으로

부터 12해리 이내에 위치해 있고, 전술한 바대로 약 286㎢의 면적과 약 2,400

명의 영구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Santa Elena 반도는 코스타리카 영토의 일

부로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는 대원칙에 따라 영해뿐만 아니라 EEZ와 대

륙붕의 일응권원을 부여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반도의 이러한 지리적 특

성을 고려해 볼 때 잠정적 등거리선을 왜곡시켜 불균형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동떨어진 해안선”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니카라과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

침하기 위해 인용한 카타르 v. 바레인(2001년)의 Fasht al Jarim와 영불대륙붕

(1977년)의 Scilly 제도도 Santa Elena 반도에 적용되기에는 부적합한 사례로 

보인다.873) 먼저 Fasht al Jarim874)는 영해가 아닌 양국의 북부 구간의 EEZ 및 

870) Costa Rica v. Nicaragua, p. 72, para. 174.

871) Ibid.

872) Salinas Bay 폐쇄선의 중간지점. Ibid., pp. 72-73, para. 175. 

873) Counter-Memorial of Costa Rica, Ibid., p. 32, para. 2.48.

874) Fasht al Jarim은 바레인 영해에 부분적으로 위치해 있는 상당한 크기의 도서지형으로 그 

위치상 해당 지형의 저조선은 바레인의 영해, 대륙붕, EEZ를 측정하는 기선으로 사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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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 경계획정에서 그 효과가 부인된 경우이고, 또한 해당 지형은 위치상 

먼 바다에 있고 썰물일 때 대부분이 바다에 잠기는 해양 지형875)이라는 점에

서 Santa Elena 반도의 지리적 성격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또한 영불대륙

붕(1977년)에서 Scilly 제도는 대서양 지역의 200해리 이내 대륙붕 경계획정과 

관련이 있고 또 영국 본토 해안에서 21-31해리 떨어져 있다876)는 점에서 

Santa Elena 반도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두 사항을 차치하더라도 

Scilly 제도에 반분 효과가 부여된 이유는 대상 해역에 접한 양국의 관련해안 

길이의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에 Scilly 제도에 등거리선의 기점

을 설정하게 될 경우 "예외적으로 긴 갑(exceptionally long promontory)"에서 

발생되는 해안 투사처럼 잠정적 등거리선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이었다.877) 그러나 전술한 Santa Elena 반도의 지리적 특성과 해당 지형

이 영해 경계획정 지역에서 “코스타리카 해안의 많은 부분(a large portion of 

Costa Rica's coast)”을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완전한 효과가 부여되는 것

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방글라데시/미얀마(2012년)의 영해경계획정에

서 St. Martin 섬처럼 그 크기와 인구, 경제 및 기타 활동에 있어서 “상당한 

해양 지형(a significant maritime feature)”으로 인정될 경우 UNCLOS 제15조상

의 특별사정으로 다루어질만한 “긴요한 이유(compelling reasons)”가 없다고 판

결한 바 있다.878) Santa Elena 반도는 St. Martin 섬(약 8㎢의 표면적과 7,000명

의 영구주민)879)에 비해 휠 씬 더 큰 규모의 지형이고 또 약 2,400명의 영구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코스타리카 육괴의 상당한 지형인 동시에 코스타리카 

해안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2해리 영해뿐만 아니라 EEZ 및 대

륙붕이 부여될 수 있는 지형이다. 따라서 해당 반도는 주권적 성격이 강한 

영해 경계획정에서 중간선을 조정할만한 특별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긴요

한 이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있으나 양국의 북부 구간의 인접해 있는 EEZ/대륙붕 경계획정에서 등거리선에 대해 왜곡된 

불형평한 효과를 발생시켜 무효과가 부여된 지형이다. Qatar v. Bahrain, p. 114, para. 

245, pp. 114-115, para. 247, p. 115, para. 249.

875) Ibid., p. 115, para. 248.

876) 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Case, p. 18, para. 4.

877) Ibid., p. 113, para. 243.

878) Bangladesh/Myanmar Case, pp. 46-47, paras. 146-152. 

879) Ibid., pp. 44-46, paras. 138-1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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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EZ/200해리 이내 대륙붕 경계획정

    1) 코스타리카 v. 니카라과(2018년)

   ICJ 소재판부는 EEZ 및 200해리 이내 단일 대륙붕 경계획정과 관련해 코

스타리카 본토 지형인 Santa Elena 반도와 Nicoya 반도가 니카라과 해안 투사

에 대해 “불형평한 차단(an inequitable cut-off)”을 발생시키는지 여부를 검토

하였다.880) 소재판부는 본토의 소규모 지형에 기점을 설정을 할 경우 타방국

의 해안 투사에 “상당한 차단효과(a significant cut-off)”가 발생되는지 여부에 

대해 지형의 상당성(substantiality)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 사건에서 두 반도에 

대해 실시된 상당성 테스트를 검토해 보고 양국의 관련해안 및 관련지역 설

정 방식과 차단효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관련해안 및 관련지역

   태평양 지역의 EEZ 및 200해리 이내 대륙붕 경계획정과 관련해 양국은 

관련해안에 대한 2009년 흑해 사건의 중첩 투사 원칙에 따라 관련해안을 설

정하였고,881) 각각 다른 투사 방식에 따라 관련해안과 관련지역의 범위를 주

장하였다.

   코스타리카는 200해리 방사상투사, 즉 상대국의 관련해안의 시작점에서 

200해리 이내에 있는 해안을 관련해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882) 코

스타리카는 자국의 관련해안으로 Punta Zacate에서 Osa 반도까지(Punta 

Zacate-Cabo Blanco 해안과 Punta Herradura-Punta Salsipuedes 해안) 그리고 니

카라과의 관련해안은 Punta Arranca Barba에서 Punta Cosiguina까지라고 주장

하였다.883) 관련해안 측정에 대해 코스타리카는 직선으로 측정한 전통적인 

880) Costa Rica v. Nicaragua, p. 85, para. 192.

881) Memorial of Costa Rica, Ibid., p. 27, para. 3.3; Counter-Memorial of Nicaragua, 

Ibid., p. 13, para. 2.15. Black Sea Case, p. 97, para. 99.

882) Memorial of Costa Rica, Costa Rica v. Nicaragua, p. 27, para. 3.3.

883) Costa Rica v. Nicaragua, p. 75, para. 177; Memorial of Costa Rica, Ibid., p. 79, 

p. 27, para. 3.3. 코스타리카는 관련해안에서 배제가 되는 세 가지 해안 지리 유형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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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884)과 해안 형태를 그대로 측정하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했다. 전자의 

관련해안은 415㎞:300㎞(1.4:1=코:니)이고 후자의 경우는 670㎞:345㎞(1.9:1=코:

니)라고 청구하였다.885)

   코스타리카는 EEZ와 200해리 이내 대륙붕 경계획정의 관련지역을 설정하

면서 니카라과 v. 콜롬비아(2012년) 및 튀니지/리비아(1982년)에 의거하여 “당

하였다; 첫째, “깊은 만입에 있는 해안”; 둘째, “잠재적인 일응권원 중첩지역을 바라보고 있

지 않은 해안”; 셋째, “제3국을 바라보고 있어 제3국과의 경계획정에서만 관련 있는 해안.” 

코스타리카는 해당 사건에서 세 번째와 관련된 코스타리카 해안은 없다고 언급하면서 이에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해당되는 자국의 해안으로 Nicoya 만의 해안과 Nicoya 반도의 남동쪽 

해안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Papagayo 만과 Santa Elena 만의 경우 

2009년 흑해 사건의 Kalamits'ka 만과 2012년 벵갈 만 사건의 Meghna 하구와 같이 그 만

입이 덜 현저하고 바다로 향해 있어 니카라과 해안 투사와 중첩되는 투사를 발생시켜 코스타

리카의 관련해안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Memorial of Costa Rica, Ibid., p. 28, 

paras. 3.5-3.6, p. 31, paras. 3.7-3.8.

884) 코스타리카는 국제 법리를 인용하면서 이러한 직선 측정 방식으로 복잡한 지리 형태를 처

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직선 해안을 가진 국가와 현저하게 오목하거나 볼록한 해안을 가

진 국가 간에 필요한 균형을 이루거나 매우 불규칙한 해안을 더 진정한 비율로 바꿀 수 있게 

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당사국들의 관련해안을 측정할 때 해안의 만곡으로 인해 발생되는 어

려움을 방지하고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익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Memorial of Costa 

Rica, Ibid., pp. 31-32, para. 3.9.

885) Memorial of Costa Rica, Ibid., pp. 31-32, paras. 3.9-3.10; Memorial of Costa 

Rica, Ibid., p. 46, para. 3.24. Costa Rica v. Nicaragua, p. 75, para. 177.

886) Costa Rica v. Nicaragua, p. 77.

887) Counter-Memorial of Nicaragua, Ibid. p. 27, Fig. Ib-4; Costa Rica v. Nicaragua, 

p. 79, Sketch-map No. 17 참조.

[그림 44] 태평양 지역: 코스타리카의 

관련해안 및 관련지역 청구886)

[그림 45] 태평양 지역: 니카라과의 

관련해안 및 관련지역 청구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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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국의 잠재적인 일응권원이 중첩되는 해양 공간 부분”을 관련지역으로 설정

하였다.888) 따라서 국제법에 근거해 관련지역은 양국이 해당 해역(즉 양국 해

안에서 200해리 이내 지역)에서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에 대한 권원을 부여

받은 지역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방사상투사로 관련지역을 설정할 것을 주장하

였다.889) 또한 코스타리카는 제3국이 이익을 가지고 있는 해역은 배제되는 

법리도 언급하였다.890) 코스타리카는 관련지역의 용도가 주로 3단계 경계획

정의 마지막 단계인 비례성 테스트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정확성을 요구하지

는 않으며 또한 제3국의 정확한 이익이 알려져 있지 않을 경우 관련지역의 

계산에 있어 고도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891) 이러

한 법리에 근거해 코스타리카는 양국 200해리 포락호가 중첩되는 지역을 잠

재적인 일응권원 지역으로 설정하였고 또 니카라과 북쪽에 위치한 제3국, 즉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의 이익을 고려해 코스타리카의 Punta Cosiguina에서 

Fonseca 만 폐쇄선의 수직선을 사용하여 관련지역의 북쪽 지역을 제한하여 

관련지역을 설정하였다(약 202,800㎢).892) 또한 엄격한 잠정적 등거리선은 관

련지역을 코스타리카에게 130,700㎢, 니카라과에게 72,100㎢로 할당시켜 그 

비율이 코스타리카에게 유리하게 1.8:1이 된다고 청구하였다(그림 44 참조).893)

   니카라과는 2009년 흑해 사건의 “중첩투사 원칙(principle of overlapping 

projections)”이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는 대원칙과 함께 “바다쪽 방향으로

의 해안 투사가 해양 청구를 발생시키는”894) 방식으로 적용됨을 언급하였

다.895) 니카라과는 이러한 바다쪽 방향으로의 양국의 해안 투사를 직선 투사 

방식으로 해석하여 양국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을 기준으로 바다쪽으로 직선

으로 투사할 때 양국의 중첩되는 투사를 발생시키는 해안을 관련해안으로 보

았다.896) 이에 따라 니카라과는 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의 관련해안이 Salinas 

888) Memorial of Costa Rica, Ibid., pp. 32, 35, para. 3.11.

889) Memorial of Costa Rica, Ibid., p. 35, para. 3.11.

890) Memorial of Costa Rica, Ibid., p. 35, para. 3.11.

891) Memorial of Costa Rica, Ibid., p. 35, para. 3.11.

892) Costa Rica v. Nicaragua, p. 76, para. 182; Memorial of Costa Rica, Ibid., pp. 

35-36, para. 3.12.

893) Memorial of Costa Rica, Ibid., p. 45, para. 3.24.

894) Memorial of Costa Rica, Ibid., p. 27, para. 3.3; Counter-Memorial of Nicaragua, 

Ibid., p. 13, para. 2.15. Black Sea Case, pp. 96-97, para. 99.

895) Counter-Memorial of Nicaragua, Ibid., p. 13, para.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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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y의 Punta La Flor에서 북쪽의 Corinto Point까지 직선으로 239㎞에 이른다

고 주장했다(그림 45 참조).897) 코스타리카의 경우도 코스타리카 해안의 만곡

과 관련해안 측정의 일관성을 위해 해당 해안의 자연 형태가 아니라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을 나타내는 직선으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898) 이러

한 방식에 따라 니카라과의 해안 투사와 중첩되는 해안 투사를 발생시키는 

코스타리카의 관련해안은 Salinas Bay 입구에 있는 Punta Zacate에서 Nicoya 

반도의 Punta Guiones까지 세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144㎞에 해당

된다고 주장하였다(그림 45 참조).899)

   니카라과는 관련지역에 대한 코스타리카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2009

년 흑해 사건의 Karkinits'ka 만 해안 지역이 배제된 것과 두 벵갈 만 사건에

서 채택된 방식을 인용하여 관련지역의 측면 한계를 결정함에 있어 관련해안

의 정면투사가 핵심 요소임이 확증되었다고 주장하였다.900) 따라서 니카라과

896) Costa Rica v. Nicaragua, p. 79, Sketch-map No. 18 참조.

897) Ibid., p. 75, para. 178; Counter-Memorial of Nicaragua, Ibid., pp. 14-15, para. 

2.18. 

898) Costa Rica v. Nicaragua, p. 75, para. 178; Counter-Memorial of Nicaragua, Ibid. 
p. 15, para. 2.19, p. 20, para. 2.24.

899) Costa Rica v. Nicaragua, p. 75, para. 178; Counter-Memorial of Nicaragua, Ibid., 

p. 17, para. 2.21; Counter-Memorial of Nicaragua, Ibid., pp. 20-21, paras. 

2.25-2.26. 니카라과는 해안의 직선 투사로 양국의 중첩되는 투사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코스

타리카의 Osa 반도에서 북동쪽으로 향해 있는 해안의 투사가 바다쪽 즉 공해로 향해 있지 

않고 Nicoya 반도의 남서쪽 해안과 서로 마주보고 있어 니카라과의 관련해안의 바다쪽 투사

와 중첩되지 않아 코스타리카의 관련해안에서 배제되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그림 46 참조). 

또한 코스타리카 Nicoya 반도의 Punta Guiones와 Cabo Blanco 사이 해안, Punta 

Herradura와 Osa 반도의 북서쪽 끝 사이 해안, 그리고 Osa 반도의 Punta Llorona와 

Punta Salsipuedes 사이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이 니카라과 관련해안의 일반적인 방향과 거

의 동일하고 위의 세 해안의 투사와 니카라과의 관련해안 투사의 거리가 최소 100㎞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첩된 해안 투사가 발생될 수 없어 위의 세 해안이 코스타리카의 관련해안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청구하였다(그림 47 참조). Counter-Memorial of Nicaragua, Ibid., 

pp. 17-19, paras. 2.22-2.23.

900) Counter-Memorial of Nicaragua, Ibid., p. 23, para. 2.31. 니카라과는 ITLOS의 2012

년 판결에서 양국의 해양경계획정의 마지막 단계인 비례성 테스트를 위해 관련지역의 측면 

한계를 미얀마의 관련해안의 남단인 Cape Negrais의 위선과 방글라데시의 관련해안의 서단 

지점인 기점 ß2의 경선으로 설정한 것을 언급하며 해당 경선과 위선이 각국의 관련해안의 일

반적인 방향과 거의 수직을 이루고 있다고 언급했다. Counter-Memorial of Nicaragua, p. 

23, para. 2.32. 또한 2014년 벵갈 만 중재 판결에서 양국의 관련지역의 남서쪽 측면 한계 

역시 인도의 관련해안의 서단 지점인 Sandy Point에서 CLCS에 제출된 방글라데시의 200 

해리 이원 외측한계까지 연결된 선으로 해당 한계선은 인도의 관련해안의 일반적인 방향과 

수직을 이루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Counter-Memorial of Nicaragua, Ibid., p. 23, 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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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면 해안 투사 방식에 따라 양국의 관련지역의 서쪽 한계는 양 당사국의 

200해리 EEZ 한계로 설정된다고 주장하였다.901) 그리고 남쪽 한계는 코스타

리카 관련해안의 남단 지점인 Punta Guiones에서 Cabo Velas 사이 해안의 일

반적인 방향의 수직선으로 그리고 북쪽 한계는 니카라과 관련해안의 북단 지

점인 Corinto 지점에서 Punta La Flor 사이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의 수직

선으로 제한하였다. 그에 따라 양국의 관련지역의 총 면적은 102,770㎢라고 주장

하였다.902)

   재판소는 2009년 흑해 사건에 따라 “타 당사국의 해안 투사와 중첩되는 

투사를 발생시키는” 해안을 관련해안으로 설정하였다.905) 재판소는 태평양에

서 코스타리카 해안이 어느 정도의 만곡을 가지고 있고 그에 반해 니카라과 

2.33. 또한 니카라과는 2014년 판결에서 중재재판소가 미얀마 근처에 위치해 있는 인도의 

Andaman 제도 북부의 서쪽 해안만 관련지역 쪽으로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어 방글라데시 

해안 투사와 중첩되는 투사를 발생시키는 관련해안으로 볼 수 있다는 판시를 인용하면서 정

면투사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Counter-Memorial of Nicaragua, Ibid., p. 24, para. 2.34.

901) Costa Rica v. Nicaragua, p. 78, para. 183.

902) Ibid. Counter-Memorial of Nicaragua, Ibid., p. 24, para. 2.35, p. 26, para. 2.39.

903) Counter-Memorial of Nicaragua, Ibid., p. 18, Fig. Ib-2.

904) Counter-Memorial of Nicaragua, Ibid., p. 19, Fig. Ib-3.

905) Costa Rica v. Nicaragua, p. 75, para. 179. 재판소는 태평양지역 경계획정의 관련해안 

설정과 관련해 특정 투사 방식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림 44(코스타리카의 청구)와 그림 

48(ICJ의 판결)을 통해 방사상투사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림 46] 니카라과 청구: 태평양 지역에서 

코스타리카의 비관련해안 I903)

[그림 47] 니카라과 청구: 태평양 

지역에서 코스타리카의 비관련해안 II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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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은 대게 직선으로 전개되어 있어 양 당사국의 관련해안을 직선으로 확인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906) 먼저 재판소는 코스타리카의 일응권원과 

중첩되는 잠재적 일응권원을 발생시키는 니카라과의 관련해안에 대한 양 당

사국의 입장이 매우 유사하다고 언급하였다.907) 그에 따라 재판소는 코스타

리카의 청구를 받아들여 Punta Arranca Barba에서 Punta Cosiguina까지의 직선

(292.7㎞)을 니카라과의 관련해안으로 인정하였다(그림 48 참조).908) 재판소는 

니카라과의 관련해안에 대한 이러한 결정이 투사방식 즉, 방사상투사 방식 

또는 정면투사 방식에 따라 바뀌지 않음을 지적했다.909) 다음으로 재판소는 

코스타리카의 관련해안에 대해서는 양 당사국의 견해가 상이함을 지적하면서 

니카라과의 관련해안의 일응권원과 잠재적인 일응권원의 중첩을 발생시키는 

코스타리카의 관련해안에 대해서도 코스타리카의 견해를 용인하였다.910) 재

판소는 코스타리카의 방사상투사 방식을 적용하여 Punta Guiones와 Cabo 

Blanco 사이 해안과 Punta Herradura와 Punta Salsipuedes 사이 해안도 잠재적

인 해양 투사의 중첩을 발생시킨다고 판결하였다.911) 또한 Cabo Blanco에서 

정 북동쪽에 있는 Nicoya 만으로 이어져 Punta Herradura로 내려가는 코스타

리카 해안에 대해 양국 모두 관련해안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Nicoya만 해안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 경계획정의 목적상 관련이 없기 때문에 

코스타리카의 관련해안에서 배제하였다. 결과적으로 재판소는 코스타리카의 

관련해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부분은 Punta Zacate, Punta Santa 

Elena, Cabo Velas, Punta Guiones, Cabo Blanco를 연결하는 직선으로,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Punta Herradura, Osa Peninsula, Punta Llorona, Punta 

Salsipuedes를 잇는 직선(총 416.4㎞)으로 판결하였다(그림 48 참조).912)   

   또한 재판소는 태평양 지역의 관련지역에 대해 “양국 해안이 발생시키는 

잠재적인 일응권원이 중첩되는 해양 공간”이라고 정의하면서 코스타리카 관

906) Ibid., p. 75, para. 179.

907) Ibid., p. 75, para. 180.

908) Ibid.

909) Ibid., pp. 75-76, para. 180.

910) Ibid., p. 76, para. 181.

911) Ibid.

912) Ibid. 재판소는 코스타리카가 청구한 관련해안의 범위를 용인하고 있지만 관련해안 길이는 

다르게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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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해안의 첫 번째 부분에서 발생되는 잠재적 일응권원과 두 번째 부분에서 

발생되는 잠재적 일응권원이 니키라과 관련해안에서 발생되는 잠재적 일응권

원과 중첩된다고 보았다.913) 재판소는 양국의 관련지역의 북쪽 측면 한계를 

니카라과의 북단 지점인 Punta Cosiguina에서 니카라과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

의 거의 수직선을 이루는 선을 설정하였고 서쪽 및 남쪽 한계는 200해리 반

경의 원호를 사용한 방사상투사선으로 제한하였다.914) 또한 재판소는 코스타

리카의 관련해안에서 배제된 해안 부분, 즉 Cabo Balnco에서 Punta Herradura 

사이의 해안선은 니카라과 해안이 발생시키는 일응권원과 잠재적인 일응권원

의 중첩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해당 해안선에서 육지 쪽으로 향해 있는 

해역과 Nicoya 만 수역과 거의 일치하는 해역은 경계획정을 위한 관련해안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915) 그에 따라 코스타리카가 청구한 관련지역보다는 약

간 축소된 관련지역(총 면적 164,500㎢)을 설정하였다(그림 48 참조).916)

   

913) Ibid., p. 80, para. 184.

914) Ibid.

915) Ibid., p. 80, para. 185.

916) Ibid.

917) Ibid., p. 81, Sketch-map No. 18.

[그림 48] 태평양지역: 관련해안 및 관련지역917)



- 190 -

        (2) Santa Elena 반도

         

   ICJ는 태평양 지역의 EEZ와 200해리 이내 대륙붕 단일 경계획정에서 제

74조와 제83조에 따라 3단계 방식을 적용할 때918) Santa Elena 반도가 니카라

과의 해안 투사를 불형평하게 차단시키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Santa Elena 

반도는 상술한 바와 같이 양국 간 해양경계선의 시작점 가까이에 위치한 돌

출 부분으로 약 286㎢의 면적에 영구 주민이 2,400명이 거주하고 있다.919) 잠

정적 등거리선 작도에서 코스타리카 해안에서 확인된 기점은 총 3개이며 해

당 기점은 Santa Elena 반도(Punta Blanca와 Punta Santa Elena)와 Nicoya 반도

의 Cabo Velas920)에 위치해 있다(그림 49 참조). 그리고 Santa Elena 반도에 

위치한 기점들은 영해 12해리 한계에서 양 당사국 해안으로부터 약 120해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점(9지점)까지 해양경계선 경로를 통제하고 있고 그 

이후부터 200해리까지 경로는 Nicoya 반도의 Cabo Velas가 통제하고 있다.921)

   니카라과는 두 반도의 해안 방향이 코스타리카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과 

918) Ibid., p. 75, para. 176 참조.

919) Ibid., p. 71, para. 170, p. 85, para. 193. 코스타리카가 진술한 해당 반도의 면적과 주민 

수에 대해 니카라과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재판부도 이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20) Ibid., p. 84. Counter-Memorial of Nicaragua, Ibid., p. 44, para. 2.60,

921) Ibid., pp. 82-86, paras. 188, 189, 193, 195.

922) Ibid., p. 84.

923) Ibid., p. 89, Sketch-map No. 20.

[그림 49] 태평양 지역: EEZ 및 

200해리 이내 대륙붕 경계획정의 기점  

및 잠정적 등거리선922)

[그림 50] 태평양 지역: EEZ/200해리 

이내 대륙붕 경계획정의 조정된 

등거리선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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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지 않아 이러한 지형들에 기점을 설정하게 될 경우 잠정적 등거리선이 

북쪽으로 휘어져 잠정적 등거리선이 과도하게 왜곡되어 니카라과의 해안 투

사가 차단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두 반도에 반분 효과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924)

   재판소는 Santa Elena 반도에 위치한 두 기점이 잠정적 등거리선의 방향에 

불균형한 효과를 끼쳐 니카라과 해안 투사의 “상당한 차단(a significant 

cut-off)”되어 불형평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925) 그에 따라 Santa 

Elena 반도가 EEZ/대륙붕 경계획정에서 완전한 효과를 부여받을 정도의 상당

성을 부인하였다. 재판소는 Santa Elena 반도와 관련된 니카라과의 주장을 용

인하여 UNCLOS 제74조와 제83조에 따라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한 조정을 

실시하였다. 재판소는 니카라과 v. 콜롬비아(2012년) 사건의 판시를 참고해 

니카라과에게 손해(detriment)를 초래하는 불형평한 차단(an inequitable cut-off)

을 구제하려는 조정이 코스타리카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불형평한 차단을 발

생시키지 말아야 함을 지적하면서 Santa Elena 반도에 반분효과를 부여하였

다.926) Santa Elena 반도에 반분효과를 부여하는 방식은 영불대륙붕 사건(1977

년)의 Scilly 제도에 반분 효과를 부여한 방법927)과 동일하게 두 가지 경계선, 

즉 한 경계선은 Santa Elena 반도에 완전한 효과를 부여하고 다른 경계선은 

Santa Elena 반도를 무시하고 코스타리카 해안의 다른 기점들을 사용해 작도

한 경계선의 중간 경계선(1´-24´)을 선택하여 양국의 경계선을 획정하였다(그

림 50 참조).928)      

           

        (3) Nicoya 반도

   코스타리카에 따르면 Nicoya 반도는 약 7,500㎢의 면적으로 약 264,000명

924) Ibid., p. 85, para. 191.

925) Ibid., pp. 85-86, para. 193,

926) Ibid., pp. 86-87, paras. 194, 198,Nicaragua v. Colombia, p. 704, para. 216.

927) 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Case, p. 117, para. 251.

928) 재판소는 당해 중간선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L-S)을 근거로 경계선을 단순화시켜 최종적인 

경계획정선(Kx-S-200해리 외측 한계 지점)을 결정하였다. Costa Rica v. Nicaragua, pp. 

87-91, paras. 19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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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929) 해당 반도는 앞서 언급한 Santa Elena보다 약 

26배의 면적과 110배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 외견상 Santa Elena에 비해 더

욱 상당한 지형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Nicoya 반도의 Cabo Velas930)는 양 

당사국 해안으로부터 약 120해리 떨어진 9지점부터 200해리까지 해양경계획

정선 경로를 통제하고 있다.931) 코스타리카는 Nicoya 반도가 태평양 지역에서 

“상당한 지형”이기 때문에 완전한 효과에 미치지 못하는 효과를 부여함으로

써 개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932)

   이러한 코스타리카의 주장에 대해 니카라과는 두 반도의 해안 방향이 코

스타리카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과 일치하지 않아 이러한 지형들에 기점이 설

정될 경우 잠정적 등거리선이 북쪽으로 휘어져 니카라과의 해안 투사가 차단

되어 잠정적 등거리선이 과도하게 왜곡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두 반도에 반

분 효과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림 51·52 참조).933)

   재판소는 Nicoya 반도가 넓은 대륙을 가진 지형으로 면적 상 코스타리카 

929) Ibid., p. 85, para. 190,

930) Ibid., p. 84. Counter-Memorial of Nicaragua, Ibid., p. 44, para. 2.60,

931) Costa Rica v. Nicaragua, p. 86, para. 195.

932) Ibid., p. 85, para. 190.

933) Ibid., p. 85, para. 191.

934) Counter-Memorial of Nicaragua, Ibid., p. 52, Fig. Id-5.

935) Counter-Memorial of Nicaragua, Ibid., p. 54, Fig. Id-6.

[그림 51] 태평양 지역: Nicoya 반도에 

무효과(분홍선) 및 반분 효과(파란 점선) 

부여한 등거리선934)

[그림 52] 태평양 지역: Santa Elena 

반도 및 Nicoya 반도에 반분 효과가 

부여된 등거리선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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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의 약 1/7에 해당되고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또 코스타리카 해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근거로 해당 반도의 해안 방향이 코스타리카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에서 이탈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Nicoya 반

도 해안의 상당성을 인정하였다.936) 또한 재판소는 1984년 Maine 만 사건과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을 인용하여 해양경계획정 시 자연 현상의 결과인 지

리적 사실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판결로 수정될 수 있는 인간 행위의 산물

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937) 재판소는 특히 

1984년 Maine 만 사건에서 ICJ 소재판부가 Nova Scotian 반도938)와 Cape Cod 

반도939)의 상당성을 인정하였다는 판시를 인용하였다.940)

                                                    

      2) 검   토

                      

   두 반도에 대한 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 Santa 

Elena 반도와 관련해 재판소는 Santa Elena의 상당성을 영해에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EEZ와 200해리 이내 대륙붕에서는 반분 효과만 인정하고 있다. 이는 

북해대륙붕 사건을 시작으로 여러 판례에서 언급된 “소도, 암석, 경미한 해안 

돌출”이 등거리선에 불균형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941)는 것과 이러한 특별한 

지형이 “해안에서 12해리 이원으로 움직여감에 따라 등거리선에 왜곡 효과를 

936) Costa Rica v. Nicaragua, p. 86, para. 195.

937) Ibid., pp. 86-87, paras. 196-197.

938) Nova Scotia는 55,284㎢의 면적의 18개의 자치군으로 구성된 반도로 1981년 기준으로 

847,442명의 영구주민이 있었다.

https://en.wikipedia.org/wiki/Nova_Scotia#Counties_by_population <2018.09.11. 최종

확인>; Gulf of Maine Case, pp. 341, 342, paras. 234, 236.

939) Cape  Cod 반도는 880㎢의 면적과 15개 읍(town)으로 이루어져 있고 약 220,000명의 주

민이 거주하고 있다. https://en.wikipedia.org/wiki/Cape_Cod <2018.09.11. 최종확인>.

940) Costa Rica v. Nicaragua, p. p. 86, para. 196. 1984년 사건에서 소재판부는 캐나다의 

Chingnectou 지협에서 남서쪽으로 돌출된 Nova Scotian 반도 자체가 지리적 왜곡인 “변칙

(anomaly)”으로 일반적으로 남남서쪽/북북동쪽 방향을 가진 북미대륙의 동쪽 해안 지방을 

불규칙하게 이탈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미국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의 Cape Cod도 

Maine 만 서쪽의 Massachusetts 해안의 돌출 부분으로 Nova Scotian 반도보다는 휠 씬 

그 규모가 작지만 재판부는 해당 반도의 상당성을 인정하였다. Gulf of Maine Case, p. 

271, para. 37.

941) Costa Rica v. Nicaragua, p. 72, para. 174;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 

36, para. 57; Libya/Malta, Case, 1985, p. 48, para. 64; Qatar v. Barain, p. 114, 

para.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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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942)는 법리가 반영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코스타리카 육지의 일부인 Santa Elena 반도가 기점으로써 양국 간 

EEZ/200해리 이내 대륙붕에서 12해리에서 120해리 사이 등거리선에 불균형

한 왜곡효과 또는 차단효과를 발생시키는 경미한 해안 투사943)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EEZ 및 200해리 이내 대륙붕의 경계획정에서 차단효과의 불균형성과 왜

곡성은 투사 방식에 따른 관련해안 및 관련지역의 설정에 따라 다르게 해석

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니카라과는 정면투사 방식으로 그리고 

코스타리카는 방사상투사 방식으로 관련해안과 관련지역을 설정하였다. 그에 

따라 니카라과는 코스타리카가 청구한 관련해안(해안 형태/니:코=345㎞:670㎞

=1:1.9, 직선/니:코=300㎞:415㎞=1:1.4) 및 관련지역(총 202,800㎢, 니:코=72,100

㎢:130,700㎢=1:1.8)에 비해 짧은 관련해안(니:코=238㎞:144㎞=약 1:0.6)과 좁은 

관련지역(총 102,770㎢, 니:코=66,840㎢:35,930㎢=약 1:0.54)을 청구하였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니카라과가 청구한 관련지역은 코스타리카가 청구한 관

련지역의 약 절반에 해당되는 면적이다. 즉 니카라과가 주장한 Santa Elena 

반도 및 Nicoya 반도에 의한 차단효과는 방사상투사 방식보다 정면투사 방식

에서 더욱 불형평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다음으로 관련지역의 범위는 해안 투사를 발생시키는 관련해안의 길이에 

비례한다. 이 사건에서도 니카라과는 코스타리카가 청구한 양국의 관련해안

에 비해 휠 씬 더 짧은 관련해안을 청구하고 있다. 이전 판례에서는 등거리

선 조정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일방국은 자국의 관련해

안 길이를 상대국보다 더 길게 청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니카라과는 

정면투사로 인한 관련해안 길이와 관련지역의 범위를 좁게 설정함으로써 두 

반도로 인한 차단효과의 불형평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코스타리카는 방사상투사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두 반

도로 인한 차단효과의 불형평성이 니카라과의 관련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

로 적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재판소는 코스타리카가 청

구한 방사상 방식으로 관련해안(니:코=292.7㎞:416.4㎞=1:1.42)944)과 관련지역

942) Nicaragua v. Colombia, p. 86, para. 318. 

943) Costa Rica v. Nicaragua, p. 82, para. 186, p. 83,  para.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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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4,500㎢, 니:코=71,500㎢:93,000㎢=1:1.30)을 설정하였다.945) 재판소는 코

스타리카가 청구한 관련지역보다 약 19% 감소된 관련지역에서 Santa Elena 

반도로 인한 차단효과의 상당성을 인정하여 해당 반도에 반분 효과를 부여하

여 등거리선을 조정하였다.946) 마지막 비례성 테스트에서도 ICJ는 이 사건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양국의 관련해안 비율과 관련지역 비율이 중대한 

불균형(gross disproportionality)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봄으로써 UNCLOS 제

74조와 제83조에 따른 공평한 해결에 이르렀다고 판시하였다.947)

   이러한 재판소의 판결은 1984년 Maine 만 사건의 법리에 따라 “자연 현상

의 결과”인 Santa Elena 반도라는 지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고려하면서,948)

공평한 해결을 위해 “자연을 완전히 개조”하지 않는 해결책의 일환으로 

Santa Elena 반도에 반분 효과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인다. 이 사건에서 Santa 

Elena 반도는 영해 경계획정에서 관련해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해양 지

형에 해당되지만 EEZ/200해리 이내 대륙붕 경계획정에서는 관련해안 부분(양

국의 육지경계선 끝점에서 Nicoya 반도 시작 부분까지)의 ‘일반적인 방향’에

서 불형평한 해안 투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미한 해안 돌출에 해당되는 규

모의 영토인 것이다. 즉 EEZ/200해리 이내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육지가 바다

를 지배한다는 원칙에 따라 Santa Elena 반도는 200해리 일응권원의 해안 투

사를 발생시킬 수 있지만 해당 대상해역에서 공평한 해결을 위해 코스타리카 

관련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을 거시적인 관점으로 봄으로써 Santa Elena 반도의 

예외적인 해안 형태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불형평한 차단효과를 완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섬이 아닌 육지의 일부인 반도가 EEZ 및 200해리 이내 대륙붕

에서 차단효과를 이유로 그 상당성을 완전히 인정받지 못한 첫 번째 사례라 

할 수 있다.949)

944) 재판소는 코스타리카가 청구한 관련해안 부분을 인용하였지만 코스타리카가 청구한 것보다 

니카라과의 해안 길이는 7.3㎞ 짧게 그리고 코스타리카의 해안 길이는 1.4㎞ 더 길게 측정한 

것을 알 수 있다. 

945) Costa Rica v. Nicaragua, p. 92, para. 203. 재판소의 관련지역은 코스타리카가 청구한 

관련지역에서 양국의 중첩수역으로 향해 있지 않은 Nicoya 만 주변의 일부 수역이 배제된 

것으로 코스타리카가 청구한 관련지역의 면적보다 약 38,300㎢ 감소된 해역이다. Ibid., p. 

80, para. 185.

946) Argentina/Chile Case, p. 117, para. 251, p. 118, para. 253.

947) Costa Rica v. Nicaragua, p. 92, para. 203.

948) Gulf of Maine Case, p. 86, para.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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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적으로 볼 때 Santa Elena에 반분 효과를 부여함으로써 잠정적 등거리

선이 니카라과에게 유리하게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니카라

과는 코스타리카가 청구한 양국의 관련지역 분할보다 더 적은 지역(600㎢) 

그리고 코스타리카는 더 많은 지역(600㎢)950)을 부여받게 되었다. 이는 재판

소가 양국이 청구한 기점과 동일한 기점 및 경계획정 방식을 사용하여 경계

획정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안 투사의 유형과 양국 해안의 중첩투사 유

무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951)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재판소가 카리브해 지역과 태평양 지역의 관련해안 

길이를 다른 방식으로 측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카리브해 지역에서 재판소는 

양국의 관련해안의 만곡이 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자연 형태에 근거하여 

해안 길이를 측정하였다.952) 그러나 태평양 지역에서는 코스타리카 해안의 

만곡으로 인해 양국의 해안 길이를 직선으로 측정하였다.953) 따라서 니카라

과의 경우 측정 방식에 따라서 해안 길이 차이가 크지 않지만(300㎞→345㎞) 

코스타리카 해안의 경우 255㎞(415㎞→670㎞)의 차이가 나 1984년 Maine만 

사건처럼 해안 길이의 격차를 관련사정으로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양국의 해

안 길이 비율에 따라(니:코=345㎞:670㎞≑1:1.9) 잠정적 등거리선이 조정되어 

코스타리카의 해안 투사가 더욱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제 5 절 소   결

   당사국의 본토 해안 간 경계획정에서 차단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일반적

으로 인접 해안 관계에서만 발생된다. 이러한 인접한 본토 해안 간 경계획정

에서는 해양경계선의 시작점 결정에서부터 잠재적인 차단효과의 발생이 고려

949) Massimo Lando, supra note 24, p. 171.

950) 93,000㎢(코스타리카 획정지역)=130,700㎢(코스타리카 청구지역)-38,300㎢(비관련지

역)+600㎢ 

951) 실제로 태평양지역의 EEZ 및 200해리 대륙붕 경계획정과 관련해 코스타리카의 청구와 재

판소의 판결 상의 잠정적 등거리선의 전환점 좌표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Memorial of 

Costa Rica, Ibid., p. 43, Table 3.2; Costa Rica v. Nicaragua, p. 82-83, para. 188. 

952) Ibid., p. 47, para. 114.

953) Ibid., pp. 75-76, para. 17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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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리고 최근 코스타리카 v. 니카라과(2018년)에서는 해양경계선의 시작

점의 결정에 의해 상대국 해안 일부가 위요화 되어 양국의 관련해안 투사의 

차단효과가 자동적으로 발생되는 특이한 사례에 대해 판시된 바 있다. 이 사

건에서 위요화된 석호의 일응권원 문제와 관련해 UNCLOS 제10조 4항의 만 

내의 내수와 동일한 법적 지위가 인정되어 12해리 영해가 부여될 수 있는 가

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인접한 본토 간 경계획정에서 차단효과가 발생되는 가장 대표적인 지리적 

요인은 본토 해안의 오목성이다. 본토 해안의 오목성으로 인한 차단효과의 

상당성은 해역별로 다르게 평가된다. 특히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경우 본토 

해안의 오목성으로 인한 차단효과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응권원의 근거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첫째, 해역별로 오목성 해안으로 인한 차단효과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영해 경계획정에서는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2017년)의 경우와 같이 Gulf of 

Trieste 폐쇄해와 같은 매우 협소한 해역에서 제3국의 해양경계선 협약에 의

해 슬로베니아의 영해가 둘러싸여 매우 제한된 범위의 영해를 보유하고 있는 

독특한 상황을 제외하고 영해대와 같은 좁은 해대에서는 오목성으로 인한 차

단효과가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EEZ·200해리 이내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차단효과를 발생시키는 

오목성은 관련해안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관련해안의 오목성 자체가 불

합리한 차단효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불형평한 차단효과가 되기 위해서

는 연안국의 일응권원이 잠정적 등거리선에 의해 국제법이 허용하는 만큼 바

다쪽으로 확장되지 못하여 등거리선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공평한 해결에 이

르지 못해야 한다. 또한 EEZ와 200해리 이내 대륙붕에서 오목성으로 인한 

차단효과의 존재와 불합리성은 거시지리적인 관점에서 관련지역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대상 해역에서 비합리적

인 차단효과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비례성 또는 불균형성 테스트에서 관련해

안과 관련지역의 비교를 통한 상당성 기준을 따라 실시된다. 차단효과의 불

형평성 평가하기 위한 비례성 테스트와 관련해 당사국들은 자국에게 유리한 

관련해안과 관련지역을 설정하기 위해 각기 다른 방식의 투사 방식을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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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다. 또한 정면투사와 같이 동일한 투사 방식이라 하더라도 해안의 일

반적인 방향의 범위를 달리 설정함으로써 자국에게 유리하게 관련해안과 관

련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200해리 이원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본토 해안의 오목성으로 인한 차단효

과가 잠정적 등거리선의 조정을 요하는 관련사정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일응권원의 근거는 제76조 4-6항에 

따라 지질학적 요소와 거리 요소에 정해진다. 그러나 잠정적 등거리선은 일

응권원의 등가성에 근거한 거리 원칙에 근거한 경계획정 방식이기 때문에 

200해리 이원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해당 방식은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외측

한계 설정에서 지질학적 또는 지형학적 요소가 고려되지 않는 단일 대륙붕이

라는 독특한 상황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토 돌출 지형에 의한 차단효과는 2018년 코스타리카 v. 니

카라과에서 처음으로 다루어진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잠정적 등거리선 방식

을 사용할 경우 본토 해안이라 할지라도 대상 해역에 따라 그 상당성이 다르

게 인정되어 차단효과의 경중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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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도서에 의한 차단효과 방지 원칙

제 1 절 문제 제기

    1. 도서와 해안 관계

   섬은 전 방향으로 해안 투사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상대국의 본토 해안, 

도서, 기타 지형과 다양한 해안 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다. UNCLOS에서는 해

안 관계를 인접 해안과 대향 해안으로만 표기하고 있지만954) 도서의 일응권

원이 방사상으로 투사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도서와 상대국간에는 동향(同

向) 해안 관계도 존재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955) 따라서 섬과 관련

된 경계획정에서는 당사국의 일응권원 중첩지역도 해안 관계에 따라 다르게 

위치하게 되며, 또 상대국의 지리 상황에 따라 해안 투사의 차단효과가 여러 

형태로 발생될 수 있다. 첫째, 등거리선으로 경계선을 작도할 경우 인접 해안 

관계에서 기점으로 설정되는 일방국 도서는 대향 해안 관계에서보다 해당 경

계선의 상당한 길이에 걸쳐 통제하게 되며956) 이로 인해 지리적 사정에 따라 

대상 해역에서 불형평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둘째, 도서와 관련된 대향 

해안 관계에서는 양 당사국의 주요 해안 사이의 도서의 위치와 해당 도서의 

기점 설정 여부와 관련해 차단효과의 불형평성을 검토하게 된다. 셋째, 동향 

해안 관계는 일반적으로 양국의 주요 해안 간 중간선을 기준으로 도서가 타

방국의 본토 또는 주요 해안에 인접하여 위치해 있을 경우에 발생된다. 이 

때 본토 해안과 도서 간에는 대향-인접-동향 해안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등

거리선 또는 중간선 방식을 사용할 경우 일방국 섬의 해안 투사가 타방국 본

토/주요 해안의 해안 투사를 상당히 차단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양국의 

각 해안 관계에 따라 경계획정 방식의 선택 및 잠정적 중간선의 조정과 관련

954) UNCLOS 제15조, 제74조, 제83조 참조.

955) 제5장 제4절 참조.

956) Nicaragua v. Honduras, p. 742, para. 277 참조. Stephen Fietta and Robin 

Cleverly, supra Note 18, pp. 60, 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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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제5장 본문에서는 섬에 의한 

차단효과 방지 원칙을 이러한 해안 관계(인접 해안, 대향 해안, 대향-인접-동

향 해안)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2. 도서에 의한 해역별 차단효과

   도서는 UNCLOS의 규정에 따라 일응권원을 부여받지만 “해역(maritime 

areas)”과 그 법적 지위 그리고 “각 사건의 사정”에 따라 경계획정에서 다른 

효과를 부여받을 수 있다.957) 예를 들면 상당한 규모의 섬으로 제121조 2항 

상의 일응권원을 부여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당사국 간의 EEZ/대륙붕의 단

일 경계획정에서 본토 해안 간 중간에 위치해 있을 경우 전반적인 지리 상황

을 고려해 해당 섬은 기점으로 설정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영

해와 같은 좁은 해역대에서는 해안의 일체에 해당되지 않아 등거리선의 기점

으로 설정되지 않았던 섬이 EEZ·대륙붕 경계획정에서는 기점으로 설정되기

도 한다.958) 따라서 제5장에서는 상술한 각 해안 관계에서 차단효과 방지 원

칙이 각 해역별로 적용되고 있는 방식을 판례법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3. 등거리선 방식 적용 관련 검토 사항

    1) 기점 설정 기준

  도서로 인한 차단효과는 잠정적 등거리선의 기점 설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와 관련해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에서 ICJ는 이러한 도서의 효과와 관련

해 “소도, 암석, 사소한 해안 돌출이 잠정적 등거리선에 불균형한 왜곡 효과

를 초래할 경우 이를 무시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959) 따라서 도서에 관

한 기점 설정 기준과 이에 대한 재판소의 판단은 해양경계획정에서 중요한 

957) Bangladesh/Myanmar Case, p. 46, paras. 147-148 참조.

958) Costa Rica v. Nicaragua, p. 55, para. 142, pp. 40-41, para. 100 참조.

959)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 36, para. 57. Gulf of Maine Case, p. 332. 

para. 2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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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으로 다루어져 왔고 동시에 재판관들의 학자들의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

기도 했다.

   잠정적 등거리선의 기점과 관련해 UNCLOS 제15조에서는 “양국 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양국의 각 영해 기선 상”에 있는 양 당사국의 기점에서 등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을 연결한 중간선과 영해 기선 상 기점의 거리가 가장 

가까울 경우 잠정적 등거리선/중간선의 기점으로 설정된다고 규정하고 있

다.960) 판례법에서는 도서가 잠정적 등거리선의 기점으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영해 기선 중 "가장 바다쪽으로" "돌출된 해안 기점"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961) 또한 해당 도서의 기점은 “경계획정 당시 물리적 현실”에 근거해 볼 

때962) “천연 해안(natural coast)”963)으로 해안 방향이 상당하게 변하는 지점이

며, 해당 기점들을 연결하면 "해안선의 일반적인 방향"이 형성된다.964) 또한 

에리트레아/예멘(1999년)에서 중재재판소는 도서가 기점으로 설정되기 위해서

는 연안국 본토 해안의 일반적인 형태와 “일체(an integral part)”를 형성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965)

   그렇다면 당사국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을 형성하면서 해당 해안의 일체를 

형성하는 도서의 기준은 무엇일까? 이러한 기준에 대한 단서를 UNCLOS 제6

조(암초), 제7조(직선기선), 제13조(간출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6조에서는 

“환초상에 위치한 섬 또는 가장자리 암초”의 저조선에 기점이 설정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조(직선기선)의 조문을 통해 “해안을 따라 아주 

가까이...흩어져 있는” 섬으로 “해안의 일반적 방향으로부터 현저히” 이탈하

지 않고 “육지와 충분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기점으로 설정될 수 있

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제13조의 경우 12해리 영해 이내에 위치한 간출지

의 저조선에 기점이 설정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의 기점 

960) 영해 기선은 UNCLOS 제5조에서 영해 폭을 측정하는 기준인 “통상기선(normal 

baseline)”으로 연안국이 공인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에 해당되며, 이것은 오

랜 국가 실행에 의해 해양법의 관습법으로 잘 성립되어 있다. Eritrea/Yemen Case 

(Second Phase), pp. paras. 41-42, 133.

961) Black Sea Case, p. 101, para. 117.

962) Ibid., p. 106, para. 131.

963) Costa Rica v. Nicaragua, pp. 40-41, para. 100.

964) Black Sea Case, p. 105, para. 127, p. 106, para. 131. 

965) Eritrea/Yemen Case (Second Phase), p. 38, para. 118, p. 43, para. 139, p. 45, 

para. 1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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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과 관련된 국제 판례에서 이러한 도서의 해안의 일체성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검토해 봄으로써 기점 설정과 관련된 차단효과의 불형평성

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관련사정의 확대 적용     

   UNCLOS 제15조와 3 단계 방식에 따라 1 단계에서 잠정적 등거리선의 기

점을 설정할 경우 2009년 흑해 사건의 법리에 따라 “가장 적합한 기점”966)을 

선택함에 있어 사법적 판단이 개입된다.967)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

는 것은 재판소가 UNCLOS 제13조와 제121조에 따라 기점으로 설정될 수 있

는 법적 지위를 가진 도서를 특별사정 또는 관련사정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도서에 의한 차단효과 또는 불균형한 효과를 이중적으로 검토할 수 있

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Massimo Lando는 영해 경계획정 1 단계에서 등거

리선 작도를 위한 기점 설정을 공개적으로 검토하여 잠정적 등거리선 작도 

이전에 섬의 효과를 “슬그머니” 평가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기점 설정의 투

명성이 증대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968)

   방글라데시 v. 인도(2014년)에서는 양국 간의 영해 경계획정 1 단계에서 

간출지의 기점 설정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재판소는 현장 방문을 통해 

South Talpatty(방글라데시 명칭)/New Moore Island(인도 명칭)가 영구적으로 

물에 잠기는지 아니면 간출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증되지 않았음을 상기

하면서 해당 지형이 해안선에 위치한 것으로 결코 간주될 수 없고 또한 “돌

출된 해안 지점”으로도 볼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이를 기점에서 제외하였

다.969) 이와 같이 그 법적 지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도서의 경우 1 단계의 잠

정적 등거리선의 기점 설정과 관련된 재판소의 재량권 행사는 경계획정에 도

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미얀마(2012년)의 St. Martin's 섬은 제

121조 2항 상의 섬으로970) 기점 설정이 가능한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등거리

966) Black Sea Case, p. 101, para. 117.

967) Eritrea/Yemen Case (Second Phase), pp. 41-42, para. 133. Bangladesh v. India, 

p. 72, para. 253.

968) Massimo Lando, supra note 623, p. 617.

969) Bangladesh v. India pp. 72-74, paras. 25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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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작도 이전에 특별사정으로 검토되었다.971) 결과적으로는 St. Martin's 섬이 

기점으로 설정됨으로써 통상적인 2 단계 방식에 따라 경계획정이 실시된 것

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되었다.972) 또한 영해라는 해역대에서는 이러한 도서

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외관상 이러한 특별사정의 검토 순

서가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다.973)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특별사정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형평의 원칙의 적용으로도 볼 수 있다.974) 그

러나 영해는 연안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좁은 해역대라는 이유로 인해 EEZ/

대륙붕과는 달리 UNCLOS 제15조를 통해 ‘기하학적으로 객관적인’ 경계획정 

방식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절차상 재판소의 기점 설정의 재

량권을 좁게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술한 South Talpatty/New 

Moore Island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영해 경계획정 1 단계에서는 

엄격한 경계획정을 그리고 2 단계에서 이러한 기점 설정이 특별사정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제15조의 목적에 맞는 합

리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EZ/200이내 대륙붕 및 200해리 이원 단일 대륙붕 경계획정에서도 이러

한 기점 설정과 관련하여 관련사정의 확대 적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 2단계와 3단계 경계 획정 방식은 각 단계가 구분된 연속적인 과

정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적용되는 개념(concepts of simultaneity)”으로 적용되

고 있다.975) 다시 말하면 경계획정 1단계에서부터 적합한 기점 설정을 위한 

재판소의 재량권이 행사되는 과정에서 특정 도서에 의한 효과가 검토됨으로

써 관련사정 검토의 확대 현상이 계속되어 왔다.976)

970) Bangladesh/Myanmar Case, pp. 46-47, paras. 146-152. Reply of Bangladesh, 

Ibid., p. 87, note. 136.

971) Bangladesh/Myanmar Case, Ibid., pp. 42-43, paras. 126-129, pp. 46-47, paras. 

146-152.  

972) Ibid., p. 47, para. 152.

973)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 37, para. 59.

974) Stephen Fietta and Robin Cleverly, supra note 18, pp. 582-583 참조.

975) Lathrop, Coalter G., "The Provisional Equidistance Line", in Alex G. Ode Elferink, 

Tore Henriksen and Signe Veierud Busch (eds.),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The Case Law - Is it Consistent and Predictab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p. 202.

976) 이와 관련해 Massimo Lando, supra note 24, pp. 150-152 참조.



- 204 -

   거의 모든 해양경계획정 판례들은 도서에 의한 차단효과와 관련된 관련사

정을 경계획정의 1단계에서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방글라데시/미얀

마(2012년)에서는 EEZ/대륙붕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St Martin 섬을 기점에서 

배제한 후 다시 2단계에서 해당 섬이 관련사정인지 여부를 재검토함으로써 

동일한 섬에 대해 이중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977) 뿐만 아니라 St Marin 섬에 

대한 기점 설정 여부에 대한 재판소의 판단 기준과 2단계 관련사정 검토에서 

적용된 기준과 논거가 동일함을 알 수 있다.978) 이로 인해 잠정적 등거리선

의 기점 설정과 관련 도서에 대한 재판소의 이중 검토가 단지 형식적이고 또 

경계획정 절차를 따르지 않는 재판소의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비판을 면피하

려는 수단일 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979)

   그러나 국제 판례에서 1단계 기점 설정과 관련해 도서의 관련사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재판소의 오랜 실행이고, 또 재판관들이 담당하고 있는 경계

획정의 작업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관련사정의 동시적인 적용은 당연

한 것인지도 모른다.980) 즉 튀니지/리비아(1985년)에서 형평의 원칙과 등거리

선의 적용이 “두 단계로 구분된 연속적인 단계(two distinct and successive 

phases)”가 아닌 “동시적인 단계(a simultaneous one)”라고 한 Jimenez de 

Arechaga 재판관의 언급은 이러한 재판관들의 실제 업무 과정을 잘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981) 또한 제74조와 제83조에 따라 경계획정의 목표가 결국에는

공평한 해결에 이르는 것임을 생각해 볼 때 결과상 불형평한 차이가 없다면 

이러한 이중 검토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등거리선 방식에서 

엄격한 등거리선의 설정은 불형평한 차단효과의 존재 유무를 확인함에 있어 

꼭 필요한 비교 대상 또는 기준이 될 수 있다.982) 만약 재판소가 이러한 경

계획정 절차를 엄격하게 실시하여 도서의 기점 설정과 관련된 논거들을 판결

문에서 구체적으로 공유한다면 해양경계획정의 법적안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증진됨과 동시에 당사국 또한 이러한 절차적 법익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983)

977) Bangladesh/Myanmar Case, pp. 72-86, paras. 259-319. 

978) Ibid., p. 73, para. 265, p. 86, paras. 318-319.

979) Lathrop, Coalter G., supra note 975, p. 220. 

980) 2002년 카타르 v. 바레인 사건에서는 예외적으로 엄격한 2단계 방식을 사용된 경우이다.

981) Separate Opinion of Jimenez de Arechaga, Tunisia/Libya Case, p. 109, para. 35.

982) Nicaragua v. Colombia, p. 697, para. 1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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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동향(同向) 해안 관계에 대한 규정상 미비984)

   EEZ/대륙붕 경계획정에서 적합한 기점을 설정하여 잠정적 등거리선을 작

도하였을 지라도 지리 형태나 도서의 존재 또는 기타 관련사정으로 인해 공

평한 해결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잠정적 등거리선을 조정하게 된다. 그러나 

UNCLOS 제74조와 제83조는 잠정적 등거리선의 조정 목표인 공평한 해결만 

명시하고 있을 뿐 잠정적 경계선의 조정 범위와 관련해 재판관들은 차단효과 

방지 원칙 또는 지리의 사법적 비개조와 같은 형평의 원칙에 의거하여 경계

획정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원칙들의 적용과 함께 관련 규정들과 3단계 

경계획정 방식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UNCLOS 제15조, 제74조, 제83조와 3단계 경계획정 방식에서는 인접과 대

향이라는 두 가지 해안관계로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3단계 표준 

방식에서는 특정 해안 관계를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인접 해안 관계와 관련

해 특정한 지리 상황으로 인해 잠정적 등거리선의 작도가 실행불가능한 긴요

한 이유가 있을 경우 잠정적 등거리선 방식의 예외적인 적용을 허용하고 있

다.985) 그러나 양 당사국의 해안 관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두 종류의 

해안 관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일방국의 섬이 자국의 본토 해안보

다 타방국의 본토 해안에 더 가까이 위치해 있을 경우 해당 도서와 타방국의 

본토 해안은 대향, 인접, 동향 해안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특히 동향 해안 

관계에서는 일방국의 도서가 타방국 해안을 등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

국의 해안 투사는 같은 방향으로 확장되며 그와 동일한 방향으로 양국의 일

응권원도 발생된다. 동향 해안 간의 중첩된 일응권원에 대해 경계획정을 실

시할 경우 그 지리적 상황으로 인해 등거리선 방식의 적용은 실행불가능하며 

이는 다른 경계획정 방식의 사용이 요구되는 관련사정이 된다. 그러나 니카

라과 v. 콜롬비아(2012년)에서는 3단계 표준 방식의 기술상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표준 방식의 기계적인 적용으로 인한 3단계 방식의 운영의 확실성에 의

문이 제기된 바 있다.986)

983) Lathrop, Coalter G., supra note 975, p. 221.

984) “동향”이라는 용어는 본 연구자가 해안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지칭한 것이다.

985) Black Sea Case, p. 101, para.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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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에서 콜롬비아의 도서들은 양국의 EEZ와 200해리 이내 대륙붕이 

중첩되는 카리브해 지역에서 콜롬비아 해안보다 니카라과 해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 남북으로 100 해리 이상 길이로 분산되어 배치해 있다(그림 53 

참조).987) 이러한 “전반적인 지리 상황”으로 인해 San Andrés, Providencia, 

Santa Catalina, Alburquerque Cays에 콜롬비아의 기점을 설정하여988) 잠정적 

등거리선을 작도할 경우 해당 경계선이 니카라과의 해안 투사를 3/4 차단하

게 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독특한 상황”이 발생되어 ICJ는 잠정적 등거리선

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989) 그에 따라 잠정적 등거리선을 인접 해안 관계

에서는 준위요선으로, 또 동향 해안 관계에서는 회랑 방식으로 조정하였

다.990)

   이러한 ICJ의 잠정적 등거리선의 조정 방식과 범위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다. 먼저 당해 사건이 복잡한 해역의 형평한 경계획정

을 위해 참신하고 다양한 접근법들을 고려함으로써 새로운 융통성을 시사해 

준 반면에, 잠정적 등거리선에서 과도하게 벗어난 경계획정으로 해양경계획

정의 예측불가능성이 발생해 좀 더 전통적인 접근법에 익숙한 당사국들을 불

안하게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낳았다고 보았다.991) 이와 관련해 리비아/몰타 

사건(1985년)에서 ICJ가 스스로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강조했던 사실을 상

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992) 특히 평행선의 도입이 잠정적 중간선의 ‘조정’ 및

986) Separate Opinion of Judge Abraham, Nicaragua v. Colombia, pp. 735-736, para. 23

987) Ibid., p. 704, para. 215. 2012년 니카라과 v. 콜롬비아 사건의 도서와 관련된 지리적 사

정은 베네수엘라 본토 해안과 Netherlands Antilles(베네수엘라 연안 맞은편에 위치한 네덜

란드의 Aruba 섬, Curaçao 섬, Bonaire 섬)의 관계와 유사하다, Jonathan I. Charney, 

Lewis M. Alexander(ed.), supra note 101, pp. 615-63 참조. Separate Opinion of 

Ruda, Bedjaoui and Jimenez de Arechaga, Libya/Malta Case, pp. 78-79, paras. 7-8 

참조.

988) Nicaragua v. Colombia, pp. 699-700, paras. 203-204.

989) Ibid., pp. 703-704, para. 215.

990) Ibid., p. 713, para. 237.

991) Naomi Burke, supra note 790, p. 326. 기존의 사건들은 Jan Mayen 사건과 

Libya/Malta 사건처럼 관련 상황을 고려해 등거리선 또는 그 구간을 측면으로 ‘이동’시켰다. 

Nienke Grossman, "International Decision: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Nicaragua v. Colombia)",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07, No. 2 

(April 2013), p. 402; Yoshifumi Tanaka, "Reflections on the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between Nicaragua and Colombia befor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Leid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6. No. 4 (2013), p. 930.

992) Yoshifumi Tanaka, supra note 240, p.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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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일부 학자는 의문을 표했다.993)

   한편 Abraham 재판관과 Xue 재판관은 개별의견 또는 선언에서 당해 재판

소가 이와 관련된 해양경계획정 방법론에 대해 중요한 논평을 하였다.

Abraham 판사는 경계획정의 시작점으로 잠정적 경계선의 작도는 이 사건에

서 매우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양국의 일응권원의 중첩이 니카라과 해안과 콜롬비아 도서의 서쪽 해안 사이

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콜롬비아 도서의 북쪽, 동쪽, 남쪽 지역에서도 

발생하며 콜롬비아 도서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본질

적인 지리적 현실을 고려할 때 “중간선” 개념은 의미가 없다고 보았다. 실제

로 ICJ의 잠정적 중간선 작도 방식은 모든 “관련해안”, 즉 경계획정을 필요로 

하는 중첩되는 일응권원을 투사하는 모든 해안을 고려하지 않고 콜롬비아 도

서의 서쪽 해안에 위치한 기점만을 배타적으로 고려해 잠정적 중간선을 획정

하였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중간선이 될 수 없다고 설시했다.994) 또한 ICJ

가 실시한 잠정적 등거리선의 조정 또는 이동의 논거(“1번 지점의 북쪽과 5

번 지점의 남쪽에 있는 관련지역)995) 역시 잠정적 경계선으로 발생되는 대부

분의 지역 즉 주요 콜롬비아 도서의 북쪽, 서쪽, 동쪽의 모든 부분과 관련해 

해당 방식이 형평한 경계획정의 목적에 맞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증표로 

보았다. 뿐만 아니라 두 평행선을 작도한 방식 또한 진정한 의미의 조정 또

는 이동이라고 할 수 없으며 실제로 2단계를 보충하는 “별개의 단계(a 

separate stage)”로 그 자체로 “조정” 또는 “이동”이라고 칭해질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였다.996) Abraham 판사는 오히려 ICJ가 이 사건의 지리적 틀을 고려할 

때 니카라과 v. 온두라스 사건의 판시와 같이 “긴요한 이유”로 인해 잠정적 

중간선의 작도가 실행불가능하며 적어도 등거리 방식의 적용이 부적합한 경

우임을 인정하고 무리하게 표준 방식을 적용하여 “착시적 일관성(illusory 

993) Naomi Burke, supra note 790, p. 321.

994) Separate Opinion of Judge Abraham, Nicaragua v. Colombia, pp. 736-738, paras. 

24-31, 33.

995) 주요 콜롬비아 도서의 북쪽과 남쪽으로 연장될 경우” 형평한 결과에 이르지 못하게 되며, 

니카라과 해안이 투사하고 있는 지역인 당해 도서의 동쪽 지역으로부터 니카라과를 차단하게 

된다. Ibid., p. 710, para. 236.

996) Separate Opinion of Judge Abraham, Ibid., pp. 738-739, paras.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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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ity)”을 고수하기 보다는 “명확성과 명료성을 희생(sacrifice clarity and 

intelligibility)”하지 않고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997)

   Xue 판사는 UNCLOS 제74조와 제83조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해당 지역

의 지리 형태 및 그 밖의 관련사정에 대하여 형평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방식이든 선택될 수 있기 때문에998) 3단계 방식이 기계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니카라과 해안이 콜롬비아 도서의 동편으로 200

해리까지 확장되는 관련지역을 가지고 있어 해당 사건의 지리 지형과 관련사

정은 3단계 방식이 소개된 2009년 흑해 대륙붕 사건의 관련사정과는 상당히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해안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니카라

과 해안과 콜롬비아 도서 서쪽 간의 “중간선”을 근거로 전체 관련지역을 획

정하는 것은 적합하거나 실행가능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또한 추후에 서쪽 

부분에서 잠정적 중간선의 “조정 또는 이동”이 얼마나 상당하든지 간에 해안 

길이와 ICJ가 결정하는 당사국간 관련지역 비율의 “중대한 불균형(gross 

disproportion)”을 극복할 수 없게 되어 잠정적 중간선을 설정하는 것이 “피상

적이고 부적합(superficial and inappropriate)”하다고 보았다. ICJ가 두 번째 관

련사정인 차단효과의 방지를 위해 사용한 잠정적 등거리선 이외의 방식인 위

요와 위도선(평행선) 사용과 관련해 후자의 경우는 잠정적 중간선으로부터의 

조정 또는 이동이 아닌 “전적인 이탈(total departure)”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동향 해안과 관련된 이러한 비판들은 유사한 해안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

건인 영불대륙붕(1977년) 사건의 Channel 제도와 캐나다/프랑스(1992년)의 St 

Pierre & Miquelon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크게 제기되지 않았다. 그것은 두 사

건의 준거법이었던 형평의 원칙/관련사정 방식 자체가 관련사정으로 인한 경

계획정 방식의 선택 범위를 전적으로 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999) 그렇다면 

Abraham 재판관과 Xue 재판관의 견해와 같이 동향 해안 관계로 인해 발생되

는 이러한 지리적 관련사정으로 불형평한 차단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고려할 

때 첫째, 표준 방식이 적용될 수 없는 기준과, 둘째, 잠정적 등거리선의 적용

997) Separate Opinion of Judge Abraham, Ibid., p. 739, paras. 34-35.

998) Gulf of Maine Case, Ibid., p. 300, para. 112.

999) Argentina/Chile Case, p. 92, para. 195. St. Pierre and Miquelon Case, p. 1152, 

para. 1, p. 1163, para.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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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행가능할 경우 해당 등거리선의 경로를 조정으로 완화될 수 있는 범위

의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1000)

   전술한 바와 같이 2009년 흑해 사건의 표준 방식에서는 동향 해안에 대한 

잠정적 등거리선의 예외적인 적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2009

년 흑해 사건 이전에 판결된 니카라과 v. 온두라스(2007년)에서는 영해 경계

획정과 관련해 UNCLOS 제15조를 적용하면서 해당 사건의 인접 해안 관계에

서 등거리선의 작도가 실행 불가능한 긴요한 이유로 해안의 불안성에 의한 

기점 설정의 불가능성을 인정하였다.1001) 그러나 EEZ/대륙붕 경계획정에 대

해서는 별다른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고1002) 동일한 방위각선으로 해당 해역

의 경계획정을 실시하였다.1003) 만약 2007년 ICJ의 실행불가능성-긴요한 이유 

기준이 3단계 표준 방식과 같이 암묵적으로 동향 해안에서의 적용을 배제하

지 않는다면 해당 기준에 따라 동향 해안에 대해 잠정적 등거리선의 적용이 

실행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1004) 물론 동향 해안 관계의 

특성상 잠정적 등거리선은 해당 해안 관계의 경계획정에서는 실행불가능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3단계 방식의 일관된 적용을 원하는 경

우 해당 방식의 규정에서 인접 해안 간 경계획정과 같이 명시적으로 동향 해

안 관계에의 실행불가능성과 그로 인한 다른 경계획정 방법의 사용가능성을 

병기하는 것이 상술한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바람직할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2012년 ICJ 판결에서와 같은 인접 해안 관계에서는 잠정적 

등거리선의 작도가 1차적으로는 실행 가능하다.1005) 그러나 잠정적 등거리선 

방식이 실행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해당 방식의 “적합성(whether it is 

appropriate)”에 관한 문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1006) 2012년 ICJ 판결에

서 양국의 동향 해안 투사 지역과 해안 길이의 상당한 격차라는 관련사정으

로 인해 재판소는 잠정적 등거리선의 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

1000)  Massimo Lando, supra note 24, pp. 124-125.

1001) Black Sea Case, p. 101, para. 116. Nicaragua v. Honduras, pp. 742-745, paras. 

277-282.  Massimo Lando, supra note 24, p. 126.

1002) Nicaragua v. Honduras, pp. 742-745, paras. 277-282.

1003) Ibid., p. 749, para. 297.

1004) Massimo Lando, supra note 24, p. 126.

1005) Nicaragua v. Colombia, pp. 696-697, para. 195. 

1006) Ibid., p. 697, para.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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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접 해안 관계에서 등거리선 적용의 타당성은 위의 실행불가능성 테스트

와 적합성 테스트를 통해 검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 2 절 인접 해안

  1. 영해 경계획정

    1) 관련 판례

1007) Ibid., p. 714, Sketch-map No. 11.

[그림 53] 니카라과 v. 콜롬비아(2012년): 대향-인접-동향 해안 관계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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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글라데시 v. 인도(2014년)

   중재재판소는 양국 합의의 부재로 인해 영해 경계획정의 준거법으로 1982년

UNCLOS 제15조를 채택하였다.1008) 영해 기점과 관련해 인도는 간출지의 저

조선에 기점을 설정하는 것은 광범위한 국가실행이라고 주장하였다.1009) 따라

서 New Moore/South Talpatty(인도 해안에서 1.1해리/방글라데시 해안에서 3.5

해리)1010)에 기점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그림 54 참조).1011) 뿐만 

아니라 인도는 New Moore 섬이 현대 해도에 간출지로 묘사되어 있으며,1012)

이러한 사실이 위성영상을 통해 확증되었다고 주장했다.1013) 또한 재판 관계

자들이 현장 방문 시 해당 도서를 보지 못한 것은 날씨와 밀물과 같은 자연

현상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간출지가 존재하는 도서임을 강조하였

다.1014)

   반면에 방글라데시는 인도가 제안한 New Moore에 기점을 설정할 수 없다

고 반박하였다. 방글라데시는 해당 지형이 2013년 현장 방문 당시 보이지 않

았고 또 설령 간출지로 존재한다 해도 작도 가능한 경계선을 기준으로 볼 때 

방글라데시 쪽에 위치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방글라데시는 해당 지형이 

“너무 사소하고” “불안정”하여 기점으로 설정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1015)

   재판소는 경계획정 당시에 관련된 “가장 적절한 기점”의 선택을 위해 판

결 당시의 물리적 지리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1016) 또한 New Moore와 

South Talpatty에 대한 기점 설정 여부와 관련하여 UNCLOS 제13조에 따라 

1008) Bangladesh v. India, p. 15, para. 57. 양국은 판정 당시 1982년 UNCLOS를 발효하였

다. Ibid., p. 1, para. 1.

1009) Ibid., p. 60, para. 204.

1010) Ibid., p. 74, para. 263. Counter-Memorial of India, Bangladesh v. India.  p. 14, 

para. 2.7. 해당 도서는 1970년대 싸이클론으로 인해 섬으로 생성되었다가 판정 당시에는 간

출지로 변하였다고 한다. Bangladesh v. India, p. 61, para. 206. Counter-Memorial of 

India, Ibid., p. 14, para. 2.7. David P. Stewart, "International Decision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09, No. 1 (January 2015), p. 149.

1011) Bangladesh v. India. p. 58, para. 194.

1012) Ibid., p. 60, para. 205.

1013) Ibid., p. 61, para. 206.

1014) Ibid., p. 60, para. 205.

1015) Ibid., pp. 58-59, paras. 196-200.

1016) Ibid., p. 62, paras.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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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출지는 영해 폭을 측정할 때 사용되는 것이며 해당 조항과 해양경계획정과

의 관련성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판결하였다.1017) 이것은 제13조의 해역 설

정 기준에 의해 경계획정에서 간출지가 반드시 기점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님

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현장 방문 시 해당 도서가 영구적으로 물에 잠기는

지 또는 간출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9년 흑해 

사건의 돌출된 해안 기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보고 영해 기점을 

해당 지형에 설정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1018)

     (2) 코스타리카 v. 니카라과(2018년)

   재판소는 카리브해 지역의 영해 경계획정과 관련해 양국 모두 UNCLOS 

회원국임을 지적하면서 1982년 UNCLOS 제15조를 준거법으로 적용하였

다.1019) 재판소는 등거리선의 기점과 관련된 도서로 Paxaro Bovo 암석, 

Palmenta Cays에 대해 검토하였다. 코스타리카는 “여러 작은 도서 지형” 특히 

Paxaro Bovo와 Palmenta Cays가 영해 등거리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육지

경계선 시작점으로부터 너무 멀리 위치해 있어 영해 경계획정선의 경로에 어

떤 영향도 끼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1020)

   그에 반해 니카라과는 Paxaro Bovo와 Palmenta Cays는 니카라과 해안에서 

각각 3해리 그리고 1해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암석으로1021) 육지경계선 

시작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고1022) 또 영해를 부여받을 수 있

으므로 영해에서 중간선 작도 시 완전한 효과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그림 55 참조).1023) 또한 니카라과는 두 지형에 기점을 설정하여 작도한 

엄격한 등거리선과 코스타리카의 등거리선을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작은 

차이”(a relatively small difference)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1024)

1017) Ibid., p. 73, para. 259-260.

1018) Ibid., pp. 73-74, paras. 261-263. 

1019) Costa Rica v. Nicaragua, pp. 38-39, para. 90.

1020) Ibid., p. 40, para. 97.

1021) Verbatim Record 2017/11, Ibid., p. 25, para. 35.

1022) Verbatim Record 2017/9 (Translation), Ibid., p. 18, para. 55. 

1023) Costa Rica v. Nicaragua, p. 40, para. 96; Counter-Memorial of Nicaragua, Ibid.,

p. 106, para.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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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는 Paxaro Bovo와 Palmenta Cays에 관한 별다른 논거를 명시하지 

않고 두 도서에 무효과를 부여하였다.1025) 그러나 ICJ는 잠정적 등거리선의 

기점 설정을 위해 천연 해안(natural coast)에서 가장 중요하고 상대적으로 더 

높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육지 상의 지점이 선택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취 

및 모래와 같은 불안정한 지형은 기점에서 배제된다고 보았다.1026)

    2) 검   토    

   두 재판소의 판정과 판결을 검토해 봄으로써 인접해안 간 영해 경계획정

에서 기점 설정에 배제되는 도서의 기준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2014년 판정의 지형과 2018년 판결의 암석은 모두 공통적으로 해안에서 

대략 1해리 또는 3해리 떨어져 있으며 각 사건에서 기점으로 선택되지 않았

다. 이러한 결정은 경계획정 대상 해역이 12해리라는 좁은 해역대임을 고려

할 때 본토 해안으로부터 1해리와 3해리는 상당한 거리로 해석되어 해안의 

일체가 될 수 없다고 재판소가 판단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2009년 흑해 

사건의 Tsyganka 섬의 경우1027) 우크라이나 해안에서 700m 떨어져 위치해 있

었고 본 사건에서 해당 지형은 해안의 일체로 인정받았다.1028) 영해라는 해역

대에서 1해리(약 1.8㎞)와 3해리는 700m에 비해 본토 해안에서 꽤 먼 거리일 

수 있다. 성급하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두 사건을 통해 영해 경계획정 

시 해안에서 1해리 이상 떨어져 있는 암석이나 간출지와 같은 작은 지형은 

해안의 일체성 요건을 충족시키기는 어렵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일방국의 해안에만 이러한 사소한 지형이 존재할 경우 해당 지형에 

기점이 설정됨으로 인해 등거리선이 타방국으로 편향되어 불형평한 결과가 

발생될 수도 있다.1029) 그러나 만약 상대국 해안에 이러한 효과를 상쇄시킬 

1024) Counter-Memorial of Nicaragua, Ibid., p. 106, para. 3.84.

1025) Costa Rica v. Nicaragua, p. 41, para. 100.

1026) Ibid., pp. 40-41, para. 100, p. 42, para. 104 참조.

1027) 물론 2009년 흑해 사건은 EEZ/200해리 이내 대륙붕 경계획정 사건이고 또 Tsyganka 

섬은 두 암석에 비해 상당한 규모의 섬이라는 차이가 있기는 하다. Verbatim record 

2008/31, Black Sea Case, para. 26, p. 28 (Pellet).

1028) Verbatim record 2008/31, Ibid., para. 26, p. 28 (Pellet).

1029) Jonathan I. Charney and Lewis M. Alexander (eds.), supra note 489, p.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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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도서가 존재할 경우 해당 지형은 기점으로 설정될 가능성도 있을 것

이다.1030)

   둘째, 재판소는 UNCLOS 제121조와 제13조에 따라 도서가 부여받을 수 

있는 일응권원과 해당 도서가 해양경계획정에서 기점으로 설정되는 것은 별

개의 문제로 보았다. 이와 관련해 일부 학자들은 해양법에 따라 권원을 부여

받을 수 있다면 그러한 권원을 보장받기 위해서 기점으로도 설정될 수 있어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031) 특히 해당 지형의 경우 인도의 영해 이내에 위

치해 있기 때문에 만약 제13조상의 간출지로 인정된다면 12해리 영해를 부여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된다. 또한 2018년 ICJ 판결에서 Paxaro Bovo와 

Palemnta Cays는 기점이 설정될 수 있는 천연 해안에 해당되는 도서이지만 

재판소는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해당 도서들을 기점에서 배제하고 있다.1032)

   실제로 이러한 문제는 제15조를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되

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엄격한 중간선을 실시할 경우 이

러한 암석과 간출지의 영해에 대한 일응 권원이 타방국의 해안과 중첩되는 

일응권원을 발생시킬 경우 기점으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 암

석과 간출지가 상대국에게 상당한 차단효과를 발생시키는 특별사정일 경우 

기점 설정에서 배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소는 판결에서 섬 또는 

간출지의 일응권원과 기점 설정 문제가 분리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1033) 이로 인해 중첩되는 영해 일응권원을 발생시키는 섬 또는 간

1030) Bowett, Derek W., supra note 101, pp. 137-138.

1031)  Aniruddha Rajput, "Bay of Bengal maritime delimitation cases: Upholding the 

Rule of law in international relations", Maritime Affairs: Journal of the National 

Maritime Foundation of India, Vol. 14 No. 1 (2018), p. 28. Agarwal은 판정 이전에 

New Moore가 벵갈 만에서 현재 물에 잠겨있기 때문에 양국간 경계획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

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Sunil Kumar Agarwal, "India-Bangladesh Maritime 

Dispute: An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Maritime Affairs", Journal of the 

National Maritime Foundation of India, Vol. 6, No. 1 (2010), p. 49, note 45.

1032) 그러나 두 도서는 양국의 육지경계선 끝점(Pv)에서 가장 가까운 저조점에서 40해리 미만

으로 떨어져 있어 양국의 중첩되는 영해의 일응권원을 발생시키는 해안으로 보기 어렵다(해

당 거리는 니카라과가 청구한 자국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 길이를 참조하여 계산 함). 그러나 

해당 영해 경계획정은 오목성과도 관련이 있다. Costa Rica v. Nicaragua, pp. 40-41, 

para. 100, p. 42, para. 104. Counter-Memorial of Nicaragua, Ibid., p. 114, Figure 

IIb-5 참조,

1033) Bangladesh v. India, p. 73, para. 259-260. Yoshifumi Tanaka, supra note 12, p. 

2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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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지가 영해 경계획정에서 배제될 수 있는 법적 기준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

키고 있다.1034)  

   셋째, 기점 설정은 경계획정 당시의 물리적 상황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하

며, 그러한 의미에서 현장 방문이 도서의 기점 결정에 상당히 중요한 고려요

소로 작용할 수 있다.1035)

1034) 이러한 문제는 카타르 v. 바레인(2001년)에서 Fasht ad Dibal에 대한 ICJ의 판결에서도 

드러난다. Yoshifumi Tanaka, supra note 12, p. 224 참조.

1035) Marcin Kałduński, supra note 815, pp. 845-846.

사  건

도서

(연안국: 

기점인정여부)

지위
거리

(연안도서)
규모

방글라데시 v. 인

도(2014년)

South Talpatty/New 

Moore 섬 (인: X)

간출지(불

분명)

∙인도 → 1.1해리

∙방글라데시 → 

3.5해리 (X)

코스타리카 v. 

니카라과(2018년)

Paxaro Bovo (니: X) 암석 3해리

Palmenta Cays (니: 

X)

암석 1해리

[표 7] 영해 경계획정에서 기점 설정 관련 도서 (본 연구자 작성)

[그림 54] 인도: South Talpatty/New 

Moore 섬 기점 주장: I-1, I-21036)

[그림 55] 니카라과: Paxaro Bovo와 

Palmenta Cays 기점 주장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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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EZ/200해리 이내 대륙붕 경계획정

    1) 관련 판례

     (1) 영국/프랑스(1977년)

   중재재판소는 1958년 대륙붕협약 제6조에 따라 대서양 지역에 있는 영국

과 프랑스의 200해리 이내 단일 대륙붕(1,000m 등심선까지) 경계획정을 실시

하였다.1038) 1958년 협약 하의 등거리선 작도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양국의 등

거리선 기점으로 영국의 Scilly 제도와 프랑스의 Ushant 섬이 특별사정에 해

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Scilly 제도는 잉글랜드 남서부 주인 Cornwall 

남서부 끝에서 21-31해리 거리에 위치한 군도로 지질학적으로 Cornish 반도의 

자연적 연장이며 영국 육괴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Scilly 제도는 48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1971년 통계에 따르면 그 중 6개 섬에 2,428명의 거주

하고 있었다.1039) Ushant는 프랑스 본토에서 10-14.1해리 떨어져 있는 15.58㎢ 

면적의 섬으로 당시 2,500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었다.1040)  

   프랑스는 대서양에서 양국의 관련해안이 인접성도 대향성도 띠고 있지 않

기 때문에 1958년 대륙붕협약 제6조 1항과 2항의 등거리 방식이 적용되지 않

고 J 지점 이상부터는 양국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선의 이등분각으로 획정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041) 프랑스는 등거리 방식 이외의 방식을 정당화시키

는 특별사정으로 Scilly 제도와 영국 본토간의 거리가 Ushant 섬과 프랑스 본

1036) Counter-Memorial of India, Bangladesh v. India Case, p. 107, Sketch-Map No. 

5.3. 

1037) Costa Rica v. Nicaragua, p. 107, Figure IId-1.

1038) 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Case, p. 5, p. 18, para. 2, p. 20, paras. 9, 11, 

p. 21, para. 12, p. 57, para. 100, p. 60, para. 107, p. 97, para. 205.

1039) Ibid., p. 18, para. 4; Ibid., p. 107, para. 227; Ibid., p. 116, para. 248. Scilly 제도

의 면적은 16.37㎢에 해당된다. https://en.wikipedia.org/wiki/Isles_of_Scilly

(2019.10.29. 최종확인).

1040) 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Case, p. 20, para. 10, 

https://en.wikipedia.org/wiki/Ushant (2019.10.29. 최종확인).

1041) 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Case, pp. 97-98, paras. 206-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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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와의 거리보다 두 배에 해당되어 두 섬에 기점을 설정할 경우 등거리선에 

왜곡 효과가 발생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프랑스는 비례성 원칙에 의거하여 

자국은 대서양 지역 일부의 관련해안을 가지고 있지만 영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확증하고자 하였다.1042)

   영국은 전체 분쟁지역에서 양국이 대향 해안관계에 있고 따라서 1958년 

대륙붕협약 제6조에 따라 중간선 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청구하였다. 또

한 1958년 대륙붕협약의 특별사정은 매우 “예외적인 지리 형태(an exceptional 

geographical configuration)”에 해당되며 1969년 북해대륙붕에서 설시된 바와 

같이 경미한 지형이 등거리선에 불균형한 왜곡효과를 발생시킬 때 적용된다

고 주장하였다. 양국의 섬은 모두 상당한 규모의 섬으로 특히 실리제도는 영

국 Cornish 반도의 연속체에 해당되어 기점 설정에 있어 완전한 효과가 부여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043)

   재판소는 경계획정의 대상인 대서양 지역의 대륙붕에 대해 양국 해안이 

대향 관계에서 "측면(lateral)" 관계로 변화하며1044) 또 양국의 관련해안의 길

이가 거의 대등하다고 보았다.1045) 재판소는 1958년 대륙붕협약 제6조 1항과 

2항의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대서양 지역에서 양국의 해안 관계와 상관없

이 등거리선 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서양 지역에서 등거

리선 방식의 적합성은 양국의 관련해안이 실제로 측면 관계(lateral relation)인 

점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1046) 재판소는 관련 등거리선의 기

점 설정에서 영국의 Scilly 제도와 프랑스의 Ushant 섬이 각국 영토의 일부이

며 특정한 규모와 인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를 개조하지 않는 이상 

해당 지형이 무시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1047) 재판소는 영국의 Scilly 제도

와 프랑스의 Ushant 섬을 해당 등거리선의 기점으로 설정할 경우 Scilly 제도

가 Ushant 섬보다 대서양에서 서쪽으로 더 나와 위치해 있는 것이 불형평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특별사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1048)

1042) Ibid., p. 102, para. 216.

1043) Ibid., pp. 106-107, para. 226.

1044) Ibid., p. 109, para. 233. p. 118, para. 253.

1045) Ibid., p. 110, para. 234.

1046) Ibid., p. 113, para. 242.

1047) Ibid., p. 116, para.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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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는 양국의 관련해안이 대상 해역에 접해 있는 범위가 대등한 반면

에 Scilly 제도가 Cornwall의 서남서쪽에 위치해 있어 해당 섬에 기점을 설정

할 경우 등거리선이 16˚36´14˝정도 프랑스 쪽으로 상당히 휘어지게 되어 

잠정적으로 영국에게 약 4,000㎡의 해양 면적이 더 생기게 되는 불균형한 결

과가 발생된다고 판단하였다.1049) 그에 따라 자연을 완전히 개조하지 않으면

서 이러한 불형평성을 완화시키는 방식으로 당사국의 해안 투사가 발생될 수 

있도록 두 도서와 각 본토 해안 간의 거리 비율(약 2배)을 반영하여 Scilly 제

도에 완전한 효과를 부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계선 간의 중간선을 작도

하여(반분 효과) 최종적인 경계선으로 결정하였다.1050)

     (2) 두바이/샤르자(1981년)

   두바이와 샤르자는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이하 'UAE')의 두 

지방 정부로 1976년 양자 간의 중재협정에 근거하여 영해 및 200해리 이내 

대륙붕 경계획정을 중재재판소에 회부하였다.1051) 재판소는 관습국제법과 함

께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 협약, 1958년 대륙붕 협약, 제3차 UN 해양법회

의 새로운 동향 및 국가실행을 준거법으로 적용하였다.1052)

   경계획정 방식과 관련해 샤르자는 1956년 Tripp Decisions에서 설정된 두 

지방 정부 간 육지경계선 끝점에서 1963년 영국 정부가 제안한 312° 방위각

선으로 경계획정을 할 것을 청구하였다.1053) 그러나 샤르자는 대륙붕 경계획

정과 관련해 Abu Musa 섬1054)의 상당성과 두바이의 유전을 침해하지 않는 

1048) Ibid., p. 113, para. 243.

1049) Ibid., pp. 113-114, paras. 243-245.

1050) Ibid., p. 116, para. 249, p. 117, para. 251, p. 118, paras. 252-254.

1051) Dubai/Sharjah Case, p. 550, para. 1, p. 558, para. 19.

1052) Ibid., p. 654, paras. 218-219.

1053) Ibid., p. 657, para. 224.

1054) Sharjah에 따르면 Abu Musa는 샤르자에 부속된 섬으로 Hormuz 해협 출구 근처의 페

르시아 만에서 아랍 쪽에 위치해 있다. 샤르자 해안에서는 34해리 또는 35해리 두바이에서는 

36해리 그리고 이란 해안에서는 43해리 떨어져 있다. 당시 Abu Musa에는 800명 이상의 인

구가 살고 있는 상당한 규모(12.8㎢)의 섬이었다. 또한 샤르자 모든 석유 세입은 해당 섬 해

저에서 추출되고 있어 샤르자에게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섬이었다. Dubai/Sharjah Case, 

pp. 663-664, paras. 237-238, p. 668, para.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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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을 작도하기 위해 해당 섬에 반분효과를 부여해야 된다고 청구하였

다.1055) 그러나 두바이는 Tripp Decision이 중재판정이 아닌 행정 심판이기 때

문에 경계선을 새롭게(de novo)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라 영해

경계획정은 통상의 등거리선 방식을 채택하였고 대륙붕 경계획정에서는 형평

의 원칙에 따라 등거리선을 적용하면서 Abu Musa 섬의 경우 특별사정으로 

무효과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056) 특히 두바이는 등거리선의 기점 

설정과 관련해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협약 제8조1057)에 따라 양 지방 정부

의 항만시설 가장 바깥에 기점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058) 두 지방 

정부의 항만시설의 길이는 2 miles로 거의 비슷했지만 두바이의 항만시설은 

바다쪽으로 1.5 miles 그리고 샤르자의 항만시설은 0.5 miles 돌출되어 있어 

양 항만시설에 등거리선의 기점을 설정할 경우 샤르자에게 불리하게 왜곡된 

등거리선이 발생될 수 있었다. 

   중재재판소는 우선적으로 1956년 Tripp Decision이 양 당사자에게 법적 구

속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해당 결정이 중재판정이 아닌 행정 

심판에 해당된다고 판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 심판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해당 결정 이후에 실제로 당사자가 승인하고 효과적으로 적

용했어야 했지만 재판소는 양 당사자 간에 실행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았

다.1059) 그에 따라 중재재판소는 양 당사국이 합의한 방식인 등거리선/특별사

정 방식에 근거하여1060) 상술한 준거법에 따라 양 당사자의 경계획정을 실시

하면서 양국의 항만시설과 Abu Musa 섬에 기점 설정이 특별사정인지를 검토

하였다.

   첫 번째 특별사정인 항만시설과 관련해 중재재판소는 1958년 협약 제8조

와 1980년 UNCLOS 초안 제11조를 고려할 때 양국의 영구적인 항만시설은 

기선이 작도되는 해안선의 일부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양국

https://en.wikipedia.org/wiki/Abu_Musa (2020.01.25. 최종확인).

1055) Dubai-Sharjah Case, pp. 665-669, paras. 242-249.

1056) Ibid., p. 658, paras. 226-227.

1057) 항구에 관한 1980년 UNCLOS 초안 제11조와 1982년 UNCLOS 제11조에 반영되어 있

다. Ibid., p. 662, para. 235.

1058) Ibid., pp. 659-662, paras. 229-235.

1059) Ibid., p. 585, para. 74. 

1060) Ibid., p. 654, para. 218, pp. 659-662, paras. 229-235, p. 660, paras. 23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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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항만시설에 기선이 설정된다 할지라도 이러한 기점으로 인한 등거리선에 

대한 왜곡이 경미하여 불형평한 효과를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았다.1061)

   두 번째, Abu Musa 섬에 대한 효과와 관련해 재판소는 Abu Musa 섬의 

영해와 대륙붕의 범위와 관련해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협약 제10조와 1980

년 UNCLOS 초안 제3조와 제121조를 인용하였다.1062) 재판소는 해당 조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모든 섬은 그 크기와 관계없이 영해대를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Abu Musa 섬도 동일하게 12해리 영해를 부여받게 되며 이것은 이웃

국의 실제적인 또는 잠재적인 대륙붕 청구와는 독립된 개별적인 권리라고 판

정하였다.1063) 또한 대륙붕에 대한 섬의 일응권원도 육지의 연장으로 대륙붕

이 존재한다는 물리적 사실에서 연유하는 고유한 권리임을 지적하였다.1064)

또한 1958년 대륙붕협약 제6조의 경계획정 규정은 인접해안과 대향해안과 관

계없이 당사국이 “동일한 대륙붕(the same shelf)”을 공유할 때 적용된다고 판

시하였다.1065) 해당 사건에서 Abu Musa 섬이 위치한 대륙붕도 양 당사자간의 

단일 대륙붕으로 재판소는 등거리선/특별사정 방식으로 경계획정을 실시할 

경우 이러한 단일 대륙붕에 대한 Abu Musa 섬의 일응권원이 예외적인 지리

사정으로 인해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1066) 재판소는 특정

한 도서는 분명하게 특별사정이며 등거리선에 대한 왜곡 또는 불형평하게 과

도한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판시하였다.1067) 따라서 특별한 지형에 해당되는 

도서의 효과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하였다.1068) 재판소 형평의 원칙에 

따라 Abu Musa 섬의 지리적 사정에 대한 형평과 섬과 관련된 다른 관련사정

을 검토한 후 샤르자의 청구와 같이 반분효과를 부여할 경우 133.8nmi²을 샤

르자에게 부여하게 되어 불균형하고 과도한 대륙붕에 대한 일응권원이 샤르

자에게 부여된다고 판단하였다.1069) 그에 따라 해당 섬  주변에 12해리 준위

1061) Ibid., pp. 662-663, paras. 235-236.

1062) Ibid., p. 673, paras. 257-258.

1063) Ibid., pp. 673-674, para. 258.

1064) Ibid., p. 675, para. 261.

1065) Ibid., pp. 675-676, para. 262

1066) Ibid., p. 676, para. 262.

1067) Ibid., p. 676, paras. 263-264.

1068) Ibid., p. 676, para. 264.

1069) Ibid., p. 677, para. 677, paras. 26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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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선(E-F-G-H)선을 설정함으로써 무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해당 지리 사정의 

형평과 지역적 실행과 합치한다고 판결하였다.1070)

     (3) 튀니지/리비아(1982년)

        ① 판례 내용

   ICJ는 1977년 특별협정에 따라 형평의 원칙/관련사정 그리고 제3차 UN 

해양법회의에서 수용된 주요 동향을 준거법으로 하여 양국의 200해리 이내 

단일 대륙붕 경계획정을 실시하였다.1071) 재판소는 형평의 원칙이 특정 사건

의 관련사정에 의거하여 형평한 결과라는 목표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언급하

였다.1072) 재판소는 양국 관련사정으로써 양국이 주장하는 자연적 연장 이론

에만 의거해 각국에 부속되는 대륙붕 지역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

았다. 따라서 자연적 연장의 확인이 아닌 각 당사국 해안의 바다쪽 확장의 

범위를 시작점으로 하여 양국의 관련해안 및 관련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

였다.1073)

   튀니지는 일반적으로 남북 방향의 복잡한 해안선으로 약 1,300㎞(800 

miles) 또는 Kerkennah 제도와 Jerba 섬을 포함할 경우 1,527㎞(950 miles)에 

이르는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1074) 그리고 튀니지는 리비아의 

해안이 자국의 해안처럼 복잡하지 않으며, Ras Ajdir에서 이집트와의 국경선

까지 1,850㎞(1,150 miles)에 이른다고 언급하였다.1075) 리비아는 자국의 해안

선이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동서 방향으로 이어져 있고 해안 길이가 1,100 

1070) Ibid., pp. 677-678, para. 265-267.

1071) Ibid. p. 21. p. 58, para. 67.

1072) Tunisia/Libya Case, p. 49, paras. 49-50; United Nations, DOALOS, Digest of 

International Cases on the Law of the Sea, p. 62, available at 

http://www.un.org/Depts/los/doalos_publications/publicationstexts/digest_website_v

ersion.pdf (2019.03.13. 최종확인). 

1073) 리비아는 “판구조론”(plate tectonics) 이론 그리고 튀니지는 측심학(bathymetry) 및 지

형학(geomorphology)에 의거해 자연적 연장을 해석하였다. Tunisia/Libya Case, p. 49, 

paras. 51-74.

1074) Memorial of Tunisia, Ibid., p. 61, paras. 3.12-3.14.

1075) Memorial of Tunisia, Ibid., p. 61, para.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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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es(1,770㎞)에 이른다고 청구하였다.1076) 또한 튀니지의 해안의 경우 리비

아보다 더 복잡하며 남동쪽, 동쪽, 북쪽으로 향해 있다고 언급하였다.1077)

   ICJ는 양국의 200해리 이내 대륙붕 경계획정의 목적상 일방국의 해안의 

해저 확장이 지리 사정으로 인해 타방국의 해안 확장과 중첩되는 해안 확장

을 발생시키는 해안을 관련해안으로 판시하였다. 그에 따라 재판소는 이러한 

중첩되는 해안 확장을 발생시키는 튀니지의 관련해안으로 양국 육지경계선의 

끝점인 Ras Ajdir에서 Ras Kaboudia까지, 리비아는 Ras Ajdir에서 Ras Tjoura까

지 설정하였다.1078) 재판소는 작은 만과 석호를 고려하지 않고 양국의 관련해

안을 설정하였고 나머지는 해안 형태를 따라 측정하였다. 그에 따라 리비아

는 Ras Tajoura에서 Ras Ajdir까지(약 185㎞), 튀니지는 Kerkennah 제도와 간출

지를 제외하고 Jerba 섬을 포함하여 Ras Ajdir에서 Ras Kaboudia까지(420㎞) 

측정하였다(그림 58 참조).1079) 양국의 관련해안 길이의 비율은 리비아:튀니지

=31:69, 직선을 사용할 경우 34(340㎞):66(174㎞)에 해당된다.1080)

   재판소는 연안국의 법적 권원의 근거인 관련해안과 관련지역의 지리적 상

관 관계1081)에 대해 언급한 후 관련지역에 대해서 양국 모두의 “관련해안 앞

에(in front of their respective coasts)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일부 지역”

만이 관련지역, 즉 분쟁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1082) 이후 경계

획정의 마지막 검증 단계인 비례성 테스트에서 재판소는 제3국과 지도 제작

상 편의를 고려하여 Ras Kaboudia를 통과하는 등위도선과 Ras Tjoura를 통과

하는 경도선으로 관련지역의 한계를 설정하였다(그림 58 참조).1083)

   Jerba 섬은 튀니지 본토에서 매우 좁은 두 해협에 의해 본토로부터 분리

되어 있으며 썰물 때에만 간신히 섬이 되는 지형이다.1084) Jerba의 폭은 남북

1076) Memorial of Libya, Ibid., p. 482, para. 70, p. 483, para. 75.

1077) Memorial of Libya, Ibid., p. 482, para. 71. 

1078) Tunisia/Libya Case, pp. 61-62, para. 75.

1079) Ibid., pp. 91, para. 131. 그러나 Kerkennah 제도는 경계획정에서 고려된 반면에 튀니

지의 관련해안 길이에서는 배제되었다. Prosper Weil, supra note 16, p. 233.

1080) Tunisia/Libya Case, pp. 91, para. 131.

1081) Ibid., p. 61, para. 73.

1082) Ibid., p. 61, para. 74.

1083) Ibid., p. 91, para. 130.

1084) Jerba 섬 서쪽의 Ajim 해협에서는 2㎞, 동쪽의 El Kantara(또는 El Qantara) 해협에서

는 6㎞ 떨어져 있다. Memorial of Tunisia, Ibid., p. 65, para. 3.27. Jerba 섬과 튀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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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25㎞, 동서로 22㎞에 이르며1085) 섬 전체 둘레는 125㎞, 면적은 514㎢로 

몰타의 두 배 크기이다.1086) Jerba 연안은 수심 10-50m에 이르러,1087) 고정된 

어업행위가 이루어져 왔으며,1088) 특히 사건 당시 Jerba를 포함한 Gabes 만 

남부 지역에서 2,500명 이상의 어부들이 어업행위를 하였다(그림 56 참조

).1089) 또한 해당 섬은 중요한 관광 중심지로 발전하여 섬의 경제적 중요성은 

상당하였다.1090) 또한 Jerba는 본토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 정착인구의 밀도가 

매우 높아 재판 당시 70,000명에 이르렀다.1091) Jerba 섬은 양국 육지 경계선 

끝점인 Ras Ajdir와 튀니지 Gabes 만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1092) Jerba 섬을 

지나면 Gabes 만에서 해안선이 오목성을 띠게 된다(그림 57 참조).1095)

   튀니지는 Jerba 섬이 남튀니지 대륙이 바다쪽으로 뻗어 있는 부분으로 튀

니지 대륙에 부속되어 있다가 파랑 작용에 의해 본토로부터 분리되었다고 언

급하였다.1096) 또한 튀니지는 Jerba 섬이 고대부터 정착성 어종 및 기타 어종

본토 사이 그리고 양 해협 사이에 Bougrara 만이 있다. Memorial of Tunisia, Ibid., p. 

61, para. 3.14.

1085) Memorial of Tunisia, Ibid., p. 65, para. 3.26.

1086) Memorial of Tunisia, Ibid., p. 65, para. 3.27; Dissenting Opinion of Evensen, 

Ibid., p. 300, para. 17; https://en.wikipedia.org/wiki/Djerba (2019.03.16. 최종확인).

1087) Memorial of Tunisia, Ibid., p. 119, para. 5.18.

1088) Memorial of Tunisia, Ibid., p. 83, para. 4.33.

1089) Memorial of Tunisia, Ibid., pp. 85-86, para. 4.39.

1090) Dissenting Opinion of Evensen, Ibid., p. 300, para. 17. 1936년 그리스의 상인 

Cotulma(또는 Cotoulma)는 프랑스 Marseilles의 한 가문(Rouchon-Tardieu)과 손잡고 

Ahmed Bey로부터 튀니지 Hammamet 만에 위치한 Sousse에서 Jerba 섬 사이의 해면사면

(des bancs d'éponges, 海綿斜面) 개발권을 획득하였고 이 개발권은 1837년에 갱신되었다. 

Memorial of Tunisia, Ibid., p. 99, para. 4.72.

1091) Jerba 섬의 인구는 점점 과잉화되어 12세기 아랍의 지리학자 El ldrissi와 14세기에 El 

Tidjani는  이미 이 섬에 많은 인구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17세기 말엽에 Jerba 섬에는 

40,000명의 인구가 살았고 1937년 Despois 교수는 50,000명에 이르는 인구가 거주하였다고 

추산했다. 또한 2013년 추산에 따르면 163,726명이 거주하고 있다. Memorial of Tunisia, 

Ibid., p. 36, para. 4.40; https://en.wikipedia.org/wiki/Djerba (2019.03.16. 최종확인).

1092) Memorial of Tunisia, Ibid., p. 128, para. 5.44. 

1093)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Djerba#/media/File:ISD_highres_ISS002_ISS002-749-82

_3.JPG (2019.03.15. 최종확인).

1094) Google 지도, 

https://www.google.co.kr/maps/place/%EC%A0%9C%EB%A5%B4%EB%B0%94/@34.454

1512,11.3273654,7.39z/data=!4m5!3m4!1s0x13aabc09046e9991:0x6830d5301a39ca66!8m

2!3d33.8075978!4d10.8451467 (2019.03.15. 최종검색).

1095) Memorial of Tunisia, Ibid., p. 128, para.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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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확립된 역사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수역1097) 즉 양국의 국경선 끝점

인 Ras Ajdir에서 리비아 쪽 측면으로 천정수직 45°선과 50m-등심선까지 공

해 방향으로 확립된 역사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해역에 위치해 있어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1098)

   리비아는 Jerba가 양국의 육지경계선 끝점인 Ras Ajdir에서 서쪽으로 

Gabes에 이르는 튀니지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보

았다.1099) 그리고 Jerba섬을 기점으로 하여 등거리선을 작도할 경우 해안에서 

돌출되어 있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등거리선의 38-64해리 지점에 영향을 

끼쳐 해당 경계선이 북동쪽 방향으로 선회되어 불형평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관련사정이 된다고 주장하였다.1100) 이에 따라 리비아는 Jerba의 예외적인 지

형적 특성과 해당 섬이 관련성이 없는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

에 Ras Ajdir에서 시작하는 튀니지 해안선의 일반적인 방향에서 생략되어야 

한다고 청구하였다.1101)

1096) Memorial of Tunisia, Ibid., p. 121, para. 5.23.

1097) Tunisia/Libya Case, p. 67, para. 88.

1098) Ibid., p. 63, para. 79 

1099) Memorial of Libya, Ibid., pp. 487-484, para. 77; 

1100) Memorial of Libya, Ibid., p. 508, para. 149, p. 511, paras. 161, 164. 

1101) Counter-Memorial of Libya, Ibid., p. 232, para. 209; Tunisia/Libya Case, p. 63, 

para. 79. 

[그림 56] Jerba 섬1093) [그림 57] Jerba 섬의 위치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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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J는 Jerba 섬의 존재가 분명히 검토되어야 할 관련사정이지만 Jerba 섬

이 관련될 수 있는 일부 경계획정 지역에서 해당 섬보다 우선되는 다른 고려 

사항들, 즉 육지 경계선의 끝점의 위치, 관련 당사국의 행위, 튀니지의 역사

적 권원, 다양한 경제적 고려사항1102)을 고려해 볼 때 Jerba 섬이 중요한 고

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1103) 결국 재판소는 해양경계획정의 첫 번

째 부분인1104) 인접 해안 간 경계획정에서 양 당사국의 역사적 석유 조광권 

실행을 지배적인 관련사정으로 보고,1105) 양 당사국 스스로가 형평하다고 여

기고 그에 따라 행동한 사실상(de facto) 경계선인 26˚방위각선으로 경계선

을 획정하였다.1106) ICJ는 해당 경계선을 지지하는 또 다른 양국의 행위로 

1913년 식민지 시대에 발생된 어업 사건으로 리비아의 식민국이었던 이탈리

아가 Ras Ajdir 해안선 방향의 수직선을 제안하였고 1919년에는 공식적으로 

어업 관할권과 관련하여 해당 선을 발전시켰으며 튀니지의 식민국인 프랑스

가 이에 대해 침묵하고 항의하지 않음으로써 양국 간에 해당 경계선에 대한 

암묵적 잠정협정(modus vivendi)이 성립된 것을 들었다.1107) 또한 1953년 ILC 

전문가 위원회가 영해 경계획정에서 검토한 경계획정 방식이 육지경계선 끝

점에서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의 수직선과 육지경계선의 일반적인 방향의 바

다쪽 연장을 고려한 선과도 일치됨을 상기하였다.1108) 재판소는 해안의 일반

적인 방향을 평가할 때 Ras Ajdir 해안에 더 가까이에 있는 해저 지역의 경

1102) Tunisia/Libya Case, p. 64, para. 81. 

1103) Tunisia/Libya Case, pp. 63-64, para. 79. 

1104) ICJ는 해안방향의 변화를 고려사항으로 보고 튀니지 Gabes 만의 해안선에서 가장 서쪽으

로 오목하게 들어간 지점의 위도인 북위 34°10′30″를 기준으로 경계획정 지역을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Tunisia/Libya Case, p. 87, para. 124.

1105) Tunisia/Libya Case, p. 71, para. 96.

1106) ICJ는 26˚ 경계선이 당사국의 행위에 근거한 당사국간의 묵시적 합의나 금반언에 의해 획

정된 것이 아니며, 양국이 스스로 형평하다고 간주하고 행동한 경계선을 관련사정 중 하나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Tunisia/Libya Case, pp. 83-84, paras. 117-118.

1107) 그러나 해당 수직선의 정확한 경사각은 결코 지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단지 ‘Ras Ajdir에

서 대략 북북동쪽(the approximate bearing north-north-east from Ras Ajdir)’을 따르

는 선이라고만 언급되어 있다. ICJ는 양국의 합의에 따라 분명하게 지정된 해양경계선이 부재

하지만 양국이 오랜 기간 동안 이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암묵적 잠정협정을 

존중한 것은 해안의 수직선이라는 대륙붕 경계획정 방식을 양국이 용인함으로써 역사적 정당

성을 부여하고 볼 수 있으며 그 한계는 튀니지가 청구한 역사적 권리가 해당 잠정협정선의 

동쪽에서 리비아에 대해 대항력을 가질 수 없는 범위까지라고 언급하였다. Ibid., pp. 70-71,

paras. 93-95, p. 84, para. 119.

1108) Ibid., p. 84, para.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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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정에 한정하여 Ras Ajdir에서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 발견되는 Jerba 섬과 

같은 해안 형태를 무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그림 58 참조).1109)

그러나 Jerba 섬은 경계획정에서는 무효과를 부여받았지만 이후 비례성 테스

트를 위한 관련해안 길이 계산에는 포함되었다.1110)

   ICJ는 두 번째 구간의 경계획정을 실시한 후1111) 모든 경계획정 결과를 

최종 검증하는 방법으로 비례성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양국의 관련해안 길이

의 비율은 리비아:튀니지=31:69, 직선을 사용할 경우 34(340㎞):66(174㎞)이었

고, 첫 번째 구간의 26°선과 Kerkennah제도에 반분 효과를 부여하여 작도된 

경계선에 의해 각국에게 할당된 관련해역의 비율은 40:60이었다. 관련해안 길

이에 비해 튀니지가 관련 해역을 적게 분할 받게 되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재판소는 이 두 비율이 형평의 측면에서 비례성 테스트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판결하였다.1112)

     

         ② 반대 의견

   Oda 재판관과 Evensen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다수의견이 Jerba 섬을 처

리한 방식을 비판하였다. 먼저 Oda 재판관은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섬은 그 

자체의 가치에 따라 고려되어야 하며 해안에서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섬의 경

우 인구 및 지리 사정에 따라 고려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Jerba 섬

이 양국 육지경계선 끝점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경계획정에서 무시하는 것은 

Jerba 섬의 인구와 규모를 생각해 볼 때 불형평하다고 언급하였다.1113) 그에 

따라 Oda는 Jerba 섬을 기점으로 설정한 등거리선을 대체적인 경계획정 방법

으로 제시하였다(그림 59 참조).1114)

1109) Ibid., p. 85, para. 120.

1110) Prosper Weil, supra note 16, p. 233.

1111) Tunisia/Libya Case, pp. 86-91, paras. 122-130.

1112) Ibid., p. 91, para. 131.

1113) Dissenting Opinion of Oda, Ibid., pp. 270-271, para. 182. 

1114) Dissenting Opinion of Oda, Ibid., p. 272, para. 186.

1115) Dissenting Opinion of Oda, Ibid., p. 36, Map No. 1; Reply of Romania,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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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sen 재판관 역시 재판소가 관련사정으로 언급한 Jerba 섬을 법 규칙이 

아닌 재판관의 재량으로 Jerba 섬과 그 주변의 간출지를 무시한 것은 불형평한

처사라고 언급하였다.1117) 또한 Ras Ajdir에서 튀니지의 해안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Jerba 섬과 해당 섬의 오른쪽에 연속된 Zarzis 반도를 완전히 무

시하는 것은 자연을 개조하는 것으로 법률상 또한 사실상으로도 인정되지 않

음을 강조하였다.1118) Evensen 재판관은 Jerba 섬은 실제로 튀니지 본토가 북

쪽으로 연장된 것으로 저조시에 간신히 섬이 되며 매우 좁은 해협으로만 본

토에서 분리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Jerba 섬의 표면적이 넓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영구 주민을 가지고 있어 결코 작거나 무시할만한 섬이 

아님을 지적했다.1119) Jerba 섬과 Zarzis 반도의 존재로 인해 동경 약 10°에서 

11°10´까지의 60 miles 이상의 튀니지 해안 형태의 방향이 완전히 변경되기 

Sea Case, p. 41, Figure RR7. (본 연구자 첨부)

1116) Dissenting Opinion of Oda, Ibid., p. 274.

1117) Dissenting Opinion of Evensen, Ibid., p. 296, para. 14, p. 299, para. 17.

1118) Dissenting Opinion of Evensen, Ibid., pp. 299-300, para. 17.

1119) Dissenting Opinion of Evensen, Ibid., p. 300, para. 17.

[그림 58] 튀니지/리비아: 

관련해안/관련지역1115)

[그림 59] Oda 재판관 반대의견: Jerba 

섬에 기점을 설정한 등거리선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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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지형을 무시하는 것은 불형평한 재판소의 재량권 행사

라고 비판하였다.1120) 이에 따라 Evensen은 26° 경계선은 영해 외측한계까지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Jerba 동쪽 그리고 Ras Ajdir에서 리비아 해안 쪽으로 

Jerba 동쪽만큼 동일한 거리에 떨어진 지점을 연결한 가상 직선 기선의 수직

선으로 영해 외측한계 경계선으로 설정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1121)

    

      (3) 카타르 v. 바레인(2002년)

   이 사건에서 ICJ는 인접 해안 간에 북부 구간에서 관습국제법에 따라 

EEZ/200해리 이내 대륙붕의 단일 경계획정을 실시하였다.1122) 해당 사건은 

1982년 UNCLOS 체제 이후 인접 해안 간 EEZ/200해리 이내 대륙붕 경계획

정에서 등거리선을 처음으로 사용한 경우이다.1123) ICJ는 Maine 만 사건(1984

년), 리비아/몰타(1985년), Jan Mayen 사건(1993년)을 인용하면서 다목적 경계

획정에서는 중립적인 성격의 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해안으

로부터의 거리 기준에 근거한 잠정적 중간선/특별사정에 따라 경계획정을 실

시하였다.1124) ICJ는 영해 경계획정에서 등거리선/특별사정 법칙이 1958년 이

후부터 대륙붕과 EEZ 경계획정과 관련된 판례법과 국가실행에서 발전해 온 

형평의 원칙/관련사정 법칙과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다(closely 

interrelated)”고 판결하였다.1125)

   상당한 규모의 해양 지형인 Fasht al Jārim의 법적 지위를 UNCLOS 제121

조 3항에 따라 검토 하지 않고 해당 지형의 일부분이 바레인의 영해에 위치

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당 지형의 저조선이 영해, EEZ, 대륙붕의 폭을 측

정하는 기선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1126) 그러나 ICJ는 양국 북부 

1120) Dissenting Opinion of Evensen, Ibid., p. 304, para. 20.

1121) Dissenting Opinion of Evensen, Ibid., p. 310, para. 22.

1122) Qatar v. Bahrain, pp. 110-111, paras. 224-231. 

1123) Gilbert Guillaume, "The Use of Precedent by International Judges and 

Arbitrators", Journal of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Vol. 2, No. 1 (2011), pp. 

11-12. Yoshifumi Tanaka, supra note 64, pp. 74-78, 80.

1124) Qatar v. Bahrain, pp. 110-111, paras. 224-230. 

1125) Ibid., p. 111, para. 231.

1126) Ibid., p. 114, para. 245. Yoshifumi Tanaka, supra note 64, p. 78, note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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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이 거의 유사한 성격과 범위를 가지고 있음과 또 Fasht al Jārim의 특정 

부분이 먼 바다에 위치해 있고(12해리 이상) 또 고조시 해당 지형의 극히 작

은 부분만 수면 위에 드러나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지형에 기점을 설정할 

경우 등거리선의 왜곡으로 인한 불균형한 효과가 발생되어 기점에서 배제해

야 된다고 판결하였다.1127)

   카타르는 자국 본토 해안과 바레인 주도(主島) 해안 길이 간에 상당한 격

차(카타르: 바레인=1.59:1)를 잠정적 등거리선의 조정을 요하는 관련사정으로 

주장하였지만(그림 60 참조), 바레인은 카타르의 계산이 Hawar 섬의 영유권

에 대한 잘못된 가정에 근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Hawar 섬이 자국의 해

안임을 고려할 때 양국의 해안 길이는 거의 동일하다고 주장하였다. ICJ도 

이러한 바레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양국의 해안 길이 차이가 등거리선의 조정

을 필요로 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결하였다(그림 61 참조).1128)

1127) Ibid., pp. 114-115, paras. 244-249. 그러나 ICJ는 Qit'at Jaradah의 경우처럼 Fasht 

al Jarim에 완전한 효과를 부여할 때 이러한 불균형한 효과가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발생

하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다. 또한 해당 효과를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 경계획정선과 각 해

안 간에 충분한 거리가 있는지 여부인 것으로 보이나 이 역시 객관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불

균형성 테스트에 있어 과도한 주관성이 개입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Yoshifumi 

Tanaka, supra note 64, p. 79.

1128) ICJ는 북부 구간의 경계획정의 관련사정으로 양국 해안 길이 격차를 고려하면서 영해 경

계획정과 관련된 해안 길이도 포함시켜 고려하고 있다. Qatar v. Bahrain, p. 114, paras. 

141-143.

1129) Ibid., p. 105, Sketch-map No. 3.

[그림 60] 도서에 대한 바레인 영유권 인정 시 

잠정적 등거리선 1129)

[그림 61] 카타르 v. 바레인 

최종 해양경계선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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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뉴펀들랜드·래브라도/노바스코샤(2002년)

   중재재판소는 해양경계획정을 규율하는 국제법 원칙과 1958년 대륙붕협약

에 의거하여 대륙붕 경계획정을 실시하였다.1131) 이 사건에서 중재재판소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쟁점사항 정리서면(Terms of Reference)과 합의법(Accord 

Acts)1132)에 따라 해당 대륙붕 권원의 근거를 국제법에 근거하여 “해안과 해

안의 잠수된 지역의 지리적 상관관계(［t］he geographic correlation between 

coast and submerged areas off the coast)”로 보았다.1133) 또한 양 지방 정부는 

각각 다른 투사 방식(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정면투사/노바스코샤: 방사상투사)

에 따라 관련해안과 관련지역을 설정하였다.1134) 재판소는 이러한 양 당사자

의 주장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여지없이 어느 정도 반조리가 된 냄새(an 

unmistakable odour of the pre-cooked)”를 풍기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배척

하였다.1135) 재판소는 관련해안을 해양경계획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거나 잠재

적으로 끼칠 수 있는 각 당사국의 관련해안으로 정의하면서, 관련해안의 설

정은 “단순한 기하학적 개념”이 아니라 대상수역과 양 당사자의 관련 청구선

을 고려해야 하는 “실제적인 판단(practical judgment)”이라고 보았다.1136) 그에 

따라 Nova Scotia의 관련해안은 Halifax 바로 동쪽에 있는 Egg Island까지(231

해리), Newfoundland의 관련해안은 Cape Ray에서 Cape Race(319해리)까지 직

선으로 측정되었다(두 해안의 비율은 1:1.38이다).1137)

   중재재판소는 외측지역 경계획정에서 Sable 섬과 관련된 차단효과를 다루

었다. 재판소는 해당 도서에 기점을 설정하여 작도된 등거리선에 의해 뉴펀

들랜드 남서쪽 해안에 차단효과가 발생된다고 판정함으로써 도서에 의한 불

1130) Ibid., p. 116, para. 251. Yoshifumi Tanaka, supra note 64, p. 64.

1131) Newfoundland and Labrador/Nova Scotia Case (Second Phase), p. 28, para. 2.1, 

p. 37, para. 2.19, p. 48, para. 2.35.

1132) Canada-Newfoundland Atlantic Accord Implementation Act과 Canada-Nova 

Scotia Offshore Petroleum Resources Accord Implementation Act, Ibid., pp. 3-4, 

para. 1.1, p. 33, para. 2.14 참조.

1133) Ibid., p. 30, para. 2.7, pp. 33-37, paras. 2.15-2.18.

1134) Ibid., pp. 69-74, paras. 4.12-4.19. 

1135) Ibid., p. 74, paras. 4.20.

1136) Ibid.

1137) Ibid., p. 71, para. 4.12, p. 75, para.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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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한 효과를 등거리선에 의한 차단효과로 처음으로 지칭하고 있다.1138) 또

한 중재재판소는 해안으로부터의 거리에 근거한 차단효과의 적용 범위와 관

련해 리비아/몰타(1985년)에서 언급된 침해금지 원칙의 정의1139)에 근거해 설

시하였다.1140) 재판소는 Nova Scotia 본토 남쪽 88해리에 있는 모래섬인 Sable 

섬(34㎢)1141)에 기점을 설정할 경우 등거리선이 106해리만큼 동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어, 외딴 곳에 위치한 무인도인 Sable 섬의 지위를 고려할 때 상당히 

불형평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판단하고 해당 섬에 반분 효과를 부여하였다. 

그런 후 조정된 잠정적 등거리선의 사후 검증을 위해 잠정적 등거리선이 

Newfoundland 남서쪽 해안에 끼칠 수 있는 차단효과를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시하며 Sable 섬에 무효과를 부여하였다.1142) 재판소는 

경계획정 결과의 형평성을 검증하는 “비례성 테스트”의 적용이 의무적인 것

은 아니며 실제로 관련사정으로 인한 중간성 조정 단계에서 이미 검토되었기 

때문에 재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1143) 또한 재판소는 관련지역 설정에 

대한 양국의 “극명한 차이(extreme difference)”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정확

하다고 보고, 비례성 테스트가 경우에 따라 “건설적(constructive)”이라기보다

는 “고안적(contrived)”일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해당 테스트의 적용을 배척하

였다.1144)

1138) Ibid.,, pp. 90-92, paras. 5.13-5.15, 그러나 John H. Currie는 이러한 차단효과에 대

한 판정과 관련해 일정한 제한된 수단으로 차단효과를 축소할 필요성 또는 상이한 해안 길이

를 설명할 필요성과 Sable 섬에 무효과를 부여할 필요성 사이의 관계를 수량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해당 해양경계획정에서 있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John H. Curri, supra note 153, pp. 169-170.

1139) Libya/Malta Case, p. 39, para. 46.

1140) Newfoundland and Labrador/Nova Scotia Case (Second Phase), p. 91, para. 

5.15.

1141) https://en.wikipedia.org/wiki/Sable_Island (2019.10.29. 최종확인).

1142) Newfoundland and Labrador/Nova Scotia Case (Second Phase), pp. 89-92, 

paras. 5.9-5.15.

1143) Ibid., p. 93, para. 5.17.

1144) Ibid., pp. 93-94, paras. 5.17-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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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루마니아 v. 우크라이나(2009년)

   2009년 흑해 사건에서는 UNCLOS 제74조 1항과 제83조 1항에 따라 

EEZ/200해리 이내 대륙붕 단일 경계획정이 실시되었다.1145) ICJ는 우크라이나

의 Karkinits'ka Gulf의 해안선을 제외하고 방사상투사 방식을 사용하여 관련

해안과 관련지역을 설정하였다.1146) 일부 만을 제외하고 해안 형태를 따라 측

정된 양국의 해안 길이 비율은 1:2.8(루마니아=258㎞:우크라이나=705㎞)이었

다.1147) 재판소는 2002년 중재 판정과는 달리 관련지역의 법적 개념이 해양경

계획정 방법의 일부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일반적인 지리 상황에

서 관련해안의 형태, 그리고 관련해안의 투사 방식에 따라 해당 사건과 관련

된 해역만 포함된다고 설시하였다.1148) 관련지역 설정에서는 관련해안의 경우

와 같이 방사상투사 방식으로 양국의 중첩되는 해역을 관련지역에 포함시켰

고 Karkinits'ka 만의 수역은 직선 투사 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는 공간으로 배제하였다.1149) 그리고 관련지역의 남쪽 한계와 관련해 재판

소는 양국의 일응권원의 중첩을 대략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3국

(불가리아와 터키)의 일응권원이 각 관련 당사국의 일응권원과 중첩되는 지

역을 관련지역에 포함시켰다.1150)

   재판소는 3단계 표준 방식에 따라 경계획정을 실시하였다.1151) 기점 설정

과 관련해 루마니아는 잠정적 등거리에서 Serpents 섬(0.17㎢)이 해안선에 과

도한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점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

다. 또한 해당 섬은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이어서 UNCLOS 제121조 3항에 따라 EEZ나 대륙붕에 대한 일

응권원을 가지지 못한다고 청구하였다.1152)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잠정적 등거

1145) Black Sea Case, p. 70, paras. 17-18, p. 74, para. 31.

1146) Ibid., p. 97, para. 101.

1147) Ibid., p. 93, para. 87, pp 96-98, paras. 98-103.

1148) 재판소는 또한 관련지역이 경계획정의 최종 단계에서 불균형성 테스트에 사용된다고 언급

하였다. Ibid., p. 99, para. 110.

1149) Ibid., p. 100, para. 113.

1150) Ibid., p. 100, para. 114.

1151) Ibid., pp. 101-103, paras. 115-122.

1152) Ibid., pp. 103-104, para.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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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선 작도를 위한 기점이 영해 기선에 있기 때문에 Serpents 섬을 기점으로 

설정하여야 하고 자연 지형인 Serpents 섬을 무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

한다고 반박하였다.1153)

   재판소는 인접국1154) 또는 대향국1155) 간의 EEZ 및 대륙붕 경계획정1156)

에서 차단효과를 고려하여 양국의 관련해안에서 “가장 적절한 기점(the most 

appropriate points)”1157)을 선택하여 잠정적 등거리선을 획정하였다. 재판소는 

Serpents 섬이 우크라이나 본토 해안에서 떨어져 있는 위치(약 20해리)로 인

해 해당 섬이 우크라이나 “해안(coast)”의 일체인 흩어져 있는 도서 무리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에 따라 해당 섬에 기점을 설정하게 될 경우 우크라이나 

해안선에 “관련 없는 요소(an extraneous element)”를 접목시키게 되는 결과가 

발생되고, 이것은 법률로도 또 해양경계획정 실행으로도 허용되지 않은 “지

리의 사법적 개조(a judicial refashioning of geography)”에 해당된다고 판시하

였다.1158)

   재판소는 2003년 국경체제조약 제1조에서 성립된 양 당사국의 영해가 만

나는 지점을 1지점으로 지정한 후 양국의 인접 해안 간 등거리선과의 교차점

(2지점)까지 Serpents 섬 주변의 12해리 호를 따라 경계선을 작도하였고 그 

이후에는 해당 등거리선으로 양국의 경계선을 획정하였다.1159)

   재판소는 마지막 단계에서 비례성 테스트를 실시하면서(양국 간에 분할된 

관련지역 비율은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한 1:2.8) 경계획정선의 조정을 요할 정

도의 상당한 불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1160)   

1153) Ibid., p. 104, paras. 125-126.

1154) Bangladesh/Myanmar Case, p. 73, para. 265.; Bangladesh v. India, p. 62, para. 

211; Ghana/Côte d'Ivoire Case, p. 88, para. 301, pp. 109-113, paras. 387-401.

1155) Nicaragua v. Colombia, p. 75, para. 191.

1156) Bangladesh/Myanmar Case, p. 73, para. 265; Nicaragua v. Colombia, p. 75, 

para. 191; Bangladesh v. India, p. 62, para. 211; Ghana/Côte d'Ivoire Case, p. 88, 

para. 301, pp. 109-113, paras. 387-401.

1157) Black Sea Case, p. 101, para. 117.

1158) Ibid., p. 110, para. 149.

1159) Ibid., p. 128, para. 206, pp. 128-129, paras. 208-209.

1160) Ibid., pp. 129-130, paras.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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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방글라데시/미얀마(2012년)

   ITLOS는 해당 사건에서 선택한 3단계 경계획정방식1161)의 첫 번째 단계

에서 적절한 기점(appropriate base points)을 선택하면서 차단효과를 고려하였

다.1162) 재판소는 해양경계획정에서 관련해안이 되기 위해서 타 당사국 해안 

투사 지역과 중첩되는 지역이 발생해야 한다고 설시하면서,1163) 관련해안과 

관련지역을 설정하였다.1164) 재판소는 방글라데시 전체 해안(413㎞) 그리고 

미얀마의 경우 Naaf 강에 있는 양국의 육지경계선 종점에서 Cape Negrais까

지(587㎞) 관련해안으로 설정하고 해안의 복잡성과 만곡으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각각 두 직선으로 관련해안을 설정하였다(방:미=1:1.42)1165).

   방글라데시는 잠정적 등거리선이 아닌 각의 이등분선을 청구했기 때문에 

양 당사국 해안에 기점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1166) 이에 반해 미얀

마는 저조선에서 본토의 가장 돌출 지점으로 방글라데시 해안에 2개(β1, β

2) 그리고 미얀마 해안에 3개(µ1, µ2, µ3)의 기점을 청구하였다.1167) 특히 미

얀마는 자국의 May Yu Island와 방글라데시의 St Martin 섬이 영해 폭을 측정

하는 통상기선의 합법적인 근거이자 잠정적 등거리선 작도에서 가장 가까운 

기점 즉 관련 기점이 될 수 있는 기술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변

칙적인 지형을 잠정적 등거리선 작도에 사용하게 될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배

적인 지리 현실과 전적으로 불일치한” 즉 EEZ/200해리 이내 대륙붕의 전체 

1161) Ibid., p. 67, para. 240.

1162) Stephen Fietta와 Robin Cleverly는 루마니아 v. 우크라이나(2009년) 이후의 판결들이 

3단계 경계획정의 각 단계에서 상당한 사법 또는 중재 재량권을 사용함으로써 등거리에 근거

한 접근법의 예측가능성, 투명성, 단순성에 의구심이 제기되어 왔다고 비판하면서 국제 재판

소가 4단계 접근법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첫째, 잠정적 등거리 작도를 위한 

적절한 기점(appropriate base points)의 선택, 둘째, 잠정적 등거리선의 작도, 셋째, 관련사

정으로 인한 조정 여부, 넷째, 형평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현저한 불균형의 존재 여부 검

토. Stephen Fietta and Robin Cleverly, supra note 18, pp. 578-579.

1163) Ibid., p. 58, para. 198.

1164) Bangladesh/Myanmar Case, pp. 58-59, paras. 200-205, p. 60, Sketch-map No. 

3. 정면투사 방식을 사용할 경우 방글라데시 관련해안의 첫 번째 구간(Naaf 강에서 

Kutubdia 섬의 직선 구간)은 미얀마의 관련해안의 투사와 중첩되는 해역이 발생되지 않는다.

1165) Ibid., p. 59, paras. 201-205.

1166) Ibid., p. 68, para. 242.

1167) Ibid., pp. 68-69, paras. 24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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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경로가 두 지형만으로 결정되는 법적 결함(legal deficiencies)이 발생된

다고 보았다.1168)

   미얀마는 St. Martin 섬의 변칙적인 특성이 다음의 세 요건에 의해 발생되

었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방글데시의 St. Martin 섬이 상대국인 미얀마 해안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영해 이원의 등거리선 전체 경로에 대해 불균형한 효

과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점으로 분명히 선택될 수 없다고 보았

다.1169) 둘째, 해당 섬이 인접 해안 간의 측면 경계획정에서 고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St. Martin 섬이 해양경계선의 시작점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 불

형평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1170) 반면에 방글라데시는 St. 

Martin이 “EEZ와 대륙붕에서 권원을 명백하게 부여할 수 있는 상당한 해안 

지형”으로 미얀마가 청구하는 잠정적 등거리선을 작도할 때 무시될 수 없다

고 주장했다.1171)

   ITLOS는 흑해 사건(2009년)을 인용하면서 해당 사건의 지리적 사실과 수

학적 계산에 근거해 재판소의 재량으로 기점을 선택할 것을 언급했다. 재판

소는 미얀마가 제안한 다섯 기점의 정당성에 대해 방글라데시가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해당 기점들을 용인하였고 잠정적 등거리선의 마

지막 부분에 적합한 새로운 기점 µ4를 미얀마의 Myay Ngu Kyun 섬 남단에 

설정하였다.1172) St. Martin 섬과 관련해 해당 섬이 Naaf River에 있는 양 당사

국 육지 경계선 끝에서 미얀마 본토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St. Martin 섬에 

대한 기점 설정은 “지리의 사법적 개조”에 해당되고 미얀마 해안의 바다쪽 

투사를 가로막는 부당하게 왜곡된 경계획정선이 발생된다고 판결하였다.1173)

   ITLOS는 St. Martin 섬이 EEZ와 200해리 이내 대륙붕에서 잠정적 등거리

선의 조정을 요구하는 관련사정인지를 검토하였다. 방글라데시는 St. Martin 

1168) Ibid., p. 70, paras. 250-251.

1169) Rejoinder of Myanmar, Ibid., p. 108, para. 5.29, pp. 111-112, para. 5.34.

1170) Victor Prescott and Gillian Triggs, "Islands and Rocks and their Role in 

Maritime Delimitation", in David A. Colson and Robert W. Smith (eds.), 

International Maritime Boundaries Vol. V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5), p. 

3249; Rejoinder of Myanmar, Bangladesh/Myanmar Case, pp. 111-112, para. 5.34.

1171) Bangladesh/Myanmar Case, p. 71, para. 257.

1172) Ibid., pp. 67, 72-73, paras. 240, 263, 266.

1173) Ibid., p. 73, para.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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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이 해당 사건에서 중요한 지형 중 하나이며 해당 섬을 무시한 어떤 경계획

정선도 본질적으로 반드시 불형평한 것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영불대

륙붕(1977년)의 판시처럼 특정 섬의 존재로 인해 등거리선이 두 국가에게 발

생되는 대륙붕 지역에 불균형한 효과를 발생시켜 불형평한 왜곡이 발생시키

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174) 방글라데시는 아래에 언

급된 St. Martin 섬의 “독특한 위치”와 관련된 미얀마의 주장1175)에 다음과 같

이 반박하였다. 첫째, 해당 섬이 미얀마 해안 앞(4.547해리)만큼이나 방글라데

시 해안 앞(4.492해리)에 위치해 있으며,1176) 둘째, 도서가 EEZ와 대륙붕에서 

완전한 효과를 부여받지 못하는 관련사정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 국가의 12해

리 영해 밖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177) 방글라데시는 ICJ와 중

재재판소가 위의 쟁점에 대해 분명하고 일반적인 접근법을 발전시켜왔다고 

하면서 특정 섬에 무효화 또는 완전한 효과보다 더 적은 비중이 부여되기 위

해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이 요구 된다고 설명했다: 첫째, “타국의 해안 정면

을 바로 가로지르는 등거리선의 편향(the deflection of the equidistance line 

directly across another State's costal front)”과 둘째, 해당 국가의 바다 쪽 접근

을 차단(the cut-off of that State's seaward access). 방글라데시는 St. Martin 섬

을 방글라데시 해안 정면에 포함시킨 잠정적 등거리선이 어떤 당사국의 해안

정면을 가로지르고 있고 미얀마가 아닌 자국에게 대해 상당한 차단효과를 야

기하고 있기 때문에 UNCLOS 상 공평한 해결을 위해 잠정적 등거리선이 조

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1178) 방글라데시는 St. Martin 섬을 기점으로 

설정하여 등거리선을 작도한다 할지라도 해당 해양경계선이 미얀마의 해안 

정면 또는 해안 정면의 바다쪽 투사를 가로지르거나 자로질러가거나 차단하

는 왜곡된 결과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1179)

1174) Ibid., p. 82, paras. 298-300.

1175) Ibid., p. 84, para. 309.

1176) Ibid., p. 46, para. 144.

1177) Ibid., p. 46, paras. 143-144, pp. 82-83, paras. 301-302. 이후에 ITLOS는 방글라데

시가 St. Martin 섬과 유사한 섬을 관련사정으로 간주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9개 판례에서 검토된 도서들을 인용했다고 서술하고 있지만 반대로 해당 사례들은 미얀마가 

구두변론에서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인용한 것이었다. Ibid., pp. 83-84, para. 304. 

cf. Verbatim Records, ITLOS/PV.11/10, 19 Sep. 2011, Ibid., p. 12, lines 44-45, p. 

13, lines 1-42, p. 14, lines 1-2.        

1178) Bangladesh/Myanmar Case, p. 84, paras. 30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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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미얀마는 St. Martin의 독특한 위치로 인해 경계획정에 있어 심각

하고 매우 과도한 왜곡효과가 발생된다고 주장하였다. 미얀마는 해당 섬의 

위치의 세 가지 특성, 첫째, 육지경계선에 가까이 있어 등거리선 시작점에도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다는 점, 둘째, 등거리선을 기준으로 타 당사국 쪽에 

위치해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경계획정이 이루어지는 본토 해안이 대향해 

있지 않고 인접해 있는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져 이러한 불균형한 효과를 발

생시킨다고 보았다.1180) 또한 미얀마는 방글라데시가 St. Martin 섬을 자국의 

해안 정면 또는 관련해안 기술에 포함시킨 적이 없음에 주목하면서 해당 섬

이 방글라데시 해안의 일체를 구성한다는 방글라데시의 청구에 의구심을 제

기했다.1181) 뿐만 아니라 미얀마는 St. Martin 섬의 위치와 효과가 영해 경계

획정에서는 특별사정에 해당되지만 EEZ와 대륙붕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단

계 또는 두 번째 단계에서 관련사정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1182) 또한 

대부분의 선례에서도 해당 섬이 해안 도서로 간주된 적이 없으며 영해 이원

의 등거리선 작도에서 효과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1183) 미얀마는 

EEZ와 대륙붕에서 St. Martin 섬에 기점을 설정하여 작도된 등거리선이 그렇

지 않은 경우의 잠정적 등거리선보다 약 13,000㎢의 해양 권원을 방글라데시

에게 추가적으로 발생시키며, 이것은 해당 섬의 규모(길이 5㎞, 넓이 8㎢)를 

생각해 볼 때 불균형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그림 62 참조).1184) 미얀마는 섬

에 의한 왜곡 효과와 관련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두바이/샤르

자(1981년)의 Abu Musa 섬,1185) 리비아/몰타(1985년)의 Filfla 암석,1186) 카타르 

1179) Verbatim Records, ITLOS/PV.11/13, 22 Sep. 2011, Ibid., p. 10, lines 1-6.

1180) Bangladesh/Myanmar Case, p. 84, para. 309.

1181) Ibid., p. 85, para. 310. 

1182) Ibid., p. 85, paras. 311-312.

1183) Ibid., p. 85. para. 313; Verbatim Records, ITLOS/PV.11/10, 19 Sep. 2011, Ibid., 

p. 13, lines 13-35.

1184) Bangladesh/Myanmar Case, pp. 43-44, paras. 131-137; Counter-Memorial of 

Myanmar, Ibid., p. 85, para. 315; Rejoinder of Myanmar, Ibid., p. 112, para. 5.35. 

미얀마는 EEZ와 대륙붕에서 양 당사국의 해안이 인접관계에 있어 St. Martin 섬에 완전한 

효과가 부여될 경우 경계획정선의 상당한 각의 변위(angular displacement)가 발생된다고 

주장하였다. Rejoinder of Myanmar, Bangladesh/Myanmar Case, p. 115, para. 5.37. 

cf. Maine 만 사건(1984년)에서 소재판부는 양 당사국의 대향 해안에 위치해 있는 Seal 섬

으로 인해 횡단 변위(transverse displacement)가 있다고 판시한바 있다. Gulf of Maine

Case, pp. 336-337, para.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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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바레인(2001년)의 Qit'at Jaradah,1187) 루마니아 v. 우크라이나(2009년)의 

Serpents 섬1188)을 언급하였다.1189)

   ITLOS는 EEZ와 대륙붕의 해양경계획정에서 섬에 부여되는 효과는 지리 

현실과 구체적인 사건의 상황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일반 규칙이 없

으며 각 사건은 유일한 것으로 특유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았다.1191) 재판

소는 St. Martin 섬이 해당 사건에서 관련사정으로 간주될 수 있었던 중요한 

1185) Rejoinder of Myanmar, Bangladesh/Myanmar Case, pp. 112, 115-116, paras. 

5.35, 5.38.

1186) Counter-Memorial of Myanmar, Ibid., p. 131, para. 5.95.

1187) Verbatim Records, ITLOS/PV.11/15/Rev.1, 24 Sep. 2011, Ibid., p. 35. lines, 

13-16.

1188) Counter-Memorial of Myanmar, Ibid., pp. 131-132, para. 5.95; Rejoinder of 

Myanmar, Ibid., pp. 111-112, paras. 5.33-5.34. 

1189) Bangladesh/Myanmar Case, pp. 85-86, para. 315.

1190) Rejoinder of Myanmar, Ibid., p. 113.

1191) Bangladesh/Myanmar Case, p. 36, para. 317.

[그림 62] 미얀마 청구: St. Martin 섬에 기점 설정시 

EEZ 및 200해리 이내 대륙붕 등거리선각의 변위1190)



- 239 -

지형이지만 그 위치로 인해 St. Martin 섬에 효과를 부여할 경우 경계획정선

에 부당한 왜곡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미얀마 해안의 바다쪽 투사를 막는 

경계선을 발생시키게 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등거리선에 대한 섬의 왜곡 효

과는 경계선이 해안에서 12해리 이원으로 이동할수록 상당히 증가될 수 있다

고 언급하였다. 결과적으로 해당 사건의 EEZ와 대륙붕에서 St. Martin 섬으로 

인한 미얀마 해안 투사의 차단으로 인해 해당 섬이 관련사정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해당 섬에 어떠한 효과도 부여하지 않고 등거리선을 작도하였

다.1192)

   재판소는 오목성으로 관련사정을 고려하여 잠정적 등거리선을 조정한 

후1193) 불균형성 테스트에서 양국의 관련해안 길이 비율(1:1.42)과 양국에게 

할당된 관련지역의 비율(1:1.54)에 상당한 불균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

단하였다.1194)    

      (7) 코스타리카 v. 니카라과(2018년)

   ICJ는 제74조와 제83조에 따라 카리브해 지역의 EEZ·200해리 대륙붕 단일 

경계획정을 3단계 방식에 따라 실시하면서 Pazaro Bovo 암석과 Palmenta 암

석 그리고 Corn Islands과 관련된 차단효과를 검토하였다. 관련해안과 관련지

역 설정에 대해 니카라과는 정면투사 방식으로 코스타리카는 방사상투사 방

식을 주장하였다.1195) 재판소는 양국의 2009년 흑해 사건과 2014년 중재 판정

을 인용하면서 200해리 방사상투사 방식을 사용하여 코스타리카의 본토 해안 

전체(228.8㎞)와 니카라과의 경우 양국의 육지경계선 끝점에서 Punta Gorda까

지(468.5㎞) 해안 형태를 따라 양국의 관련해안을 측정하였다.1196)

1192) Ibid., p. 86, paras. 318-319.

1193) Ibid., p. 76, para. 274, p. 82, para. 297, p. 89, para. 334. 

1194) Ibid., p. 126, paras. 498-499.

1195) Ibid., p. 44, para. 109.

1196) ICJ는 양국의 해안이 만곡의 특성을 띠고 있지 않아 자연 형태를 따라 측정한다고 판시하

였다. Ibid., pp. 44-47, paras. 108-114, p. 48, Sketch-map No.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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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Paxaro Bovo 암석과 Palmenta 암석

   니카라과 해안에서 각각 3해리와 1해리 떨어져 있는 Paxaro Bovo 암석과 

Palmenta 암석에 대한 기점 설정 여부를 검토하였다.1197) 코스타리카는 구두

변론에서 EEZ와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섬에 완전한 효과가 부여되기 위한 법

리로, 첫째, 해당 도서가 해안 바로 인근에 해안을 따라 위치해 있는 일련의 

흩어져 있는 섬의 일부일 경우 부속된 국가의 해안 형태 일부로 간주되

며,1198) 둘째, 이러한 도서에 기점을 설정함으로써 불균형적인, 부당한 또는 

과도한 왜곡효과가 경계획정선에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1199) 코스

타리카는 이 사건의 Paxaro Bovo와 Palmenta Cays와 같은 소도서, 암초, 암석

은 도서가 아니기 때문에 EEZ와 대륙붕 권원을 발생시킬 수 없고 또 해안을 

따라 위치한 작은 지형이므로 그러한 지형에 기점을 설정하게 되면 잠정적 

등거리선의 “지나친 그리고 불균형한 왜곡”이 발생된다고 주장하였다.1200) 또

한 니카라과의 2012년 판결 인용과 관련해 두 지형이 해당 판결에서 니카라

과 해안 상의 도서로 기술되지 않았고 또한 이 사건에서도 일반적인 지리 사

정을 설명할 때 언급되지 않은 것을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암석들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EEZ와 대륙붕 경계획정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주장하였

다.1201)

   니카라과는 이러한 소도가 EEZ와 대륙붕 권원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

장하지는 않았다.1202) 그러나 2012년 ICJ 판결에서 “니카라과 해안에 인접한 

도서들이 관련해안의 일부이며, 이러한 도서들을 기선으로 하여 니카라과의 

대륙붕 및 EEZ 일응권원이 측정된다고 이미 결정”했고 또한 7개 “도서들이 

니카라과 본토보다 더 동쪽에 위치해 있어 해당 도서들이 잠정적 등거리선 

작도를 위한 기점으로 사용된다”1203)는 판시를 인용하였다. 따라서 두 암석이 

1197) Ibid., p. 34, para. 79, pp. 38-67, paras. 90-166.

1198) UNCLOS 제6조 참조.

1199) Verbatim Record 2017/9 (Translation), Costa Rica v. Nicaragua, p. 18, para. 56.

1200) Costa Rica v. Nicaragua, pp. 54-55, para. 141; Verbatim Record 2017/9 

(Translation), Ibid., p. 19, para. 60. 

1201) Verbatim Record 2017/7, Ibid., p. 69, para. 44; Verbatim Record 2017/9 

(Translation), Ibid., pp. 19-20, para. 60.  

1202) Costa Rica v. Nicaragua, pp. 54-55, para.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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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카라과 해안에 인접해 있고 또 해당 해안의 일부분을 구성1204)하는 “가장

자리에 있는 도서”로 “니카라과 해안의 일부분”을 구성하기 때문에 잠정적 

등거리선의 기점으로 설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205)

   재판소는 등거리선 작도의 기점을 고려할 때 2009년 흑해 사건에서 “흩어

져 있는 섬 무리”1206)와 2012년 니카라과 v. 콜롬비아에서 “니카라과 해안에 

흩어져 있는 섬”1207)을 인용하면서 그러한 도서의 구성은 해안에 동화될 수 

있고 이 사건의 두 지형 모두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어 기점으로 설정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1208) 이에 따라 두 지형은 잠정적 등거리선상의 12-17번 

지점의 기점으로 작용하였다.1209)

        ② Corn Islands

   Corn Islands는 Great Corn Island와 Little Corn Island라는 두 섬으로 이루

어져 있으며 니카라과 해안에서 대략 26 해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1210)

두 도서의 면적은 전자가 9.6 ㎢, 후자가 3㎢로 약 7,400명의 주민이 거주하

고 있다.1211) 양 당사국은 Corn Islands에 기점을 설정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

련해 의견을 달리했다. 

   코스타리카는 Corn Islands에 대한 기점 설정을 반대하면서 구두변론에서 

EEZ와 대륙붕 경계획정 시 섬에 완전한 효과가 부여되기 위한 법리로 첫째, 

해당 도서가 해안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거나 또는 해당 해안을 따라 위치해 

있는 일련의 가장자리 도서의 일부일 경우 해당 도서가 부속된 국가의 해안 

1203) Edinburgh Reef, Muerto Cay, Miskitos Cays, Ned Thomas Cay, Roca Tyra, Little 

Corn Island, Great Corn Island에 기점을 설정하였다. Nicaragua v. Colombia, pp. 

698-699, para. 201.

1204) Verbatim Record 2017/10, Ibid., p. 23, para. 10; Verbatim Record 2017/11, 

Ibid., p. 25, para. 34.

1205) 니카라과는 구두변론에서 EEZ와 대륙붕 경계획정 법리에 따라 섬에 완전한 효과를 부여

하기 위해서는 첫째,   

1206) Black Sea Case, p. 109, para. 149.

1207) Nicaragua v. Colombia, p. 678, para. 145, p. 699, para. 201.

1208) Costa Rica v. Nicaragua, p. 55, para. 142.

1209) Ibid., p. 57, Sketch-map No. 9.

1210) Ibid., p. 59, para. 153

1211) Ibid., p. 24, para.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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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일부로 간주되며,1212) 둘째, 이러한 효과로 인해 경계획정선이 불형평

하게 되는 것과 같은 불균형적인, 부당한 또는 과도한 왜곡효과가 경계획정

선에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1213) 코스타리카는 Corn Islands가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1214) 또한 Corn Islands

에 기점을 설정할 경우 등거리선을 왜곡하게 되어 해당 섬의 크기에 비해 전

적으로 과도하고 불균형한 효과가 발생되며, 그러한 왜곡은 코스타리카 해안

선의 오목성으로 인해 코스타리카 해안 투사의 차단효과를 상당히 증가시킴

으로 불형평하고 부당한 것이 된다고 주장하였다.1215) 뿐만 아니라 Corn 

Islands보다 본토 해안에서 더 가까이 위치해 있는 2009년 흑해 사건의 

Serpents 섬(우크라이나 해안에서 20해리)과 2012년 St. Martin 섬(방글라데시 

해안에서 약 4.492해리)이 기점에서 배제되었던 것을 인용하면서 니카라과 

본토에서 약 30해리 떨어져 있는 Corn Islands 역시 기점에서 배제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1216) 또한 코스타리카는 2012년 니카라과 v. 콜롬비아 사건

에서 “콜롬비아와의 경계획정에서 이와 동일한 지형에 완전한 효과가 부여되

었던”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해당 사건의 경계획정은 인접 해안이 아닌 “마

주보고 있는 섬 간의 대향 해안”과 관련되어 있어 본 사건과는 다르다고 주

장하였다.1217)

   이에 니카라과는 본토 인근에 있는 Corn Islands는 EEZ와 대륙붕을 발생

시킬 수 있으며 남쪽과 남동쪽 방향을 바라보는 Corn Islands 해안이 코스타

리카의 관련해안의 해양 투사와 중첩되는 해양 투사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니

카라과 관련해안의 일부분임을 주장하였다.1218) 또한 니카라과는 Corn Islands

가 니카라과 해안의 물리적 현실의 일체를 구성하는 상당한 지형이므로 적절

한 잠정적 등거리선을 구상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219) 니

1212) UNCLOS 제6조 참조.

1213) Verbatim Record 2017/9 (Translation), Costa Rica v. Nicaragua, p. 18, para. 56.

1214) Verbatim Record 2017/9 (Translation), Ibid., p. 19, para. 57.

1215) Verbatim Record 2017/9 (Translation), Ibid., p. 19, para. 58.

1216) Memorial of Costa Rica, Ibid., p. 66, paras. 4.23-4.24. 

1217) Costa Rica v. Nicaragua, p. 54, para. 139. Memorial of Costa Rica, Ibid., p. 66. 

para. 4.24, note 141.

1218) Counter-Memorial of Nicaragua, Ibid., p. 91, para. 3.65; Counter-Memorial of 

Nicaragua, Ibid., p. 94, para. 3.68.

1219) Counter-Memorial of Nicaragua, Ibid., p. 121, para. 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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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과는 코스타리카가 인용한 판례들이 해당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

하였다. 먼저 Corn Islands는 2009년 흑해 사건의 Serpants 섬(0.17 ㎢)이 Corn 

Islands 비해 휠 씬 작은 상주 주민이 없는 작은 암석이며 천연수원이 없고 

단지 가장 희박한 토양과 동식물만을 가지고 있어 외부로부터의 공급에 전적

으로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섬의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이 거주할 수 없

음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Serpants 섬에 기점을 설정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해

안선에 관계없는 요소를 접목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1220) 반면에 Corn 

Islands는 크기(Great Corn Island는 Serpants 섬의 75배, Little Corn Island는 35

배)와 인구 면에서 Serpants 섬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섬임을 지적하였

다. 또한 어업이 주요 경제 활동이며 관광업도 활성화되어 있다고 주장하였

다. 뿐만 아니라 Corn Islands는 바로 인접해 있는 Cayos de Perlas에 의해 본

토와 연결되어 있어서 기점 설정에서 이를 “무시하게 되면 지도에서 니카라

과 해안의 필수 구성요소를 실제적으로 지우는 것”이 된다고 주장하였다.1221)

둘째, 방글라데시의 St. Martin 섬의 경우 해당 섬의 독특한 위치, 즉 육지경

계선 끝점을 기준으로 상대국인 미얀마 해안 앞에 있어 해당 섬에 기점을 설

정하게 되면 해양 경계획정선에 부당한 왜곡이 발생되기 때문에 배제된 것이

라고 설명하였다. 반면에 니카라과의 Corn Islands는 코스타리카 해안으로부

터 약 80해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전적으로 니카라과 쪽에 위치해 있어 

St. Martin의 상황과는 전적으로 다른 지리적 상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코스타리카가 1977년 콜롬비아와 체결한 협약에서 Albuquerque 

암초(0.06 ㎢)에 기점을 설정하여 완전한 효과를 부여1222)한 사실을 지적하면 

Corn Islands에 기점을 설정하지 않는 것은 코스타리카의 행위의 비일관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1223)

   ICJ는 Corn Islands에 상당수의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

어 UNCLOS 제1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EEZ와 대륙붕을 발생시킬 수 있는 

1220) Counter-Memorial of Nicaragua, Ibid., pp. 121-122, paras. 3.102-3.103.

1221) Costa Rica v. Nicaragua, p. 54, para. 139; Counter-Memorial of Nicaragua, 

Ibid., p. 122, para. 3.105.

1222) Jonathan I. Charney, Lewis M. Alexander(ed.), supra note 101, pp. 463-476; 

Ibid., p. 468. 

1223) Counter-Memorial of Nicaragua, Ibid., pp. 123-124, paras. 3.108-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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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의 요건을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잠정적 등거리선 작도 상의 기

점이 Corn Islands에 위치되어야 한다고 판결1224)하였다.

   Corn Islands와 관련된 두 번째 쟁점으로 Corn Islands가 잠정적 등거리선

의 조정을 요구하는 관련사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코스타리카는 Corn 

Islands가 관련사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Corn Islands를 기점으로 설정하여 작

도된 잠정적 등거리선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225) 코스타리카는 

Corn Islands를 잠정적 등거리선의 기점으로 삼을 경우 해당 섬이 본토 해안

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무효과를 부여해야 한다1226)고 주

장하였다. 반면에 니카라과는 Corn Islands가 등거리선의 조정을 요하는 관련

사정에 해당된다는 코스타리카의 주장을 일축하고 Corn Islands가 코스타리카 

해안에 위치해 있는 기점과 동일한 방식으로 상호 균형 있게 등거리선 경로

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 Corn Islands에 완전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1227)

   재판소는 2012년 벵갈 만 사건에서 EEZ와 대륙붕의 경계획정에서 도서에 

부여되는 효과에 관한 일반 법칙은 없으며 특정 사건의 지리적 현실과 사정

에 달려 있기 때문에 각 사건은 독특하고 특별한 처리가 요구되며 궁극적으

로는 공평한 해결을 목표로 한다고 언급하였다. 재판소는 Corn Islands가 

UNCLOS 제121조 상의 도서로 EEZ와 대륙붕 권원을 부여받을 수 있음을 지

적하였다. 그러나 니카라과 본토 해안에서 약 26 해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Corn Islands의 제한된 크기에 비해 잠정적 등거리선에 끼치는 해당 도

서의 영향이 균형적이지 않아1228) 반분 효과를 부여하여 코스타리카에게 유

리하게 등거리선을 조정하였다.1229) 하지만 재판소는 코스타리카 해안의 전체

적인 오목성이 코스타리카와 파나마 사이의 개념적 경계획정선에 의한 오목

성과 결합되어 발생되는 코스타리카 해안 투사의 차단의 상당성을 부인하였

다. 그러나 재판소는 Corn Islands에 반분 효과를 부여한 등거리선 조정을 통

1224) Costa Rica v. Nicaragua, p. 54. para. 140.

1225) Verbatim Record 2017/11, Ibid., p. 31, para. 37.

1226) Costa Rica v. Nicaragua, p. 59, para. 151.

1227) Ibid., p. 59, para. 152.

1228) Ibid., p. 59, para. 153.

1229) Ibid., p. 59, para.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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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그러한 차단효과가 경감된다고 판결하였다.1230) 그에 따라 재판소는 Corn 

Islands가 기점으로 설정되어 작도된 잠정적 등거리선의 시작점인 18지점을 

시작점으로 하여 Corn Islands에 완전한 효과와 무효과를 부여한 각 경계선의 

중간 지점을 작도하여 잠정적 등거리선을 조정하여 코스타리카 해안 투사의 

차단을 완화하였다(그림 63 참조).1231)

   재판소는 최종적으로 조정된 등거리선으로 인한 경계획정이 불균형한 결

과를 발생시키지 않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재판소는 양국의 관련지역의 비

율이 코스타리카:니카라과=1(73.968㎢):2.4(30.873㎢)로 양국의 해안 길이 비율

인 1:2.04(니카라과에게 유리한)와 비교해 볼 때 “현저한 불균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1230) Ibid., p. 60, para. 156.

1231) Ibid.,, pp. 60-61, para. 157.

1232) Ibid., p. 62, Sketch-map No. 10.

[그림 63] Corn Islands에 반분 효과를 부여하여 조정된 등거리선1232)



- 246 -

      2) 검    토

        (1) 지리 v. 당사국의 행위  

   

   인접 해안 간 200해리 이내 대륙붕 또는 EEZ/200해리 이내 단일 경계획

정에서 도서에 의한 차단효과는 준거법과 대상 해역에 따라 다른 비중이 부

여되었다. 영불대륙붕(1977년)과 튀니리/리비아(1982년) 사건의 대상 해역은 

동일하게 200해리 대륙붕이었지만 전자는 1958년 대륙붕 협약의 중간선/특별

사정, 후자는 관습국제법에 따라 경계획정을 실시하였다. 영불대륙붕 사건은 

상대적 인접성에 근거한 등거리 방식에 따라 영국의 Scilly 제도와 Ushant 섬

의 지리적 성격에 우선성을 부여하여 경계획정을 실시하였다.  1982년 ICJ 

판결에서 Jerba 섬은 그 규모, 인구, 경제활동을 고려해 보았을 때 당시 1958

년 영해 및 접속수역협약 제10조와 UNCLOS 초안 제121조 하에서 섬의 지위

를 가지고 있었다.1233) 그러나 해당 섬의 일반적인 지리 형태를 고려하는 대

신 석유 양허 실행에 근거하여 경계선을 획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당사국의 

행위에 중점 둔 대륙붕 경계획정은 몇 가지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첫째, 대륙붕에 대한 법적 권리는 당연히 처음부터(ipso facto and ab 

initio) 존재하는 것으로 당사국에 행위와는 관련이 없으며, 이와 같이 당사국

의 행위에 너무 많은 비중을 부여함으로써 해양경계획정에 실효성 또는 선점 

개념이 도입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1234) 둘째, 국가들이 추후에 최종적인 

경계획정을 실시할 때 당사국의 잠정협정에 의거한 경계선에 구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잠정협정의 체결을 회피하게 됨으로써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이 지연될 수 있다.1235) 셋째, 리비아는 26˚선을 리비

아에게 부속된 대륙붕 지역의 법률상 경계획정선으로 수용한 적이 없고 오히

려 Ras Ajdir 상의 경도선을 경계선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1236)

1233) Douglas C. Hodgson, "The Tuniso-Libyan Continental Shelf Case", Case Western 

Reserv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6 (1984), p. 28 참조.

1234) Yoshifumi Tanaka, supra note 12, pp. 290-291. Prosper Weil, Perspectives du 

Droit de la Delimitation Maritime (Paris: Pedone, 1988), p. 100.

1235) Robert Kolb, Case Law on Equitable Maritime Delimitation: Digest and 

Commentaries (The Hague, Nijhoff, 2003), p.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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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가 양국의 행위를 “가장 관련된 사정(a circumstance of great relevance)”

으로 고려한 것에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1237). 넷째, 26˚선이 중요성을 띠게 

된 것은 1966년 튀니지의 석유 양허의 확대로 인해 Ras Ajdir를 지나는 경도

선에서 동쪽으로 26˚기운 선을 기준선으로 삼기 시작하면서부터 타방국에 

의해 개입 또는 저항이 있었던 1976년까지이다. 그리고 26˚선을 사용한 이

러한 10년간의 행위에 가장 큰 비중을 부여하는 것1238)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1239) 여섯째, 튀니리/리비아 사건 이후 국제 법원 및 재판소가 일관되게 

석유와 관련된 당사국의 행위를 잠정적 경계획정의 관련사정으로 고려하는 

것을 꺼려해 온 점1240) 역시 해당 판결의 예외성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일곱

째, 이러한 ICJ의 판결에 대한 주요 비판은 다른 경계획정 방식이 배척된 또

는 덜 형평하다고 본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1241)

   Gros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26° 선을 추론해낸 재판소의 “논거가 논

란의 여지가 많고 허술하며” 특히 관련 지리적 특성이 경계획정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무시함으로써 법칙을 사실에 적용하지 않는 주관적인 판결을 내

리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1242) 특히 재판소는 이론상 그리고 실행 상 해양경

1236) E. D. Brown, "The Tunisia-Libya Continental Shelf Case: A Missed Opportunity", 

Marine Policy, Vol. 7(3) (1983), p. 153. Tunisia/Libya Case, p. 84, para. 117.

1237) Tunisia/Libya Case, p. 71, para. 96. ICJ는 리비아가 협상 과정에서 합의된 경계선에 

도달하기 위해 26˚선을 제안하였다는 점을 기초로 리비아가 해당 선을 법률상 해양경계선으

로 수용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Ibid., p. 84, para. 118.  

1238) Ibid., p. 71, para. 96, p. 83-84, para. 117. E.D. Brown, supra note 1236, p. 153.

1239) cf. 2017년 가나/코트디브아르에서 가나는 50년 이상(1957년부터 2009년) 자국의 석유 

조광의 서쪽 한계선인 BP 55에 있는 육지경계선 끝점에서 시작되는 “관습 등거리 경계선

(customary equidistance boundary)”을 양국의 해양경계선으로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지만 재판소는 해당 당사국의 행위가 암묵적 합의에 대한 증거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긴요성이

라는 높은 기준이 충족되지 못하였고, 또 금반언의 승인을 위해 요구되는 “분명하고 지속된 

일관된(clear, sustained and consistent)” 표명을 가나가 하지 못했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등거리선의 조정을 요하는 관련사정으로써 가나의 행위가 튀니지/리비아 대륙붕 사건(1982

년)에서처럼 식민지 시대의 잠정협정 또는 사실상 해양 한계와 그에 상응하는 추후 석유실행

이 융합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50년간의 석유실행과 관련된 사실상 선 또는 잠정

협정이 상부수역과 해저 및 하층토와 관련된 다목적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관련사정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Ghana/Côte d'Ivoire Case, p. 34, para. 102, pp. 66-75, paras. 

211-246, pp. 129-135, paras. 456-479.

1240) Ghana/Côte d'Ivoire Case, p. 135, para. 476.

1241) Donna R. Christie, "From the Shoals of Ras Kaboudia to the Shores of Tripoli: 

The Tunisia/Libya Case Continental Shelf Boundary Delimitation", Georg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Comparative Law, Vol. 13 (1983).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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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선을 논리적으로 분석할 때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등거리선의 적용가

능성과 그 위치 및 해당 방식의 영향조차도 검토하지 않음으로써1243) Jerba 

섬의 효과 역시 제대로 검토되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해 Decaux Emmanuel도 

26° 선에 역사성을 일방적으로 부여하여 왜곡되고 인위적인 수직선을 작도하

였다고 비판하고 있다.1244) 해당 섬의 규모(514㎢)와 튀니지 본토와의 인접성

(본토 해안에서 1-4해리 거리)을 고려할 때 Jerba 섬은 결코 작거나 무시할만

한 지형으로도 볼 수 없으며, 국가실행에 근거한 Sir Humphrey Waldock의 견

해를 따르더라도 튀니지 본토 해안과의 관련성과 종속성으로 인해 본토 해안

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1245) 그러나 ICJ는 해당 섬의 효과를 무시함

으로써1246) “튀니지의 해안 지리를 부당하게 개조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Jerba 섬 해안에서 발생되는 대륙붕에 대한 일응권원을 고려하지 않은 불형

평한 결과가 발생되었다.1247) 다시 말하면 Jerba 섬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지

형의 해안 투사를 묵살하게 되었다.1248) Jerba 섬에 대한 ICJ의 부당한 처리는 

Kerkennah 제도에 반분 효과를 부여한 ICJ의 판결에서도 드러난다. ICJ는 

Jerba 섬과 Kerkennah 제도를 동일하게 관련사정으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당

시 Jerba 섬(514㎢, 70,000명)이 Kerkennah 제도(180㎢, 15,500명)1249)보다 약 3

배의 면적과 4.5배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석유 조광

1242) Dissenting Opinion of Gros, Tunisia/Libya Case, p. 156, para. 24. Decaux 

Emmanuel, "L'arrêt de la Cour internationale de Justice dans l'affaire du plateau 

continental (Tunisie c. Jamahiriya arabe libyenne)", Annuaire français de droit 

international, vol. 28 (1982), pp. 390-391.

1243) Mark B. Feldman et al., "ICJ Decision in the Libya-Tunisia Continental Shelf 

Case",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Vol. 76 (1982), p. 

157. Donna R. Christie, supra note 1241. p. 28. E. D. Brown, supra note 1236, p. 

162. 

1244) Decaux Emmanuel, supra note 1242, p. 384.

1245) Sir. Humphrey Waldock, "The Anglo-Norwegian Fisheries Case",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28 (1951), p. 142. Douglas C. Hodgson, supra

note 1233, p. 29.

1246) Decaux Emmanuel, supra note 1242, p. 380.

1247) Douglas C. Hodgson, supra note 1233, p. 30. Decaux Emmanuel, supra note 

1242, p. 384.

1248) Ibid., supra note 1242, p. 379.

1249) Tunisia/Libya Case, pp. 88-89, para. 128. Memorial of Libya, Ibid., p. 484, 

para.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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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부여 및 석유 활동을 Jerba라는 지리적 요소보다 더 우위에 두고 해당 섬

의 효과를 무시하였다. 반면에 Kerkennah 제도와 그 주변의 간출지의 존재와 

지위를 “중요한(material)” 고려사항으로 보고 있어1250) 두 섬의 처리에 있어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

   재판소는 Jerba 섬에 효과를 부여하지 못하는 지리적 요인으로 양국의 국

경선 끝점의 위치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Jerba 섬은 Ras Ajdir에서 

서쪽으로 45 miles(약 72㎞ 또는 약 39해리) 떨어져 있어1251) ICJ의 판시와 같

이 육지경계선에 인접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Weil 또한 재판소의 과도한 

주관성을 비판하였는데 해당 판결에서 경계획정선의 작도뿐만 아니라 해안의 

일반적인 형태 결정과 해안 길이 계산에서 재판소가 각 섬을 다르게 처리함

으로써 해양경계획정을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Jerba 섬의 경우 

경계획정에서는 고려되지 않았지만 비례성 테스트를 위해서 관련해안 길이 

계산에 포함되고 있다.1252) 또한 대향 해안과 관련해 언급될 Kerkennah 제도

의 경우 경계획정에서는 고려하였지만 비례성 테스트에서는 고려하지 않았

다.1253)

   뿐만 아니라 해양경계획정 방식의 선택에 있어 궁극적으로 양국의 해안 

관계를 거시 지리로 본 ICJ의 접근법에 대해 ICJ는 그 정당성의 근거를 설시

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법칙을 사실관계에 적용한 판결이 아닌 양국의 이익을 

조정한 결과가 발생되었다.1254) 이러한 결과는 비례성 테스트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재판소는 해안 길이 비율인 1:2.2(해안형태), 1:1.9(직선)를 분할된 해

역 비율 2:3과 비교할 때 형평한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튀니

지가 관련해안 길이보다 더 적은 해역을 분배받게 된 것은 분명하다. 물론 

양국 간에 분할된 해역의 비율의 격차가 해안 길이 비율에 비해 좁혀진 것은 

일정 부분 Kerkennah 제도에 반분 효과를 부여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1250) Tunisia/Libya Case, pp. 63-64, para. 79.

1251) Mark B. Fledman, "The Tunisia-Libya Continental Shelf Case: Geographic 

Justice or Judicial Compromis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77 

(1983), p. 220.

1252) Prosper Weil, supra note 16, pp. 232-233. Tunisia/Libya Case, p. 85, para. 120, 

p. 91, para. 131.

1253) Tunisia/Libya Case, p. 89, para. 129, p. 91, para. 131.

1254) Dissenting Opinion of Gros, Ibid., p. 156, para.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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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Oda 재판관이 제시한 등거리선 방식을 적용한 지도를 참고해 볼 때 

첫 번째 구간에서는 Jerba 섬의 해안 투사를 무시함으로써 이러한 해역 분할

의 불균형이 발생되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 경계획정 결

과를 검증하는 비례성 테스트가 두 요건에 대해 산술적으로 정확한 비례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일 대륙붕 경계획정에서는 해양 

권원의 근거에 관한 대명제인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는 대원칙에 근거해 

Oda 재판관이 제시한 등거리선 방식 또는 Jerba 섬을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

에 포함시킨 Evensen 재판관의 가상 직선기선의 수직선으로 경계획정을 실시

하는 것이 Jerba 섬이 발생시키는 해안 투사를 불합리하게 차단하지 않을 수 

있는 해법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 도서의 기점 설정

   국가실행에서는 EEZ/대륙붕 경계획정에서 도서가 기점으로 설정되기 위

해 해안의 일체로 인정될 수 있는 거리는 24 miles(약 21해리) 또는 24해

리1255)에 해당된다. 인접 해안 간 경계획정에서 2009년 흑해 사건의 법리와 

같이 실제로 이러한 거리에 위치한 도서에 기점을 설정하게 되면 해당 도서

에 대한 영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연안국의 본토 해안이 해당 섬으로 이동되

는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상대국에게 상당히 불형평한 차단효과가 발생되

게 된다. 

   EEZ/200 해리 이내 대륙붕 경계획정과 관련된 국제 판례 또는 판정에서

도 해당 원칙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Sable 섬(88해리), Abu Musa 섬(35해리), Serpents(20해리) 섬은 특별사정 또는 

관련사정으로 인정되어 기점에서 배제되었다. Scilly 제도(21-31해리)와 Corn 

Islands(26해리)의 경우 24 miles(또는 24해리)보다 본토 해안에서 좀 더 떨어

져 위치해 있지만 24 miles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고 또한 해당 섬들의 규

모를 고려하여 반분 효과가 부여되었다.

   일부 국제 판결에서 24 miles 기준을 충족시키지만 섬의 위치와 법적 지

1255) Supra note 3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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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인해 무효과가 부여되기도 한다. St. Martin 섬의 경우 방글라데시 본토 

해안에서 4.547해리 그리고 미얀마에서 4.492해리 떨어져 있었지만 상대국 해안 

투사를 가로막는 섬의 위치로 인해 무효과가 부여되었다. 또한 Fasht al Jārim

의 경우 바레인의 주요 해안에서 약 12해리 정도 떨어져 있었지만 해당 도서의 만조 

시 해당 섬의 법적 지위를 고려할 때 기점 설정으로 인한 불형평한 차단효과가 발생

될 수 있어 기점에서 배제된 경우이다. 

        (3) 대상 해역과 차단효과

   코스타리카 v. 니카라과(2018년)에서 기점으로 설정된 Paxaro Bovo(3해리)와 

Palmenta Cays(1해리)는 소도 또는 암석이지만 본토 해안과의 거리로 인하여 완전한 

효과가 부여된 경우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인접 해안간 영해 경계획정에서 본토 해

안과의 1-3해리 거리는 이에 상응하는 상대국의 도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차단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거리지만 EEZ/대륙붕 경계획정에서는 불형평한 차단효과

를 야기하는 거리로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4) 제121조 3항 상의 섬과 EEZ/200해리 이내 대륙붕에서 기점 설정

   니카라과의 Paxaro Bovo(3해리)와 Palmenta Cays(1해리)는 남중국해 판정에 따라 

제121조 2항 상의 섬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섬이다. 따라서 콜롬비아 해안과 중첩되는 

EEZ 또는 200해리 이내 대륙붕에 대한 일응권원의 중첩을 발생시킬 수 없는 도서이

다. 또한 니카라과는 직선기선이 아닌 통상기선을 청구하고 있어 제7조 1항 상의 섬

으로 기점이 설정될 수 없는 섬이다. 그러나 재판소는 두 도서가 해안의 일체를 형성

한다고 판단하고 기점으로 설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판소의 법적 논거에 문제가 제

기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5) 해안 투사 방식과 차단효과

   2009년 흑해 사건에서 해안 투사의 역할은 관련지역의 법적 개념과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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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획정 방법의 일부로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재판소는 일반적인 지리 상

황에서 관련해안의 형태, 그리고 관련해안의 투사 방식에 따라 해당 사건의 

관련지역이 설정된다고 판시하였다.1256) 인접국간 EEZ/200해리 이내 대륙붕 

해양경계획정에서는 튀니지/리비아(정면투사)1257)와 뉴펀들랜드·래브라도/노바

스코샤(정면투사 추정)1258), 방글라데시/미얀마(정면투사 추정)를 제외한 영국/

프랑스와 카타르 v. 바레인,1259) 루마니아 v. 우크라이나,1260), 코스타리카 v. 

니카라과1261)는 일부 마주보는 해안을 제외하고 방사상투사 방식으로 관련해

안과 관련지역을 설정하였다. 특히 뉴펀들랜드·래브라도/노바스코샤는 자국에

게 유리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관련해안과 관련지역을 설정하기 위해 

서로 다른 투사 방식을 주장하였다. 또한 2009년 ICJ 판결1262)과 2012년 

ITLOS 판결1263)에서는 당사국이 동일한 정면투사 방식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에 이익을 반영하여 서로 다른 해안과 해역을 설정하고 있어 

동일한 투사 방식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관련해안과 관련지역의 범위가 다르

게 설정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256) 재판소는 또한 관련지역이 경계획정의 최종 단계에서 불균형성 테스트에 사용된다고 언급

하였다. Black Sea Case, p. 99, para. 110.

1257) Tunisia/Libya Case, p. 61, para. 74.

1258) Newfoundland and Labrador/Nova Scotia Case (Second Phase) pp. 74-75, para. 

4.21.

1259) 두 경우 모두 정면투사 방식을 사용할 경우 중첩되는 수역과 분쟁 수역이 일치하지 않게 

된다. Dissenting Opinion of Mr. Prosper Weil, St. Pierre and Miquelon, p. 1201, 

para. 13 참조. Qatar v. Bahrain, p. 116, para. 251 참조. 

1260) Black Sea Case, p. 97, para. 101.

1261) Costa Rica v. Nicaragua, pp. 44-50, paras. 108-121.

1262) 양국의 해안 투사와 관련해 Reply of Rumania, Black Sea Case, p. 30, paras. 

3.34-3.35, pp. 33-34, paras. 3.45-3.46. Counter-Memorial of Ukraine, Ibid., pp. 

18-19, paras. 3.24-3.26, Figure 3-4 참조.

1263) 미얀마는 방글라데시 해안에서 Meghna 하구 해안을 제외시켰다. 양국의 해안 투사와 관

련해 Reply of Rumania, Ibid., p. 30, paras. 3.34-3.35, pp. 33-34, paras. 3.45-3.46; 

Counter-Memorial of Ukraine, Ibid., p. 30, paras. 3.34-3.35, pp. 33-34, paras. 

3.45-3.46. 양국이 청구한 관련해안과 관련해 Bangladesh/Myanmar Case. 2012, p. 56, 

paras. 186-187, p. 57, paras. 192-193. Ibid., p. 57, para. 190, p. 58, para. 197. 

Counter-Memorial of Myanmar, Ibid., pp. 107-114, paras. 5.54-5.69 참조. 양국이 청

구한 관련지역과 관련해 Bangladesh/Myanmar Case, p. 123, para. 482. 

Counter-Memorial of Myanmar, Ibid., p. 114, para. 5.74, p. 117, Sketch-map No.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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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불균형성 테스트

   인접 해안 간 EEZ/200해리 이내 경계획정에서는 영불대륙붕 사건을 제외하고 비

례성 또는 불균형성 테스트를 경계획정의 형평성을 사후 검증하는 방식으로 적용하

거나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영불대륙붕 사건에서만 불형평성이 인정되어 등거리선이 

조정되었다. 그러나 2001년 ICJ 판결의 Fasht al Jarim, 2002년 중재 판정의 Sable 섬, 

2009년 흑해 사건의 Serpents 섬, 2012년 ITLOS 판결의 St. Martin 섬, 코스타리카 v. 

니카라과의 Corn 제도의 기점 설정 및 관련사정 검토 과정에서 이러한 비례성 테스

트가 이미 형평성의 검증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경계획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별도

의 추가 조정이 필요 없는 결과가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사  건
도서

(연안국: 기점인정여부)
지위(인구)

거리

(연안도서)
규모

영국/프랑스 

(1977년)

Scilly 제도 (영: 半) 섬(2,428명) 21-31해리 16.37㎢

Ushant 섬 (프: O) 섬(2,500명) 10-14.1해리 15.58㎢

두바이/샤르자

(1981년)

Abu Musa (샤: X) 섬(800명) 35해리 12.8㎢

튀니지/리비아

(1982년)

Jerba (리: X) 섬(70,000명) 1해리(2㎞, 서쪽),

3해리(6㎞, 동쪽)

514㎢

카타르 v. 바레인

(2001년)

Fasht al Jārim (바: X) 불명확(섬/간

출지)

12해리 이내

뉴펀들랜드·래브라도

/노바스코샤(2002년)

Sable 섬 (노: X) 모래섬(무인

도)

88해리 34㎢

루마니아 v. 

우크라이나(2009년)

Tsyganka 섬 (우: O) 섬/암석 700m 4.6㎢

Serpents 섬 (우: X) 섬/암석 20해리 0.17㎢

방글라데시/미얀마

(2012년) 

St Martin 섬 섬(7,000명) 4.492해리(미) 

& 4.547해리(방)

8㎢

코스타리카 v. 

니카라과 (2018년))

Paxaro Bovo (니: O) 암석 3해리

Palmenta Cays (니: O) 암석 1해리

Great Corn 섬 (니: 半)

Little Corn 섬(니: 半)

섬(6,200명)

섬(1,200명)

26해리

26해리

∙9.6㎢

∙3㎢

[표 8] 인접 해안간 EEZ/대륙붕 경계획정에서 기점 설정 관련 도서 (본 연구자 작성)



- 254 -

  3. 200해리 이원 대륙붕

    1) 관련 판례

      (1) 뉴펀들랜드·래브라도/노바스코샤(2002년)

   이 사건은 200해리 이원 대륙붕 경계획정을 실시한 첫 번째 사례이다. 해

당 중재재판소는 이 사건의 대륙붕을 단일 대륙붕으로 보고 200해리 이내와 

이원 대륙붕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1264) 따라서 앞서 언급한 외측지역의 경계

획정은 200해리 이원 대륙붕도 포함하고 있다. 재판소는 200해리 이원 단일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Sable 섬에 의한 차단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섬에 무효

과를 부여한 양국 간의 등거리선을 대륙붕의 외측한계와 교차하는 지점까지 

확장하여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경계획정을 실시하였다(그림 64 참조).1265)

1264) Newfoundland and Labrador/Nova Scotia Case (Second Phase), p. 97, para. 6.5. 

Ibid., Technical Report, p. 15, para. 1.16.

1265) Ibid., p. 97, para. 6.5. Ibid., Technical Report, p. 102, paras. 8-9. Stephen 

Fietta and Robin Clerverly, supra note 18, p. 385, Figure B14.1 참조.

[그림 64] 200해리 이원 대륙붕에서 Sable 섬에 의한 차단효과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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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   토

   해당 사건은 200해리 이원 단일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섬에 의한 차단효과

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수정된 등거리선을 적용한 최초이자 또 현재까지 유일

한 사건이다. 해당 도서와 본토 해안인 노바스코샤와 사이 거리가 88해 거리

임을 고려할 때 해당 섬에 등거리선의 기점을 설정하게 될 경우 

Newfoundland 남부 해안 투사를 상당히 차단하게 됨을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 3 절 대향 해안

  1. 영해 경계획정

   국제 판례에서 도서와 관련된 대향 해안 간 영해 경계획정이 실시된 사건

으로는 아르헨티나/칠레(1977년), 에리트레아/예멘(1999년), 카타르 v. 바레인

(2001년), 니카라과 v. 온두라스(2007년), 방글라데시/미얀마(2012년)가 있다. 

첫 번째 사건은 국제법 원칙에 따라1268) 그리고 후자의 네 사건은 UCNLOS 

제15조를 준거법으로 적용하였다.1269) 그러나 네 사건의 영해 경계획정은 각

1266) John H. Currie, supra note 153, p. 157, Fig. I.

1267) Newfoundland and Labrador/Nova Scotia Case (Second Phase), p. 23, para. 

1.29, p. 89, para. 5.10. 

1268) Ibid., p. 66, p. 80, para. 7.

1269) 1999년 중재판정에서 에리트레아는 UNCLOS의 당사국이 아니었지만 양국의 1996년 중

재협정 제2조 상의 준거법에 따라 UNCLOS 제15조를 적용하였다. 2002년 ICJ 판결에서는 

카타르가 판결 당시에 UNCLOS를 서명만하고 발효하지 않았지만 양 당사국은 영해 경계획

정에 관한 UNCLOS 제15조의 규정이 관습국제법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에 동의하였고 ICJ 

사  건
도서

(연안국: 기점인정여부)
지위(인구)

거리

(연안도서)
규모

뉴펀들랜드·래브라

도/노바스코샤1267)

Sable 섬 (노: X) 모래섬(무인도) 88해리 34㎢

[표 9] 인접 해안간 200해리 이원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기점 설정 관련 도서

(본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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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다른 지리 상황에서 실시되고 있고, 그에 따라 각 사건의 관련 도서의 영

해에 대한 일응권원의 투사 범위도 다르게 인정되고 있다. 해당 본문에서는 

각 사건의 대향 해안 간 영해 경계획정에서 UNCLOS 제15조에 따라 잠정적 

중간선/특별사정 법칙을 적용할 경우 관련 도서의 기점 설정 또는 특별사정

과 관련된 차단효과 방지 원칙의 적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동시에 해당 논의 

사항과 인접 해안 간 영해 경계획정에서 도서로 인한 차단효과 방지 원칙의 

적용과의 차이점을 비교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관련 판례

    (1) 아르헨티나/칠레(1977년)

   이 사건은 Beagle 해협에 인접한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대향 해안 간 영해 

경계획정 사건이다.1270) 중재재판소는 Beagle 해협에서의 양국의 경계선을 규

정하고 있는 1881년 조약 제3조에서 “Beagle 해협 남쪽의 모든 섬”1271)을 해

석함으로써 Picton 섬, Lennox, 섬, Nueva 섬의 영유권을 결정하였다.1272) 재판

제15조의 등거리선/특별사정 법칙이 가장 논리적이고 광범위하게 실행되고 있는 접근법임을 

확인하고 이를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2012년 ITLOS 판결에서는 양국 모두 UNCLOS의 당

사국임에 근거하여 UNCLOS 제288조 1항과 ITLOS 규정 제21조에 따라 제15조를 적용하였

다. Eritrea/Yemen Case (Second Phase), p. 2, para. 6, pp. 40-41, paras. 129-131. 

Qatar v. Bahrain, p. 91, para. 167, p. 94, para. 176. Bangladesh/Myanmar Case, p. 

22, para. 46, p. 23, para. 48. cf. 2002년 사건에서 Oda 재판관은 남부지역 경계획정과 

관련해 역사적 배경 상 양 당사국의 실질적인 분쟁 대상이 배타적으로 해저 석유 개발과 관

련이 있어 영해 경계획정과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재판소가 UNCLOS 제15조를 “등거

리선/특별사정” 법칙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실제로 해당 법칙이 주로 대륙붕 경계획정과 

연관되어 인용되어 왔기 때문에 UNCLOS 제15조가 해당 법칙과 내용상 다르다는 점 그리고 

제15조상의 12해리 영해 한계가 관습국제법화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

기하였다. 그러나 Oda 재판관의 이러한 주장은 영해 경계획정과 관련된 후속 국제 판결 또

는 판정에 따라 더 이상 지지될 수는 없다. Separate Opinion of Judge Oda, Qatar v. 
Bahrain, pp. 127-132, paras. 13-21.

1270) Argentina/Chile Case, p. 66, p. 77, para. 1, pp. 78-79, para. 4, p. 80, para. 6, 

p. 174, para. 154. 판정 당시 아르헨티나는 200-mile 영해를 칠레는 3-mile 영해를 청구

하고 있었다. Ann L., Hollick, "The Origins of 200-Mile Offshore Zone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71, No. 3 (Jul., 1977), 494, note 3. Chile's 

Supreme Decree No. 1340 of 14 June 1941. Rejoinder of Chile, Bangladesh v. 
India, p. 189, para. 3.111, p. 192, para. 3.117.

1271) Argentina/Chile Case,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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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해당 조약의 본문, 문맥, 대상 및 목적에 따라1273) 관련지역의 지리 상

황과 양국의 관습 항행로를 고려할 때 Beagle 해협의 동쪽 지류1274)가 Picton 

섬과 Nueva 섬 북쪽에 위치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았다.1275) 그에 따라 해

당 지류의 남쪽에 위치한 Picton 섬, Neuva 섬, Lennox 섬이 칠레의 영유권에 

속한다고 판정하였다.1276) 또한 주요 세 도서의 인근에 위치한 섬 및 소도의 

영유권 결정과 관련해 “부속물 원칙(principal of appurtenance)”을 적용하여 해

당 소도 또는 암석의 영유권이 바로 인접해 있는 더 큰 영토(the larger pieces 

of territory)에 부속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1277) 그에 따라 Beagle 해협에서 

아르헨티나의 Grande 섬 연안과 칠레 Picton 섬 서단 중간에 위치한 Bécasses 

군도1278)의 영유권은 아르헨티나에게 부여되었다.1279)

   중재재판소는 국제법 원칙에 따라 경계획정을 실시하면서 영해 경계획정

의 고려사항으로 부속물(appurtenance), 해안 형태(coastal configuration), 등거리

(equidistance), 편의성(convenience), 항행가능성(navigability), 각국이 자국의 수

역에서 가능한 한 항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desirability)는 것

을 고려하였다.1280) 그에 따라 재판소는 Gable 섬1281) 근처에 관습적으로 사

1272) 각 섬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Lennox 섬(170.4㎢), Picton 섬(105.4㎢), Nueva 섬(120

㎢). https://en.wikipedia.org/wiki/Picton,_Lennox_and_Nueva (2019.11.27. 최종확인).

1273) Argentina/Chile Case, p. 84, para. 15.

1274) Beagle 해협의 폭은 3.5 miles(5.6㎞에서 7-8 miles(12.8㎞)에 해당된다. Ibid., p. 129, 

para. 84.

1275) Ibid., pp. 137-140, paras. 93-97.

1276) Ibid., p. 141, para. 99.

1277) Ibid., pp. 145-146, paras. 108-109,

1278) Bécasses 군도는 Woodcock 군도로도 불리며 2개의 소도로 이루어진 무인도이다. 북쪽 

섬의 가장 긴 종축의 직경은 750m이고 횡측 직경은 300m이며, 동쪽 섬의 가장 긴 직경은 

400m이다. Ibid., p. 146, para. 109. https://es.wikipedia.org/wiki/Islas_Becasses

(2019.11.27. 최종확인).

1279) Argentina/Chile Case, p. 146, para. 109.

1280) Ibid., p. 146, para. 110.

1281) Gable 섬과 아르헨티나 Grande de Tierra del Fuego 섬의 주요 해안 간의 최단 거리

는 0.16해리이며 면적은 22㎢(횡축 길이 7.2㎞)에 해당된다. 약 5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National Geospatial-intelligence Agency, Pub.125 Sailing Directions (Enroute), 2004 
West Coast of South America (8th Ed.) (Prostar Publications, 2004), p. 203, 

available at  

https://books.google.co.kr/books?id=-cbuc-MdGnIC&pg=PA203&redir_esc=y#v=onepa

ge&q=gable&f=false (2019.11.27. 최종확인), https://es.wikipedia.org/wiki/Isla_Gable

(2019.11.27. 최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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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항행로 부분과 Picton 섬 인근의 Lepper 소도와 Reparo 섬을 제외하

고1282) 양국의 소도 또는 암석(Snipe 소도1283) 및 Hermanos 소도 그리고 아르

헨티나의 Bécasses 군도)을 기점으로 설정하여 엄격한 중간선을 획정하였다

(그림 65 참조).1284) 또한 일부 구간에서는 직선 기선과 연안 또는 도서 사이

에 중간선이 작도되었다.1285) 또한 아르헨티나의 Bridges 군도1286)와 Despard 

섬 구간의 중간선이 좁은 Beagle 해협에서 너무 북쪽으로 지나가는 것을 고

려하여 이를 완화할 수 있는 통상기선을 사용하여 경계선을 획정하였다.1287)

1282) 중재재판소는 지리 형태와 양국의 좀 더 나은 항행을 위해 Lepper 서도와 Reparo 섬을 

기점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또한 모래둑과 퇴적지(silting)에 기점을 설정할 경우 “불공평한

(unfair)” 결과가 발생된다고 판결하였다. Argentina/Chile Case., pp. 216-217, Annex　

IV, paras. 4, 9.

1283) Snipe 섬과 칠레의 Isla Navarino 섬의 최단거리는 1.2해리이며 면적은 0.31㎢에 해당된

다. Picton 섬과의 최단 거리는 4해리이다. National Geospatial-intelligence Agency, 

supra note 1281, p. 203.

1284) Argentina/Chile Case, p. 146, para. 110, p. 217, paras. 8-9. 아르헨티나 주장 참

조. Ibid., pp. 73-74, 75.

1285) Ibid., p. 216, paras. 4-6, p. 217, para. 8.

1286) 7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가장 큰 섬인 Isla Bridges의 크기는 0.67㎞(가로) 

x 2.28㎞(세로)이며 아르헨티나 주요 해안에서 약 1해리 떨어져 있다. 

https://es.wikipedia.org/wiki/Islas_Bridges (2019.11.27. 최종확인). 

https://www.google.com/maps/place/Isla+Bridges/@-54.8697447,-68.37603,11.92z/da

ta=!4m5!3m4!1s0xbc4c23deaeaafc51:0x4a47528b0e179fce!8m2!3d-54.8666667!4d-68.28

33332?hl=ko (2019.11.27. 최종확인).

1287) 해당 통상기선은 아르헨티나 Lucas 섬의 남서쪽으로 3/4mile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Argentina/Chile Case, p. 216, Annex IV, para. 6.

1288)

[그림 65] 아르헨티나/칠레 영해 경계획정과 관련 도서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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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에리트레아/예멘(1999년)

   1999년 에리트레아/예멘의 중재재판소는 영해, EEZ, 대륙붕의 단일 다목

적 경계획정을 실시하였다.1289) 특히 중부 구간에서는 UNCLOS 제15조에 따

라 양국의 본토 해안에서 12해리 이원에 위치한 양국의 도서 간에 영해 경계

획정이 실시하였다.1290) 중재재판소는 예멘의 Zuqar 섬 및 Hanish섬1291)에서 

발생되는 영해와 에리트레아의 Haycokcs 및 South West Rocks에서 발생되는 

영해 중첩지역(4-5해리 폭)을 영해 경계획정의 대상 해역으로 설정하였다(그

림 66 참조).1292) 재판소는 UNCLOS 제121조 1항에 따라 섬으로 인정받은 모

든 도서는 그 크기와 상관없이 영해를 부여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면서 중부 

구간의 에리트레아 영해대가 본토 해안에서부터 이어진 도서 및 소도로부터 

발생된 12해리 영해대가 연이어져 중첩되는 이른바 “도약(leap-frogging)” 효과

에 의해 형성된다고 설시하였다.1293) 이와 관련해 재판소는 예멘의 주장에 따

라 에리트레아 본토 해안과 예멘의 Zuqar-Hanish 군도 사이에 중간선을 획정

하고 South West Rocks과 Haycocks 섬 주변에 위요선을 설정할 경우 해당 섬

들이 예멘의 영해에 둘러싸여 “완전히 고립됨”으로써 이러한 에리트리아 영

해대를 박탈하게 되어 침해금지 원칙을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았다.1294)

https://en.wikipedia.org/wiki/Beagle_Channel_Arbitration#/media/File:Arbitralaward

1977.png (2019.11.27. 최종확인).

1289) Eritrea/Yemen Case (Second Phase), p. 41, para. 132.

1290) Ibid., pp. 46-48, paras. 154-159. 

1291) Hanish 제도는 Jabal Zuqar(130㎢), Greater Hanish(116㎢), Lesser Hanish로 구성되

어 있으며 예멘 본토 해안에서 12해리 이원에 위치해 있다. Ibid., p. 46, para. 155 참조.   

https://en.wikipedia.org/wiki/Hanish_Islands (2019.11.20. 최종확인). 

1292) Eritrea/Yemen Case (Second Phase), p. 46, para. 154,, p. 47, para. 158.

1293) Ibid., pp. 46-47, paras. 155-156. 에리트레아의 Mohabbakah 섬은 예멘 본토 해안에

서 12해리 이내 위치해 있고 Mohabbahak 섬에 이어서, High Islet, South West 

Haycock, Middle Haycock, Northeast Haycock, South West Rocks까지 이전 도서의 

12해리 이내에 연이어서 위치해 있음으로써 각 도서 간에 24해리 미만의 영해대가 연속적으

로 형성되었다. Eritrea/Yemen Case (First Phase), p. 131, para. 467, p. 133, paras. 

475-476,

1294) 재판소는 기니/기니비사우(1985년)의 Lachs 중재재판관이 일방국의 “개발권(right to 

development)" 및 “(안보)”에 대한 권리 행사에 대한 방해 및 위험을 침해금지 원칙의 적용 

대상으로 설시한 본문을 인용하고 있다. Ibid., p. 6, paras. 24-26, p. 39, paras. 

122-125, pp. 46-47, paras. 15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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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재판소는 또한 홍해라는 주요 국제 해상운송로1296)에서 예멘의 중간

선을 따를 경우 서부의 주요 운송로는 에리트레아의 두 섬 사이를 지나가게 

되고 동부의 주요 운송로는 Zuqar 동쪽에 예멘의 영해를 지나가게 되어 “항

행상 위험(navigational hazards)”이 발생되기 때문에 실용적인 접근법에 따라

서 해양 경계선을 “단순화(simplicity)”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

다.1297) 그에 따라 재판소는 제15조의 중간선 방식의 예외인 역사적 권원이나 

1295) Daniel J. Dzurek, "Eritrea-Yemen Dispute Over the Hanish Islands", IBRU 

Boundary and Security Bulletin, Vol. 4, No. 1 (1996), p. 70, available at 

https://www.dur.ac.uk/ibru/publications/view/?id=85 (2019.11.23. 최종확인).

1296) 1995년 11월과 12월에 Hanish 군도에 대한 에리트레아와 예멘의 무력 충돌로 인해 예멘

과 이집트는 특히 항행의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이집트 수에즈 운하의 대부분

의 운항(100척 이상의 선박)과 해당 만에서 생산되는 125,000 barrels의 석유가 매일 해당 

지역에서 운송되고 있었다. Ibid.

[그림 66] 에리트레아/예멘 사건의 중부 구간 도서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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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특별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양국의 도서간의 엄격한 그리고 단

순화된 중간선(15 지점-20 지점)으로 경계선을 획정하였다.1298)

   재판소는 북부 구간의 본토 해안간 중간선과 중부 구간의 도서간 중간선

이 연결되는 전환 구간의 경계획정을 검토하였다. 재판소는 Zuqar 섬의 12해

리 일응권원을 존중한 단순화된 준 위요선(13 지점-14지점)을 설정한 후,1299)

나머지 구간(14 지점-15 지점)도 추정상의 예멘 도서의 영해대를 고려하여 측

지선으로 좀 더 간소하고 편리한 국제경계선을 획정하였다.1300)

      (3) 카타르 v. 바레인(2001년) 

   카타르 v. 바레인(2001년)에서 ICJ는 영해, EEZ, 200해리 이내 대륙붕 지

역의 단일해양경계획정1301) 중 양국의 대향 해안 관계에 있는 남부 구간에서 

UNCLOS 제15조에 따라 영해 경계획정을 실시하였다.1302) 해당 남부 구간에

서 양국의 본토 해안 간 거리는 24해리 이내이며,1303) 재판소는 각 당사국의 

영해에 대한 일응권원 중첩지역1304)에서 해당 협약 제15조에 따라 잠정적 중

간선을 설정할 때 Fasht al Azm, Qit'at Jaradah, Fasht ad Dibal이 불균형한 효

1297) Eritrea/Yemen Case (Second Phase), p. 6, para. 26, p. 39, para. 125, p. 40, 

para. 128, p. 46, para. 155,

1298) Ibid., p. 47, paras. 158-159, pp. 51-52, para. 169.  

1299) Malcolm D. Evans, "The Maritime Delimitation Between Eritrea and Yemen", 

Leid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4(1), (2001). p. 157. W. Michael 

Reisman, supra note 116, p. 727. Nuno Sérgio Marques Antunes, supra note 312, 

p. 324. 

1300) Eritrea/Yemen Case (Second Phase), p. 48, paras. 160-162.

1301) 카타르 v. 바레인에서 획정된 단일해양경계획정은 다른 성격의 수역들을 하나의 경계선으

로 획정했던 대부분의 선례와는 달리 예멘 v. 에리트레아의 단일다목적 경계선과 같이 영해 

경계선과 대륙붕 및 EEZ 경계선 모두를 포함하는 “중단되지 않는(uninterrupted)” 경계선을 

의미한다. Qatar v. Bahrain, p. 93, para. 173.

1302) 1 지점-39 지점, Ibid., pp. 57-110, paras. 174-223, pp. 115-116, para. 250. 

1303) Ibid., p. 91, para. 169.

1304) 카타르는 1992년 4월 16일자 법령을 통해 3해리 영해에서 12해리 영해로, 바레인도 

1993년 4월 20일 법령에 따라 12해리 영해로 확장하였기 때문에 해당 소송절차가 개시된 

1991년 당시에는 양국 모두 3해리 영해를 보유하고 있었다. Ibid., p. 93, paras. 171-172. 

ICJ는 영해 중첩지역(the overlapping area of the territorial sea) 또는 청구 중첩구역(the 

zone of overlapping claims)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서 청구 중첩 구역은 각 당사

국의 영해에 대한 일응권원 중첩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Ibid., p. 101, para. 202, p. 102, 

para. 209, p. 104, para. 2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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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발생시키는 특별사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재판소는 Fasht al Azm이 간출지인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해당 지형에 

기점을 설정할 경우 해당 도서의 20% 미만의 면적이 해수면 위에 영구적으

로 드러나는 사실을 고려할 때 잠정적 중간선이 카타르 본토에 불균형하게 

가까이 접근하는(disproportionately close to) 결과가 발생되며 반면에 해당 지

형을 기점으로 설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중간선이 Fasht al Azm 위를 지나가

는 부적절한(inappropriate) 경계선이 발생된다는 것을 근거로 해당 지형을 

UNCLOS 제15조상의 특별사정으로 판시하면서 Fasht al Azm과 카타르의 

Qit'at ash Shajarah(간출지) 사이를 지나는 경계선을 획정1305)하였다.

   이어서 재판소는 Qit'at Jaradah를 제121조상의 섬의 지위와 해당 도서에 

대한 바레인의 영유권을 확인한 후 등거리선 작도에서 바레인의 기점으로 사

용하였다.1306) 그러나 Qit'at Jaradah의 작은 규모, 무인도, “무식물(without any 

1305) Qatar v. Bahrain, p. 104, para. 218, p. 105, Sketch-map No. 3, p. 109, para. 

222, p. 107, Sketch-map No. 5. Torres Bernardez 재판관은 자신의 반대 의견에서 

1947년 12월 23일자로 영국이 카타르와 바레인 통치자에게 보낸 서신에 포함된 양국의 해저

경계선(현재 1948년 Boggs-Kennedy 경계선)이 Fasht al Azm 해양 지형을 통과하고 있는 

것과 해당 지형이 바레인의 관련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에서 수직으로 위치해 있어 경계획정의 

공평성(equitableness)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당한 왜곡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 

그리고 바레인의 기술 전문가가 제출한 증거(Technical Circular No. 12)를 고려할 때 

Fasht al Azm이 Sitrah 섬의 일부가 아니라 바레인의 간척 사업과 1980년대의 기타 작업이 

실시되기 이전에 어부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한 자연적인 항행수로에 의해 Sitrah 섬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던 사실에 근거해 해당 지형이 간출지라고 주장하였다. Dissenting Opinion 

of Judge Torres Bernárdez, supra note 1250, p. 429, para. 496, p. 436, para. 522, 

pp. 439-440, and paras. 530-533. Barbara Kwiatkowska, "The Qatar v. Bahrain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Case",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33 (2002), p. 256, note 151 참조. Glen Plant는 Fasht al Azm

을 간출지로 간주하고 획정한 중간선이 해당 간출지 위를 지나간다는 것이 관련사정으로 인

정되는 것은 신기하고 이상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잠정적 단일 중간선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

라 두 대안에서 택일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판결이 완전하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Glen Plant, "The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6, No. 1 (2002), pp. 

207-208.

1306) Qatar v. Bahrain, pp. 98-100, paras. 191-197. ICJ는 카타르가 임명한 전문가가 

Qit'at Jaradah가 간출지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을 근거로 해당 도서의 섬의 

지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Bedjaoui, Ranjeva, Kororma 재판관은 양 당사국 전문가들의 

견해의 불일치, 영국 해도에서 섬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 1986년 바레인에 의해 해당 

지형의 윗면이 제거된 사실과 이후에 퇴적 작용이 발생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Qit'at 

Jaradha가 섬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Vereshchetin 재판관도 이

러한 근거와 함께 이 작은 해양 지형의 물리적인 상황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어 영해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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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getation)"이라는 특성과 또 해당 섬이 바레인 주(主)섬과 카타르 반도의 중

간에 위치해 있다는 것1307)을 근거로 1969년 북해대륙붕과 1985년 리비아/몰

타 사건의 법리에 따른 불균형한 효과가 발생시키는 특별사정으로 판단하고, 

Qit'at Jaradah 바로 동쪽에 영해경계선이 지나가도록 판결하였다.1308)

   다음으로 ICJ는 양국 영해에 위치해 있는 간출지인 Fasht ad Dibal1309)의 

영유권 문제를 다루었다. 재판소는 간출지가 섬과는 다른 제한된 법적 지위

를 가지고 있지만 일방국의 영해 내에 위치해 있을 경우 영해의 기점이 될 

수 있어 전용(專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토의 변칙(anomaly)1310)에 해당된

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재판소는 해당 간출지에 대한 카타르의 영유권 주

장과 또 실효적 지배에 근거하여 해당 간출지를 포함시켜 작도한 바레인의 

직선기선 주장을 배척하였다.1311) 따라서 영해에 대한 일응권원 중첩지역에 

지고 있는 섬이 아닌 간출지로 보아야 하며 그에 따라 해당 도서의 영유권도 영해 경계획정 

이후에 결정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Joint Dissenting Opinion of Judges Bedjaoui, 

Ranjeva and Koroma, Ibid.. pp. 207-208, para. 195. Declaration of Judge 

Vereshchetin, Ibid., pp. 220-221, para. 13. Glen Plant, supra note 1305, p. 207, 

note 88 참조. Glen Plant 역시 해당 도서를 간출지로 볼 경우 Fasht ad Dibal처럼 Qit'at 

Jaradha가 양 당사국의 영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영해 경계획정의 목적상 무시되었을 것

이라고 서술했다. Glen Plant, supra note 1305, pp. 207-208. Barbara Kwiatkowska, 

supra note 1305, p. 239. 카타르는 자신의 중간보고서(Interim Report)에서 관련 자료를 

ICJ에 제출하기 전에 저명한 독일의 과학수사 전문가인 Dr. Walter Koch에게 자료의 원본 

검증을 의뢰함으로써 신중을 기하기는 했지만 카타르 변호인단은 해당 내용 검증을 좀 더 철

저히 하지 못한 실수를 범했다. Interim Report of the State of Qatar, Vol. 1, 30 Sep. 

1998, Qatar v. Barain, pp. 4-8, paras. 10-19. Maurice Mendelson, Q. C., "The 

Curious Case of Qatar v. Bahrain in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72, Issue 1 (2001), p. 211.

1307) Bedjaoui Ranjeva와 Koroma에 따르면 Qit'at Jaradah는 수로학적 계산에 따라 카타르 

반도에서는 17,113㎞, 바레인 주섬에서는 21.698㎞ 떨어져 있고 Fasht al Azm이 Sitrah 섬

에 부속될 경우 바레인에서 11,605㎞ 거리에 위치해 있게 된다. Joint Dissenting Opinion 

of Judges Bedjaoui, Ranjeva and Koroma, Ibid., p. 211, para. 205. 

1308) Qatar v. Bahrain, p. 99, para. 197, p. 104, para. 219. 바레인의 전문가 보고서에 

따르면 Qit'at Jaradah는 고조시 12m(길이) X 4m(폭)이고 저조시에는 600m(길이) X 75m

(폭)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카타르에 따르면 Qit'at Jaradah는 카타르 해안의 저조선에서 

9.4해리 떨어져 있고 바레인 저조선에서는 10.8해리 떨어져 있다. Memorial of Qatar, 

Ibid., p. 212, para. 9.12.

1309) 양 당사국은 Fasht ad Dibal이 간출지라는 것에 동의하였다. Qatar v. Bahrain, p. 

100, para. 200. 1982년 UNCLOS 제13조와 제7조 제4항 참조. 카타르는 Fasht ad Dibal

이 카타르 해안 저조선에서 9.3해리 떨어져 있고 바레인 저조선에서 13.7해리 떨어져 있다고 

언급하였다. Memorial of Qatar, Ibid., p. 212, para. 9.12.

1310) Malcolm D. Evans, supra note 64. p. 715.

1311) Qatar v. Bahrain, pp. 101-104, paras. 204-215. Barbara Kwiatkowska는 Fasht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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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한 간출지의 경우 UNCLOS 제13조에 근거한 양 당사국의 경합되는 권리

가 경계획정의 목적상 해당 도서에 대한 영유권 결정과는 상관없이 당연히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그 효과를 무시하고 등거리선이 작도되어야 한다고 판

시하였다.1312) 그런 후 재판소는 등거리선을 작도함에 있어 바레인의 Fasht al 

Azm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해당 지형에 효과를 부

여하지 않고 Fasht al Azm을 기점으로 설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발

생되는 두 등거리선을 작도하였다. 재판소는 Fasht ad Dibal이 두 등거리선을 

기준으로 “대부분 그리고 전부(largely or totally)" 카타르 쪽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해당 간출지에 대한 카타르의 영유권을 인정하였다. 그런 후 바레

인의 Qit'at Jaradah와 카타르의 Fasht ad Dibal 사이를 지나가는 영해경계선을 

획정하였다.1313)

   바레인의 Hawar 제도1314)와 관련된 영해 경계획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카

Dibal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1982년 UNCLOS와 관습법에 따라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재

판소가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보았다. Barbara Kwiatkowska, supra note 1305, p. 

238.

1312) Qatar v. Bahrain, p. 101, para. 202, p. 103, para. 215.

1313) Ibid., p. 101, para. 202, p. 104, para. 216, p. 109, para. 220. 바레인은 간출지에 

대한 전용은 실효적 지배(effectivité) 원칙에 의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Fasht 

ad Dibal에 대한 바레인의 실효적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Qit'at Jaradah에 대한 바레인의 

실효적 지배의 근거로 인정되었던 활동과 유사한 활동, 즉 측량 활동, 석유 양허 허가, 이정

표, 자분정(自噴井)의 건축, 영구 어량 면허 허가, 해양 긴급사태 지원, Fasht ad Dibal 주변

에 바레인 연안경비정 활동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ICJ는 Fasht ad Dibal과 관련된 바레인의 

실효적 지배를 배척하고 영해에 대한 일응권원 중첩지역에 위치한 간출지의 상쇄효과를 더 

우위에 두었다. Reply of Bahrain, Ibid., paras. 335, 345. Qatar v. Bharain, pp. 

99-100, paras. 196-197, p. 101, para. 203, and pp. 102-103, para. 209. Malcolm D. 

Evans, supra note 64. pp. 715-716.

1314) ICJ는 Hawar 제도에 대한 양국의 분쟁을 영국이 해결하도록 양국이 동의하였고 그에 따

라 각 당사국의 광범위한 주장과 입증 자료를 토대로 내려진 영국 정부의 1939년 결정이 구

속력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결하였다. ICJ는 해당 영국의 결정에 근거하여 바레

인이 Hawar 제도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결하였다. Ibid., pp. 83-85, paras. 

139-148. Higgins는 영토 취득에 관한 국제법에 비추어 보아도 바레인의 영유권이 인정된다

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Declaration of Judge Higgins, Qatar v. Bahrain, p. 222. 그러

나 17명의 재판관 중 5명의 재판관은 이에 대해 반대 견해를 표명하였다. 이들은 1939년 결

정과 관련된 카타르의 동의가 사실에 대한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고 따라서 1939년 결정은 

단지 사실에 불과한 정치적 결정에 해당되며 그에 따라 Hawar를 바레인에게 귀속시키는 법

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uti possidetis 원칙과 effectivities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Hawar에 대한 바레인의 영유권을 지지할 수 없다고 보았다. Qatar v. Bahrain, p. 

117, para. 252(2)(a). Separate Opinion of Judge Kooijmans, Ibid., pp. 239-240, 

paras. 58-59. Separate Opinion of Judge Al-Khasawneh, Ibid., pp. 248-256, pa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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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에 따르면 Hawar 제도는 52㎢ 면적의 바레인 섬으로 바레인 주섬과 

Hawar 제도의 최단 거리는 21.85㎞(약 11.8해리) 그리고 Hawar 제도와 카타르 

해안의 최단 거리는 250m에 해당되며, Hawar 제도의 절반은 카타르 본토 해

안에서 3 해리 이내에 위치해 있다.1315) 재판소는 Hawar 제도 지역의 경계획

정이 매우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공통된 실행(common practice)”에 따라 간

소화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엄격한 그리고 단순화된 등거리선을 작도

하였다.1316) ICJ는 바레인이 직선기선을 채택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Hawar 제

도와 바레인의 기타 섬 사이의 수역은 바레인의 내수가 아닌 영해에 해당된

다고 판결함으로써 Hawar 제도 주변에 일종의 준위요선이 설정된 결과가 도

출되었다.1317)

   재판소는 Hawar 제도와 바레인 본토 해안 사이가 항행에 거의 적합하지 

않고 좁고 얕은 수로로만 연결되어 있으며 또 양국 간 중간선 설정에 의해 

약 1.5해리의 영해만 부여받게 되는 특이한 지리적 상황으로 인해 무해통항

권의 관습국제법의 지위를 강조하였다.1318)

   이와 관련해 임시재판관 Torres Bernardez는 엄격한 등거리선을 설정할 경

우 Hawar 제도가 실제로 대향 관계에 있는 카타르 본토 해안에 너무 가까이

에 위치해 있어 “예외적으로 불균형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특별사정"에 해

당된다고 보았다. 그에 따라 1977년 중재 판정의 Channel 제도처럼 Hawar 제

도 주변에 위요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319)

   마지막으로 ICJ는 카타르의 Janan 섬1320)과 바레인의 Hawar 제도의 주섬

1-24. Joint Dissenting Opinion of Judges Bedjaoui, Ranjeva and Koroma, Ibid., p. 

154, para. 19, Maurice Mendelson, Q. C, supra note 1306. p. 203.

1315) Qatar v. Bahrain, p. 52, para. 35. Memorial of Qatar, Ibid., p. 50, para. 4.5.

1316) Qatar v. Bahrain, p. 109, para. 221. Yoshifumi Tanaka, supra note 12, p. 204.

1317) Qatar v. Bahrain, p. 110, para. 223. Dissenting Opinion of Judge Torres 

Bernardez, Ibid., p. 442, para. 540.

1318) Qatar v. Bahrain, pp. 109-110, para. 223. Yoshifumi Tanaka, supra note 12, p. 

316.

1319) Dissenting Opinion of Judge Torres Bernardez, Qatar v. Bahrain, pp. 440-442, 

paras. 534-540.

1320) 카타르에 따르면 Janan 섬은 Hawar 섬 남서쪽에 1.6해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길

이 0.7㎞, 폭 0.175㎞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해당 섬과 카타르 해안과의 최단 거리는 2.9해

리이고 바레인 해안 간의 최단 거리는 17해리이다. 또한 고조시에는 모래와 산호로 구성된 

긴 암초로 드러나며 식수가 없는 무인도이다. Memorial of Qatar, Qatar v. Bahrai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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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Jazirat Hawar 사이에 중간선을 작도하여 경계획정을 하였다. 

      (4) 니카라과 v. 온두라스(2007년)

   ICJ는 양국의 요청에 따라 온두라스의 Bobel Cay, Savanna Cay, Port Royal 

Cay, South Cay1321)와 니카라과의 Edinburgh Cay1322) 간의 영해 경계획정을 

UNCLOS 제15조에 따라 실시하였다.1323) 이 사건에서 양국의 본토 해안은 인

접 관계에 있지만 양국의 해당 도서들은 본토 해안에서 12해리 이원의 27-41

해리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15˚위선을 사이에 두고 대향 해안 관계를 형성

하고 있다.1324) 온두라스는 해당 도서들이 타 당사국의 영해와 중첩되는 곳을 

제외하고 12해리 영해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하였고 니카라과는 해당 도서들이 

12해리 영해에 대한 일응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다.1325) 경계획정 방법에 있어서 온두라스는 15˚위선을 청구하였다.1326) 그러

나 니카라과는 해당 도서들이 니카라과에게 귀속되어 니카라과 영해 내에 위

치하게 될 경우 그 “크기”와 “불안정성”으로 인해 12해리 영해를 부여할 경

우 온두라스에게 불균형한 해역을 부여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해

183, paras. 7.1-7.2. 바레인은 Janan과 Hadd Jana이 썰물 때는 하나의 섬이 되며 총 면적

은 0.1㎢라고 언급하였다. Qatar v. Bahrain, p. 85, para. 149. 재판소는 Hawar 제도에 

대한 영국의 1939년 7월 결정에서 Janan이 Hawar 제도에 속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기

점 설정과 지도에서도 카타르에 부속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영국의 1947년 해석에 근거

해 카타르가 해당 섬에 대한 영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결하였다. Qatar v. Bahrain, pp. 

90-91, paras. 164-165.

1321) 온두라스에 따르면 네 도서 모두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Coco 강 하구 왼쪽 둑에서 

Bobel Cay(0.029㎢)는 27해리, Savanna Cay(0.022㎢)는 28해리, Port Royal Cay(0.0028

㎢)는 32해리, South Cay(0.019㎢)는 41해리 떨어진 해상에 위치해 있다고 언급하였다. 

Counter-Memorial of Honduras, Nicaragua v. Honduras, pp. 14-15, para. 2.3. 

Rejoinder of Honduras, Ibid., p. 31, para. 3.14. ICJ는 식민지 이후의 effectivites에 근

거하여 해당 도서에 대한 영유권을 온두라스에게 부여하였다. Nicaragua v. Honduras, p. 

727, para. 272.

1322) Edinburgh Cay도 Coco강 하구에서 약 27-28해리 떨어져 있으며, 1㎢보다 휠 씬 적은 

면적을 가지고 있다. Verbatim Record, CR 2007/1, Ibid., p. 50, para. 8 (Mr. Elferink 

구두변론).

1323) Nicaragua v. Honduras, pp. 738-739, paras. 261-262, pp. 749-752, paras. 

299-305, p. 753, Sketch-map No. 4.

1324) Ibid., p. 762, Sketch-map No. 8 참조.

1325) Ibid., p. 751, para. 300.

1326) Ibid., pp. 727, 237, paras. 229,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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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도서 주변에 3해리 위요선만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327)

   재판소는 온두라스가 UNCLOS 제3조에 따라 12해리 영해를 선언할 권리

를 가지고 있으며, Savanna Cay를 제외한 나머지 세 온두라스 도서의 영해와 

니카라과 Edinburgh Cay의 영해가 중첩되는 해역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근거

로 네 도서에 기점을 설정하여 잠정적 등거리선을 작도하였다.1328) 또한 재판

소는 해당 지역에서 잠정적 등거리선의 조정을 요하는 법적으로 관련된 특별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그로 인해 엄격한 등거리선이 설정하였다

(B-C-D-E 지점)(그림 67 참조).1329) 그러나 EEZ와 대륙붕 지역에서 해당 온두

라스 도서의 영해 외측한계와 양국의 각의 이등분선(70˚14´41.25˝) 사이의 미

획정 지역(A-B 지점과 E-F 지점)은 온두라스 서단 도서인 Bobel Cay와 동단 

도서인 South Cay의 12해리 위요선으로 설정되었다(그림 67 참조).1330)

1327) Ibid., p. 751, para. 300.

1328) Ibid., pp. 751-752, paras. 302-304.

1329) Ibid., p. 752, para. 304. 해당 영해경계선으로 온두라스는 자국이 청구하지 않은 15˚ 위

선 남쪽 지역을 할당받게 되었다. Stephen Fietta and Robin Cleverly, supra note 18, 

p. 469.

1330) Ibid., p. 752, para. 305. 두 암초의 북동쪽에 광범위한 암초가 존재하고 있었지만 해당 

암초에만 단일 기점이 설정되어 12해리 위요선이 획정됨으로써 UNCLOS 제6조에 따라 해도

상 표시된 암초의 바다쪽 저조선에서 12해리 영해가 부여되지는 않았다. Stephen Fitetta 

and Robin Cleverly, p. 467.

[그림 67] 니카라과 v. 온두라스 암석 간 영해 경계획정선(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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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방글라데시/미얀마(2012년)

   방글라데시/미얀마(2012년)에서는 양국의 본토 해안은 인접 관계를 형성하

고 있지만 경계획정이 실시된 미얀마 본토 해안과 방글라데시의 St. Marin 섬

은 대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1332) 양국은 St. Martin 섬이 UNCLOS 제15조

상의 특별사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미얀

마는 St. Martin 섬이 양국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자국 본토 해안에 더 가까이 

위치해 있어 이 섬에 완전한 효과가 부여되면 해안선에 “상당한 왜곡(a 

considerable distortion)”이 초래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얀마는 “작거나 중

간 크기의 섬은 대게 완전히 무시되고” 그러한 해양 지형에 거의 아무런 효

과도 주지 않는 국제 법리와 국가 실행의 “지배적인 경향”에 따라 해당 섬과 

미얀마의 대향 해안 구간에는 중간선 설정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순전하게 

인접 해안 관계로 전환되는 구간(C 지점-E 지점)에는 “좀 더 과장된 왜곡

(more exaggerated distortion)”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6-12해리 준위요

(semi-enclave)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청구하였다(그림 68 참조).1333)

   방글라데시는 미얀마가 UNCLOS 제15조에서 “양국 간 달리 합의하지 않

는 한 양국의 각 영해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에 근거해 중간선이 작도된다는 요건을 무시하고 “실제 지리 상황”에서 

발생된 기점이 아닌 “인위적인 해안 기점(artificial coastal control points)”에 근

거하여 “혼합된 선(hybrid line)”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1334) 또한 방

글라데시는 St. Martin 섬이 미얀마 해역에 위치해 있다는 미얀마의 결론이 

“거짓된 지리적 책략(pseudo-geographic artifice)”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섬이 

양국으로부터 거의 비슷한 거리에 있고 또 방글라데시 해안에서 12해리 한계

1331) 영해경계선(A-B-C-D-E-F 지점) Nicaragua v. Honduras, p. 753, Sketch-map No. 

4, p. 754, Sketch-map No. 5 참조. 

1332) Bangladesh/Myanmar Case, p. 47, para. 149 참조.

1333) 미얀마는 자국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1977년 영불대륙붕 사건의 Channel 제도의 12해

리 준위요선, 1981년 두바이 v. 샤르자의 Abu Musa 섬에 대한 12해리 준위요선, 1982년 

튀니리/리비아의 Kerkennah 제도의 반분 효과, 1984년 Maine 만의 Seal 섬의 반분 효과를 

언급하였다. Bangladesh/Myanmar Case, pp. 43-44, paras. 131-137; 

Counter-Memorial of Myanmar, Ibid., pp. 73-85, paras. 4.51-4.71.

1334) Reply of Bangladesh, Ibid., p. 35, para. 2.65.



- 269 -

선 내에 위치해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방글라데시는 미얀마가 인용한 판

례법과 국가실행들은 첫째, 영해가 아닌 EEZ와 대륙붕 경계획정과 관련된 

것이고, 둘째, 대부분의 국가실행은 이 사건과 지리적으로 구별된 지역의 경

계획정과 관련이 있으며, 셋째, 해당 국가실행은 주권 및 다른 사안들을 해결

하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해결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또한 약 8㎢

에 이르는 St. Martin 섬의 규모와 7,000여명의 영구 주민,1335) 그리고 해당 섬

의 경제적·군사적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St. Martin 섬은 UNCLOS 

제121조 1항에 따른 섬이고 또 방글라데시 해안선의 일부분으로써 12해리 영

해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였다.1336) 그에 따라 방글라데시는 

1974년 합의록 상의 경계선이 양국 간의 유효한 합의라고 주장하였고,1337) 또

한 1974년 합의의사록의 대안선으로 St. Martin 섬에 완전한 효과를 부여하여 

작도된 엄격한 중간선을 제안하였다.1338)

   ITLOS는 1974년과 2008년 합의의사록의 법적 구속력과1339) 영해 경계획

정에 대한 묵시적 또는 사실상 합의1340) 및 금반언1341)에 대한 주장을 배척한 

후, UNCLOS 제15조를 적용함에 있어 방글라데시의 St. Martin 섬이 양국의 

영해 경계획정에서 특별사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재판소는 해

1335) 방글라데시는 인구 자체가 섬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에 엄밀하게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

만 UNCLOS 제121조 제3항 해석에 있어 인간의 거주를 유지할 수 있는 섬의 능력에 대한 

증거력이 있는 증거가 된다고 보았다. Reply of Bangladesh, Ibid., p. 87, note. 136.

1336) 방글라데시는 St. Martin 섬이 양국의 육지 경계선 끝점에서 남서쪽으로 6.5해리 떨어져 

있으며 방글라데시 해안에서 동등한 거리에 있다고 서술하였다. 또한 방글라데시는 어업이 

해당 섬에서 상당한 경제활동이며 해당 섬에 360,000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고 했다. 또한 

해당 섬에서 농작물이 광범위하게 경작되고 있어 해당 섬의 거주민이 필요한 상당한 부분들

을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St Martin 섬이 방글라

데시에서는 4.547해리 그리고 미얀마에서는 4.492해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 

해안에서 12해리 이내에 위치해 있다고 주장하였다. Bangladesh/Myanmar Case, Ibid., 

pp. 44-46, paras. 138-145.

1337) 1974년 합의의사록에서 양국이 합의한 해양경계선은 Naaf 강의 1번 경계 지점에서 St. 

Martin 섬의 최남단에서 12해리 떨어진 지점과 버마 본토 해안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의 교

차점까지 바다로 이어지는 선으로 St. Martin 섬 연안의 가장 가까운 지점과 버마 본토 해안 

사이의 “중간 지점들(the intermediate points)”을 연결한 것이다. 방글라데시는 1974년 합

의록이 2008년에 재확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Ibid., pp. 24-26, para. 57, p. 28, para. 

60, p. 29, para. 64. 

1338) Reply of Bangladesh, Ibid., pp. 46, 49, paras. 2.102-2.103. 

1339) Bangladesh/Myanmar Case, pp. 35-37, paras. 91-99. 

1340) Ibid., pp. 37-41, paras. 100-118.

1341) Ibid., pp. 41-42, paras. 11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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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계획정에 관한 판례법이나 국가 실행에서 섬의 효과에 대한 일반 규칙을 

보여주고 있지 않으며 이것은 각 사건의 특정한 사정에 달려 있다고 판시하

였다. 또한 관련 해역에 따라서 섬에 부여되는 효과가 다를 수 있다고 판시

함으로써 연안국의 권리의 성격에 따라 해당 권리의 바다 쪽 투사 범위가 달

라질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1342) ITLOS는 St. Martin의 지리적 위치 그리고 

판례법 및 국가실행과 관련된 방글라데시의 주장을 용인하면서 해당 섬의 크

기와 인구, 경제 및 기타 활동을 고려해 볼 때 2001년 카타르 v. 바레인의 

Qit'at Jaradah와는 달리 해당 섬은 상당한 해양 지형에 해당되므로 특별사정

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영해경계선의 중간선을 작도함에 있어 

해당 섬에 완전한 효과를 부여하지 못하는 “긴요한 이유(compelling reasons)”

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1343) 그에 따라 ITLOS는 UNCLOS 제15조

상의 중간선의 기점으로 St. Martin 섬에 완전한 효과를 부여하여 양국이 영

해경계선의 시작점으로 합의한 Naaf 강 입구의 양국의 육지경계선 끝점에서

부터 양국의 영해가 중첩되는 한계점, 즉 Martin 섬 주변의 영해가 미얀마의 

EEZ와 대륙붕과 만나기 전인 8번 지점까지 영해경계선을 획정하였다(그림 

58 참조).1344) 또한 ITLOS는 영해 경계획정의 관련해안을 검토하면서 해당 

영해경계선이 방글라데시의 영해 청구선과 일치한다고 판결하였다(그림 58참

조).1345) ITLOS는 이어서 양국의 외교부 장관이 선언한 1974년 합의의사록에 

근거하여 미얀마 선박이 Naff 강 하구에서 St. Martin 섬 주변의 영해를 방해

받지 않고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1346)

1342) Ibid., p. 46, paras. 147-148.

1343) Ibid., p. 47, paras. 149-152. 

1344) Ibid., pp. 47-52, paras. 153-169. Mensah 임시재판관과 Oxman 재판관은 공동선언에

서 ITLOS의 영해 경계획정선이 1974년 11월 23일 합의의사록에서 구상된 선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았다. Joint Declaration of Judges ad hoc Mensah and Oxman, 

Bangladesh/Myanmar Case, p. 147, para. 2. Robin Churchill, "The 

Bangladesh/Myanmar Case: Continuity and Novelty in the Law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Cambridge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Vol. 1, Issue 1 (2012), p. 141.

1345) Bangladesh/Myanmar Case, p. 51, para. 165.

1346) Ibid., pp. 53-54, paras. 170-176.

1347) Reply of Bangladesh, Ibid., p. 47, Figure R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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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   토

   위의 다섯 국제 판결 또는 판정은 모두 다른 지리적 상황에서 대향 해안

간 영해 경계획정을 실시하였다. 아르헨티나/칠레(1977년)의 영해 경계획정은 

양국의 주요 섬의 해안은 대향 또는 인접 관계에 있고 그에 인접한 각국의 

섬, 소도, 암석은 상대국의 도서 또는 주요 해안과 대향 관계에 있다. 또한 

양국의 영해 중첩지역의 폭은 3-7해리에 이른다.1348) 에리트레아/예멘(1999년)

과 카타르 v. 바레인(2001년)에서는 본토 해안과 관련 도서 모두 대향 관계에 

있다. 그러나 전자 사건의 관련 도서는 양국 본토 해안의 12해리 이원에 위

1348) Argentina/Chile Case, p. 129, para. 84.

[그림 68] 방글라데시/미얀마 영해경계획정에서 St. Martin 섬의 효과1347)

미얀마 청구선

방글라데시 청구선/최종 영해경계선

1974년 경계선협약(합의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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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해 있고 후자의 관련 도서는 양국의 12해리 이내에 위치해 있어 구별된다. 

니카라과 v. 온두라스(2007년)와 방글라데시/미얀마(2012년)의 경우 본토 해안

은 전자의 두 사건과는 달리 인접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에 전자의 경우 

관련 도서 간에 대향 관계가 형성되며, 또 후자에서는 일방국의 본토 해안과 

타방국의 도서가 대향 해안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지리적 상황

과 관련하여 ITLOS는 각 사건의 특정한 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해양경

계획정에 관한 판례법이나 국가 실행에서 섬의 효과에 대한 일반 규칙이 없

다고 판시하고 있다.1349) 그러나 재판소는 경계획정이 실시되는 관련 해역에 

따라서 섬에 부여되는 효과가 다를 수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영해, EEZ, 대륙

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의 성격에 따라 도서의 바다 쪽 투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1350) 따라서 영해 경계획정에서 도서의 효과에 대한 

보편화된 기준이 없는 가운데1351) 해당 사안에 대한 선례의 판시를 통해 도

서와 관련된 대향 해안 간 영해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차단효과 방지 원칙이 

적용된 기준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 도서와 관련된 대향 해안 간 영해 경계획정에서는 아무리 작은 도

서라도 UNCLOS 제121조상의 암석 또는 섬으로 인정될 경우 12해리 영해에 

대한 일응권원을 엄격하게 부여하고 있다. 또한 제121조 1항의 섬으로 인정

될 경우 EEZ/대륙붕 경계획정과는 달리 제121조 상의 잠정적 중간선의 기점

으로 설정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칠레(1977년)의 Snipe 소도, Bécasses 섬, Les 

Eclaireurs 암석, 에리트레아/예멘(1999년)의 South West Rocks과 Haycock 

Island 그리고 카타르 v. 바레인(2001년)의 Janan 섬은 잠정적 중간선의 기점

으로 설정된 상대국의 섬1352)보다 휠 씬 작은 암석 또는 소도임에도 불구하

고 재판소는 해당 섬 주변에 위요선을 설하기보다 영해경계선의 기점으로 채

택하였다. 또한 니카라과 v. 온두라스(2007년)에서도 온두라스의 네 암초 역

1349) Ibid., p. 46, para. 147.

1350) Ibid., p. 46, paras. 147-148.

1351) 이창렬, “200해리 이내의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획정 판결에 관한 동향과 함의 

-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벵골만 해양경계획정 사건을 중심으로 -”, 국제법학회논총, 제57권 

제2호(통권 제125호) (2012), p. 157 참조.

1352) Greater Hanish는 116㎢이고 Hawar 군도(52㎢)는 52㎢이다. 

https://en.wikipedia.org/wiki/Hanish_Islands (2020.01.26. 최종확인). 

https://en.wikipedia.org/wiki/Hawar_Islands (2020.01.26. 최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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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매우 경미한 규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해당 도서에 대한 온두라스의 3해리 

위요선 청구를 배척하고 온두라스의 Edinburgh 암초에 대응하는 잠정적 등거

리선의 기점으로 설정하여 완전한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반해 EEZ/대

륙붕 경계획정에서는 양국 본토 해안 간의 중간 해에 위치한 소도 및 암석에 

양국 의 중간선 기점이 설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에리트레아/예

멘에서 북부 구간의 EEZ/대륙붕 경계획정에서 양국 본토 해안의 중간 부근

에 위치한 Jabal al-Tayr(3.9㎢)와 Zubayr 군도(가장 큰 Jebel Zubayr 섬 길이: 5

㎞)가 그러한 사례에 해당된다.1353)

   둘째, 대향 해안 간 영해 경계획정에서 중간선 인근에 위치한 소도 및 암

석에 중간선 기점이 설정되기 유리한 또 다른 지리적 조건은 그에 상응하는 

상대국의 도서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마주보고 있는 본토 해안의 중

간선 인근의 영해 중첩지역에서 양국의 제121조 1항 상의 섬이 존재할 경우 

마주보고 있는 상대국 도서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동일한 효력이 부여됨으로

써 영해라는 좁은 해역에서 도서의 규모를 기준으로 상당한 면적의 해역이 

상대국에게 부여되는 효과가 방지되는 측면이 있다. 2001년 ICJ 판결에서도 

Qit'at Jaradah의 경우 잠정적 중간선의 기점으로 설정되었지만 양국 주요 해

안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그 크기에 비해 중대하게 불균형한 효과를 발생

시키는 특별사정으로 인정되어 해당 섬의 동쪽에 영해경계선이 지나가도록 

판결하였다.1354) 이와 관련된 국가실행으로 1932년 덴마크와 스웨덴 영해경계

협약에서 양국 본토 해안의 중간선 인근에서 자국 해안 쪽에 더 가까이 위치

한 스웨덴의 Ven 섬(7.5㎢, 협약 체결 당시 1,300명)1355)의 경우 그에 상응하

1353) 재판소는 위의 두 섬이 양 당사국 해안에서 24해리 이상 떨어진 먼 바다에 위치해 있고 

또한 해당 섬들이 척박하고 거주하기 힘든 성격을 가지고 있어 중간선 계산에서 고려되어서

는 안 된다고 판정하였다. Eritrea/Yemen Case (Second Phase), p. 45, paras. 147-148. 

W. Michael Reisman, supra note 116, p. 725, note 33 참조. Jean-François Dobelle, 

"Le différend entre l'Erythrée et le Yémen: la sentence arbitrale du 17 décembre 

1999 sur la délimitation des frontières maritimes", Annuaire Français de Droit 

International, Vol. 45 (1999), p. 562, para. 25.

1354) Qatar v. Bahrain, p. 99, para. 197, Ibid., p. 104, para. 219. Malcolm D. Evans는 

Qit' Jaradah에 어떤 효과가 부여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Malcolm D. 

Evans, supra note 64, p. 716. 또한 Yoshifumi Tanaka도 해당 섬이 제121조 2항 상의 

영해를 부여받을 수 있는 암석임에도 불구하고 영해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Yoshifumi Tanaka, supra note 64, p. 78. 

1355) 현재 거주민은 371명이다. https://en.wikipedia.org/wiki/Ven_(Sweden) (2019.11.25. 



- 274 -

는 덴마크 도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지리적 사실과 항행의 이익이 고려되어 

중간선의 기점으로 설정되지 않았다.1356) 이러한 재판소의 판결은 EEZ/대륙

붕 경계획정에서 Jabal al-Tayr와 Zubayr 군도와 같은 소도에도 동일하게 적용

된다.1357) 결론적으로 영해 경계획정에서 도서의 해안 투사의 범위는 그 법적 

지위보다 등거리선에 대한 왜곡 및 분할되는 해역의 불균형성의 비교와 같은 

요소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1358)

   한편 일부 국가실행에서는 양국 간에 상응하는 도서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일부 국가의 도서가 소도이고 또 본토 해안에서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

해 있을 때 완전한 효과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1974년 인도와 스리

랑카 협약에서 스리랑카의 Kachchativu 섬(1.15㎢은) 소도로써1359) 1999년 판

정의 South West Rocks과 Haycock Islands처럼 스리랑카의 Jaffna 반도 해안에

서부터 일련의 영해대를 형성할 수 있는 섬이다. 또 해당 섬 반대편에는 12

해리 영해 중첩지역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인도의 Pamban 섬(96㎢)1360)이 존재

해 있다. 그러나 양국은 해당 지역의 역사적 수역 경계선 설정을 위해 대향 

관계에 있는 Kachchativu 섬과 Pamban 섬 간에 중간선을 설정하는 대신 

최종확인).

1356) Jonathan I. Charney and Lewis M. Alexander (eds.), supra note 489, pp. 1933, 

1934, 1938. Hiran W. Jayewardene, supra note 460, p. 457. cf. 1972년 캐나다와 프랑

스 어업 수역 및 영해경계 협약에서 캐나다의 Green 섬은 그에 상응하는 프랑스의 Petit 

Colombier 섬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계선에 불균형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기점으로 설정되지 않았고, 다른 기타 소도는 기점으로 설정되었다. Jonathan I. Charney 

and Lewis M. Alexander (eds.), supra note 101, pp. 392, 395, 396-398. Leslie C. 

Green, "Book Review: The Legal Regime of Islands in International Law, by Derek 

W. Bowett", Osgoode Hall Law Journal, Vol. 18, No. 1 (March 1980), p. 172 참조. 

cf. Jonathan I. Charney and Lewis M. Alexander (eds.), supra note 489, pp. 

1521-1522, 1525, 1527. 1968년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협약에서는 양국의 대륙붕 경계획

정을 대향 관계에 있는 본토 해안 간의 중간선으로 획정하고 해당 중간선 인근에서 사우디아

라비아에 가까이에 위치한 이란의 Farsi 섬과 사우디아라비아의 Arabiyah 섬에 부분 위요를 

설정한 후 양국의 영해 중첩지역은 중간선으로 설정하였다.

1357) Evans는 1999년 중재판정에서 에리트레아의 소도 또는 암석이 영해 경계획정의 중간선 

작도의 기점으로 설정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다행스럽게 중첩되는 영해를 발생시키는 예멘

의 섬이 가까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Malcolm D. Evans, supra note 

1299. p. 156 참조.

1358) Nuno Sérgio Marques Antunes, supra note 312, pp. 329-330, Barbara 

Kwiatkowska, supra note 1305, pp. 246-247.

1359) https://en.wikipedia.org/wiki/Katchatheevu (2019.11.26. 최종확인),

1360) https://en.wikipedia.org/wiki/Pamban_Island (2019.11.26. 최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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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hchativu 서쪽으로 1해리 떨어진 곳에 영해 경계선의 위치를 설정하여 해

당 도서에 거의 아무런 효과도 부여하지 않았다.1361) 따라서 해당 협약에서 

1999년 판정과 같이 연속된 영해대에 대한 침해금지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영해 경계선이 양국 본토 해안을 기준으로 인도 쪽에 치우치게 되는 결

과를 방지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대향 해안 간 영해 경계획정에서 본토 해안 간 중간선을 기준으로 

일방국의 도서가 상대국의 본토 해안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 할지라도 그 규

모와 중요성에 있어 그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요선으로 설정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완전한 효과가 부여된다.1362) 2001년 Hawar 군도(52㎢, 5,000명)의 

경우 카타르 해안에서 0.13(250m)-3해리 그리고 2012년 St. Marin 섬(8㎢, 

7,000명)은 미얀마 본토에서 4.492해리 떨어져 있으며 두 섬 모두 크기 및 중

요성을 인정받아 완전한 효과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Hawar 군도는 St. Martin 

섬과 같이 준위요선이 설정되지 않았는데 이는 카타르 해안과 동향인 Hawar 

군도 해안이 바레인 주도 해안의 영해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1978년 호주와 파푸아 뉴기니 협약의 영해 경계획정 구역에서 호주의 

Aubusi, Boigu(89.6㎢), Moimi, Dauan, Saibai(107.9㎢), Kaumag 섬 역시 St. 

Martin 섬과 같이 타방국인 파푸아 뉴기니에 인근에 위치한 섬에 해당된다. 

양국은 해당 호주 섬과 파푸아 뉴기니의 대향 해안 간에 엄격한 등거리선으

로 경계선을 획정하였다. 그러나 양국의 인접 해안 및 동향 해안에서는 당시 

호주의 영해 한계 범위인 3-mile 위요선이 설정되어 St Marin 섬의 인접 해안 

처리와는 구별된다.1363) 만약 St. Martin 섬이 호주 섬처럼 양국의 인접 해안

1361) 해당 협약에서 스리랑카는 해당 섬에 대한 영유권과 서쪽에 1해리 해역을 부여받음으로써 

관세, 어업, 이민 규정을 집행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Jonathan I. Charney and Lewis M. 

Alexander (eds.), supra note 489, pp. 1411-1413, 1415-1417. S. P. Jagota, Maritime 

Boundary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5). pp. 80-82.

1362) Hiran W. Jayewardene, supra note 460, p. 390.

1363) 1978년 호주와 파푸아 뉴기니 경계획정에서 당시 호주는 3-mile 영해를 청구하였고 파푸

아 뉴기니는 12-mile 영해를 청구하였다. 또한 Boigu섬과 Saibai 섬은 파푸아 뉴기니 본토 

해안에서 3-4해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호주 본토 해안(Cape York Peninsula)으로부

터는 70 miles 이상 떨어져 있었다. 재판소는 해당 호주 섬들과 파푸아 뉴기니 본토 해안의 

대향 해안 간 거리가 6해리 미만인 곳에는 단순화된 등거리선으로 작도하였다. Jonathan I. 

Charney and Lewis M. Alexander (eds.), supra note 101, pp. 932, 934, 936, 940, 

961-964. Bowett, Derek W., supra note 102, pp. 146-147. Hiran W. Jayewardene, 

supra note 460, pp. 38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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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경계획정에서 방글라데시의 12해리 영해 한계선으로 위요선을 설정한다면 

양국의 엄격한 등거리선으로 설정했을 때보다 미얀마의 해안 투사를 좀 더 

차단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될 것이다. 반면 미얀마의 6-10해리 위요 설정을 

받아들일 경우 엄격한 등거리선이 적용되었을 때보다 방글라데시 해안 투사

가 더 차단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St. Martin 섬의 인접 해

안에 대한 ITLOS의 처리 방식은 양국의 차단효과를 합리적이고 균형 잡히게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1364)

   넷째, 상당한 규모의 섬이라 할지라도 제121조 2항 상의 해양 권원이 경

계획정 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에리트레아/예멘(1999년)의 Jabal 

Zuqar(130㎢)는 Hawar 군도와 St. Martin 섬보다 휠 씬 상당한 규모의 섬으로 

제121조 2항 상의 EEZ와 대륙붕 권리를 부여 받음으로써 마주보고 있는 에

리트레아 본토의 EEZ/200해리 이내 대륙붕에 대한 일응권원의 투사와 중첩

되는 해역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재판소는 이러한 해양 권리를 부여하

지 않고1365) Jabar Zuquar 섬 주변에 단순화된 12해리 준위요선 및 측지선을 

사용하여 경계선을 획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소는 에리트레아 섬에만 

기점을 설정한 “역사적(historic)” 중간선은 Jabar Zuqar를 지나가게 되고 또 양

국의 본토 해안 간 중간선은 Greater Hanish를 지나가게 되어 Zuqar의 북서쪽 

지점의 영향이 시작되기 전까지 최대한 본토 해안 간 중간선을 설정한다고 

언급하였다.1366) 그러나 Jabar Zuqar에 EEZ/200해리 이내 대륙붕에 대한 일응

권원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를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1367) 그러나 

결과적으로 재판소는 해당 준위요선과 측지선을 설정함으로써 에리트레아의 

“역사적” 중간선 또는 본토 해안 간 중간선과 예멘의 Jabal Zuqar와 에리트레

아 본토 해안 간 중간선 사이를 지나는 제3의 경계선을 설정하였다. 그에 따

라 각 당사국이 청구한 중간선으로 인해 에리트레아 본토 해안의 투사와 예

멘의 Jabal Zuqar 해안의 투사가 일방적으로 차단되지 않는 “좀 더 간단하고 

https://en.wikipedia.org/wiki/Boigu_Island_(Queensland) (2019.11.26. 최종확인). 

https://en.wikipedia.org/wiki/Saibai_Island (2019.11.26. 최종확인). 

1364) 물론 방글라데시는 인접해안간 경계획정에서도 엄격한 등거리선 방식을 청구하였다. 

1365) Malcolm D. Evans, supra note 1299. p. 157.

1366) Eritrea/Yemen Case (Second Phase), p. 38, para. 122-123,

136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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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a neater and more convenient)” 경계선이 획정되었다.1368) 그러나 이러

한 재판소의 판결은 대륙붕 또는 대륙붕/어업수역 경계획정과 관련된 1984년 

덴마크와 노르웨이 협약 그리고 1984년 대한민국과 일본 협약에서 양국의 주

요 해안의 중간선 근처에 위치한 상당한 규모의 섬에 기점을 설정한 국가실

행과는 일치하지 않는다.1369) Malcolm D. Evans도 상당한 규모의 섬인 Jabal 

Zuqar 섬에 기점을 설정하여 에리트레아 본토 해안 간에 중간선을 획정하는 

방식에 우위를 두지 않고 양국의 본토 해안 간 중간선 방식을 고려하여 양 

당사국 청구선의 중립선을 설정한 재판소의 판결을 비판하고 있다.1370)

   다섯째, 양국의 중첩되는 영해에 위치한 간출지의 영유권 결정은 잠정적 

경계선이 획정된 이후에 결정된다. 이것은 2001년 카타르 v. 바레인에서 

Fasht ad Dibal의 영유권과 관련된 카타르의 청구가 반영된 ICJ의 판결에 의

해 설시되었다.1371) 바레인 측 대변인 P. Weil은 카타르의 이러한 청구가 “육

지가 바다를 지배한다”라는 근본 원칙을 “바다가 육지를 지배한다(the sea 

dominates the land)”는 원칙으로 도치시킨 것으로 도서의 영유권이 “단지 해

양경계획정의 부산물(a mere by-product of maritime delimitation)”이 된 결과를 

비판하였다.1372) 이로 인해 해당 간출지의 경우 침해금지 원칙 또는 차단효과

1368) Ibid., p. 48, paras. 161-162.

1369) 1999년 에리트레아/예멘의 중부 구간의 본토 해안 간 거리 폭(약 50해리)과 유사한 1984

년 덴마크(3해리 영해)와 스웨덴(12해리 영해) 대륙붕/어업수역 경계획정 구간에서 양국은 주

요 해안의 중간선 인근에 위치한 덴마크 Læsø(101.22㎢, 2,685명), Anholt(22.37㎢, 147

명), Hesseløa(0.71㎢, 2명)에 완전한 효과를 부여하여 중간선을 작도하였다. Jonathan I. 

Charney and Lewis M. Alexander (eds.), supra note 489, pp. 1934, 1938. D. W. 

Bowett, supra note 102, pp. 141-142. 1984년 일본과 한국 협약에서는 양국의 대향하고 

있는 본토 해안(약 100해리 거리)의 중간 즈음에 위치한 Tsushima 섬(대마도: 708.7㎢, 

34,000명)에 완전한 효과를 부여하여 중간선을 획정하였다. Jonathan I. Charney, Lewis 

M. Alexander (eds.), supra note 101, pp. 1059, 1062-1064.  D. W. Bowett, supra

note 102, p. 141. https://en.wikipedia.org/wiki/Tsushima_Island (2019.11.26. 최종확

인).

1370) Malcolm D. Evans, supra note 1299. pp. 169-170.

1371) Reply of Qatar, Qatar v. Barain, para. 7.40. Verbatim Record, CR 2000/9, Ibid., 

p. 7, para. 64.

1372) Verbatim Record, CR 2000/15, Ibid., p. 19, para. 17, pp. 36-37, para. 54. 

Yoshifumi Tanaka, supra note 64, pp. 70-71. Emmanuel Decaux, supra note 64, p. 

231. Malcolm D. Evans, supra note 64, p. 716. Yoshifumi Tanaka는 양국이 Fasht 

ad Dibal에 기점을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해당 간출지가 잠재적인 

영해 일응권원 중첩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일방국의 이러한 기점 설정 권리를 

“중립화시키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Yoshifumi Tanaka, supra note 12, p.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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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려사항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2001년 판결에서는 UNCLOS 제15조의 중간선/특별사정 방식을 적

용하여 바레인의 Fasht Al Azm(간출지로 추정)과 카타르의 Qit'at ash 

Shajarah(간출지) 사이 그리고 카타르의 Fasht al Dibal(간출지) 서쪽을 지나가

는 경계선을 설정하고 있지만 해당 경계선이 설정된 기점에 대한 설명이 부

재하여 실제로 경계획정에 사용된 방식을 알 수 없다.1373) 다만 경계선의 위

치 상 간출지가 각 당사국에게 남겨지도록 하면서 양국의 주요 해안의 중간

선 인근에 경계선이 획정되는 것을 ICJ가 선호하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

다. 양국의 주요 해안 간 12해리 이내 위치한 간출지에 12해리 위요를 설정

하게 되면 양국에게 불균형한 경계획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리 상황과 또

한 후술할 영해에서의 항행 이익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양국의 주요 해안 간 

중간선에 더욱 비중을 둔 경계획정이 형평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

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간출지의 12해리 영해에 대한 일응권원의 

투사 범위는 지리 상황에 따라 제한되는 정도가 다양할 수 있다고 본다.

   여섯째, 도서와 관련된 대향 해안간 영해 경계획정에서 항행 요소는 중요

한 고려사항으로 검토되고 있다.1374) UNCLOS 제15조의 경계획정의 방식 상 

지리의 우선성에 근거하여 각국의 관련해안에서 발생되는 영해 일응권원의 

차단효과에 대한 검토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해대의 협소

함으로 항행의 이익은 오래 전부터 영해 경계획정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검토

되고 확증되어 왔다.1375) 1977년 중재 재판소는 Gable 섬 인근의 관습 항행로

를 경계선으로 선택하고 또한 항행가능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직선기선

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소도와 암석을 무시하거나 기점으로 사용함으로써 실

1373) Oda 재판관은 이 사건의 지리 사정이 매우 복잡하여 리비아/몰타(1985년)와 Jan Mayen
사건(1993년)과는 달리  해당 사건은 수학적·기하학적 관점에서 기선을 확인하고 실제로 구

체화하는 것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하였다. 그로 인해 재판소가 등거리선을 측정하

는 지리적·기하학적으로 정확한 기선 또는 기점을 우선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42개의 경계획

정 좌표를 판결했기 때문에 ICJ의 논거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좌표를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와 함께 재판소의 임무는 경계획정 방식을 결정하는 것에 제한하고 실

제 경계선을 획정하는 일은 지리 또는 수로 전문가에게 맡겨 실시했어야 했다고 비판하였다. 

Separate Opinion of Judge Oda, Qatar v. Barain, pp. 135, para. 28. Malcolm D. 

Evans, supra note 64, p. 716. Decaux, Emmanuel, supra note 64, p. 239.

1374) Jean-François Dobelle, supra note 1353, p. 562, para. 27.

1375) Nuno Sérgio Marques Antunes, supra note 312, p. 340, note.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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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이고 합리적인 접근법을 선택하고 있다.1376) 1999년 중재판정도 국제 항

행로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간략한 실용적인 경계선을 획정하고 있다. 2001년 

ICJ 판결과 2012년 ITLOS 판결 역시 St. Martin 섬과 Hawar 군도에 기점을 

설정함으로 좁은 영해대가 생성되는 것과 관련해 상대국이 무해통항권을 향

유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요소들을 고려하여 작도된 중간

선이 양국에게 매우 좁은 영해대를 부여하게 될 경우1377) 각국의 안보 이익

이 침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각 판결에서는 이러한 안보 이익에 대한 명시

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1378) 이는 영해라는 좁은 수역에서 각국이 부담

해야 하는 안보 위협의 정도가 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해 특별히 언

급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1376) Stephen Fietta and Robin Clerverly, supra note 18, p. 184.

1377) 도서와 관련된 대향 해안간 영해 경계획정에서 각국은 1977년 중재 사건에서 약 1.5-3.5

해리의 영해대를 갖게 되며, 1999년 중부 구간의 일부 구간에서는 약 2.5해리, 2001년 ICJ 

판결의 Hawar 제도에서는 최소 125m, 2012년 ITLOS 판결의 St. Martin 섬에서는 약 2.25 

해리의 영해대를 할당받게 된다. 에리트레아 Haycock 군도 중에 South West Haycock과 

예멘 Hanish 군도 중 Suyul Hanish의 거리는 6해리이다. Eritrea/Yemen Case (First 

Phase), p. 133, para. 476.  

1378) W. Michael Reisman, supra note 116, p. 735.

사  건
도서

(연안국: 기점인정여부)
지위(인구)

거리

(본토국)
규모

아르헨티나/

칠레(1999년)

Picton 섬(아: O) 섬 2해리(칠) 105.4㎢

Nueva 섬(칠: O) 섬 14해리(칠) 120㎢

Gable 섬(아: O) 섬(50명) 0.16해리(아) 22㎢

Bécasses 군도(아: O) 소 도 ( 무 인

도)

0.5해리(아) ∙북섬: 330m x 

750m

∙동섬: 300m

Snipe 소도(칠: O) 소도(소수) 1.2해리(칠) 0.31㎢

에리트레아/

예멘(1999년)

Greater Hanish 섬(예: O) 섬(소수) 25해리(예)1379)

&22.5해리(에)1380)

116㎢

South West Rocks(에: 

O)
암석 19해리(에)1381)

Haycock Island(에: O) 소도 19해리(에)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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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

https://www.google.com/maps/place/Jabal+Zuqar+Island/@14.127014,42.1959584,9.13

z/data=!4m5!3m4!1s0x161a636d3b94b957:0x25bf676da43dfd00!8m2!3d14.019391!4d42.7

662325?hl=ko (2019.11.20. 최종확인).

1380)

https://www.google.com/maps/place/Jabal+Zuqar+Island/@14.2302278,42.0808097,8.8

6z/data=!4m5!3m4!1s0x161a636d3b94b957:0x25bf676da43dfd00!8m2!3d14.019391!4d42.

7662325?hl=ko (2019.11.20. 최종확인).

1381)

https://www.google.com/maps/place/South+West+Rocks/@13.7363791,42.3206445,10.

55z/data=!4m8!1m2!2m1!1sSouth+west!3m4!1s0x161a089af702cd25:0xbf596f538d13be6!

8m2!3d13.6409823!4d42.6022339?hl=ko (2019.11.20. 최종확인).

1382) Eritrea/Yemen Case (First Phase), p. 64, para. 214.

1383)

https://www.google.com/maps/place/Jabal+Zuqar+Island/@13.9785495,42.714868,10.4

4z/data=!4m5!3m4!1s0x161a636d3b94b957:0x25bf676da43dfd00!8m2!3d14.019391!4d42.

7662325?hl=ko (2019.11.23. 최종확인).

1384)

Jabal Zuqar 섬(에: X 

→ 준위요)

섬 18해리(예)1383)& 

41해리(에)1384)

130㎢

카타르 v. 

바레인(2001년)

Fasht al Azm

(바: 부분효과)

불 명 확 ( 간

출지/암석)

12해리 이내 만조 → 수면 

20%

Qit'at Jaradah(바: X) 암석 9.4해리(카)/10.8

해리(바)

Fasht ad Dibal(카: X) 간출지 9.3해리(카)/13.7

해리(바)

Hawar 제도(바: O)

＊Jazirat Hawar(주섬)

섬( 5 , 0 0 0

명)1385)

11.8해리(바) & 

0.13해리(카)

52㎢

Janan 섬(Hadd Janan)

(카: O)

암 초 ( 무 인

도)

17해리(바) & 

2.9해리(카)

0.1㎢

니카라과/

온두라스(2007년)

Bobel Cay(온: O) 암초 27해리(온) 0.029㎢

Savanna Cay(온: X) 암초 28해리(온) 0.022㎢

Port Royal Cay(온: O) 암초 32해리(온) 0.0028㎢

South Cay(온: O) 암초 41해리(온) 0.019㎢

Edinburgh Cay(니: O) 암초 27해리(니) 1㎢ 미만

방글라데시/

미얀마(2012년)

St Martin 섬(방: O) 섬 ( 7 , 0 0 0

명)

4.547해리(방) & 

4.492해리(미)

8㎢

[표 10] 대향 해안간 영해 경계획정에서 기점과 관련된 도서의 지위 (본 연구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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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EZ(EFZ)/200해리 이내 대륙붕 경계획정

   EEZ·EFZ/200해리 이내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도서와 관련된 대향 해안 간 

경계획정 사건은 튀니지/리비아(1982년), 캐나다/미국(1984년), 리비아/몰타

(1985년), 덴마크 v. 노르웨이(1993년), 에리트레아/예멘(1999년)이 있다. 그러

나 각 사건이 판결한 경계획정의 유형은 다양하다. 1982년과 1985년 ICJ 판

결은 200해리 이내 단일 대륙붕 경계획정 사건이다.1386) 1984년과 1993년 ICJ 

판결은 배타적어업수역(EFZ)과 200해리 이내 대륙붕을 대상으로 경계획정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는 두 해역의 단일 경계획정 사건1387)인 반면 

1993년 사건은 두 해역에 대해 별도의 경계획정을 실시하고 있다.1388) 마지막

으로 1999년 중재판정은 EEZ와 200해리 이내 대륙붕의 단일(다목적) 경계획

정이다.1389)

   위의 다섯 사건의 도서와 관련된 대향 해안 간 EEZ·EFZ/200해리 대륙붕 

경계획정에서는 1982년 사건에서 관습법에 따라 각의 이등분선 방식을 사용

한 경우를 제외하고1390) 각 사건의 준거법에 근거하여 중간선/특별사정·관련

사정 방식이 적합한 방식으로 인정되어 적용되었다.1391) 해당 본문에서는 각 

판례의 관련 해역에서 도서와 관련된 차단효과 방지 원칙이 각 경계획정 방

식에서 어떻게 고려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https://search.daum.net/search?w=tot&DA=YZR&t__nil_searchbox=btn&sug=&sugo=&

q=%EB%8B%A8%EC%9C%84%EB%B3%80%ED%99%98&spacing=2&orgq=eksdnlqusghks

(2019.11.23. 최종확인).

1385) https://fotw.info/flags/bh%7Dhaw.html (2019.11.23. 최종확인).

1386) 1977년 특별협정 제1조. Tunisia/Libya Case, p. 21, para. 1, p. 58, para. 67. 1976

년 특별협정 제1조. Libya/Malta Case, pp. 15-16, paras. 1-2, p. 55, para. 77.

1387) 1979년 특별협정 제2조 1항. Gulf of Maine Case, p. 253, para. 5.

1388) 덴마크는 단일 경계선을 청구하였다. 노르웨이는 중간선이 대륙붕과 배타적 어업수역의 

경계선 모두 중간선이기 때문에 두 선이 일치하지만 개념적으로는 구분된다고 주장하였다. 

Jan Mayen Case, pp. 56-57, paras. 41-43.

1389) Eritrea/Yemen Case (Second Phase), p. 2, para. 6, p. 41, para. 132. Antune은 

에리트레아가 EEZ를 명시적으로 선언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해당 재판소가 마치 “잠재적인 해

양경계선”을 획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Nuno Sérgio Marques Antunes, 

supra note 312, p. 333.

1390) Tunisia/Libya Case, p. 21, para. 1. Ibid., pp. 86-89, paras. 122-129, p. 90, Map No. 3.

1391) Jan Mayen Case, pp. 59-64, paras. 49-58 참조. Eritrea/Yemen Case (Second 

Phase), p. 41, para. 1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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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판례

        (1) 튀니지/리비아(1982년)

          ① 판결 내용

   양국은 형평의 원칙/관련사정, 제3차 UN 해양법회의에서 수용된 최근 동

향에 따라 양국의 200해리 이내 대륙붕 경계획정을 실시하였다.1392) 양국의 

대향 해역 경계획정에서 차단효과와 관련해 검토할 도서는 튀니지의 

Kerkennah 섬이다. Kerkennah 섬은 Sfax항구(Ras Kaboudia와 Ras Yonga의 중

간 지점) 동쪽 섬으로 Chergui와 Gharbi라는 두 소도, 암초, 간출지로 구성되

어 있다.1393) 두 도서의 총 면적은 180㎢이며 북동쪽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놓

여 있다. Gharbi 섬의 남서단에서 본토까지의 거리는 약 11 miles(약 9.6해리)

이며 평균적으로 해당 섬과 본토 해안의 평균 거리는 15해리이다.1394)

   재판소는 양국의 해안관계가 두 번째 경계획정의 일부 구간에서 인접성에

서 대향성을 띄고 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1395) 또한 재판소는 “섬, 소도, 간

출지가 튀니지 연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고정된 정착성 어

종의 어획과 관련된 역사적 권리에 대한 튀니지의 청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

다고 설시하였다. 또한 두 번째 구간의 경계획정에서 Kerkennah 제도와 그 

주변 간출지는 분명히 고려해야 할 사정으로 그 존재 및 위치로 인해 "중요

성을 띄고 있음"(material)을 지적하였다.1396) 또한 양국의 대향 해안 구간에서

는 형평한 고려사항 간의 균형을 고려함에 있어서 등거리선 위치에 좀 더 비

중이 부여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1397) 그러나 재판소는 차단효과가 등거리

1392) Tunisia/Libya Case, p. 21, para. 1.

1393) 두 섬은 좁은 해협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Chergui가 Gharbi보다 더 큰 섬이지만 저지대

여서 한사리때(음력 보름과 그믐 무렵의 밀물이 가장 높은 때)에는 얕은 석호에 의해 세 부분

으로 나누어진다. Memorial of Libya, Ibid., p. 484, para. 80. Daum 한국어 사전, 

https://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285532&supid=kku000363518

(2019.03.11. 최종확인). 

1394) 특정 수로와 해구의 수심만 4m 이상이다. Memorial of Libya, Tunisia/Libya Case, p. 

484, para. 80; Tunisia/Libya Case, pp. 88-89, para. 128.

1395) Ibid., p. 63, para. 78, p. 88, para 126.

1396) Ibid., p. 79, para. 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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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또는 리비아의 첫 번째 구간 청구선(Line A)처럼 기하학적 경계획정 방식

에서만 적용되고 해당 판례에서는 두 방식 모두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

당 사건에서는 차단효과가 관련사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그림 

69 참조).1398) 한편 양국 간의 대륙붕이 단일 대륙붕이기 때문에 재판소는 대

륙붕의 물리적인 자연적 연장이 법적 권원이 아닌 형평한 해결의 관련사정으

로 고려될 수 있다고 보았고 형평과 선 또는 분배적 정의에 따른 결정이 아

닌 형평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다양한 고려사항들의 균형을 이루어 형평한 

결과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1399) 그에 따라 재판소는 튀니지 해안 방

향의 일반적인 변화로 인한 양국의 해안 관계의 변화, Kerkennah 섬의 존재

와 위치 그리고 본토 해안과 Kerkennah 제도 사이의 상대적으로 얕은 수역을 

고려하여 첫 번째 구간의 경계선과는 다른 각도의 직선을 작도하는 것이 합

리적이고 형평하다고 판시하였다.1400) ICJ는 양국의 해안 관계가 변화하는 튀

니지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을 Gabes 만 서단에서 Ras Kaboudia을 연결한 직

선(42° 방위각선)과 해당 만 서단에서Kerkennah 제도를 연결하는 또 다른 직

선(62° 방위각선)으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 직선을 경계선으로 

설정 할 경우 Kerkennah 제도에 지나친 비중을 부여하게 되기 때문에 본토 

해안에 인접한 섬에 부분 효과를 부여한 국가실행에 따라 Kerkennah 제도에 

반분 효과를 부여하기로 결정하고 42°와 62° 사이의 이등분각인 52° 방위각

선을 두 번째 구간의 경계선으로 판결하였다(그림 70 참조).1401)

   재판소는 마지막 비례성 테스트를 위해 관련해안과 관련지역 설정에서 제

3국의 권리를 고려하면서 양국의 해안 확장과 중첩되는 해안 확장을 발생시

키는 해안을 관련해안으로 또 양국 해안 확장의 중첩지역을 관련지역으로 설

정하였다.1402) 그에 따라 튀니지의 관련해안으로 Ras Ajdir에서 Ras Kabouria

1397) Ibid., p. 88, para. 126.

1398) Ibid., pp. 62-63, para. 76. 이와 관련해 Malcolm D. Evans는 이 사건에서 차단효과가 

경계획정 방식 결정에 영향을 끼친 점을 ICJ가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Malcolm D. 

Evans, supra note 16, p. 155.

1399) Tunisia/Libya Case, pp. 58-60, paras. 68-71.

1400) 튀니지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은 Gabes 만 서단(대략 34°10´30˝)에서 급격하게 변한다. 

Ibid., p. 63-64, para. 79, pp. 86-88, paras. 122-127.

1401) Ibid., p. 89, para. 129.

1402) Ibid., pp. 61-62, para. 75, p 93, para. 133(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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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그리고 리비아의 관련해안으로 Ras Ajdir에서 Tajoura까지 설정하여 양

국 해안의 비율이 해안 형태에 따라서는 튀니지에게 유리한 31(185㎞):69(420

㎞) 또 직선 작도 시에는 34:66 임을 확인하였다.1403) 관련지역은 경계획정과 

관련된 적절한 바다의 한계를 표시하고 또 지도 작도 상의 편의성을 고려하

여 양국의 관련해안의 양단 지점인 Ras Kaboudia의 경선과 Ras Tajoura의 위

선으로 결정하였다.1404) 해당 관련지역에서 잠정적 경계선에 의해 양국에게 

할당되는 해역의 비율은 40:60이었다.1405) 관련해안에 비해 리비아에게 관련

지역이 좀 더 할당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재판소는 형평의 측면에서 모든 

관련사정을 고려할 때 양국의 관련해안 비율과 양국에게 할당된 관련 해역 

비율이 비례성을 충족시킨다고 판결하였다.1406)

1403) ICJ는 튀니지의 Jerba 섬은 관련해안에 포함되었지만 Kerkennah 제도의 해안은 배제되

었다. 그러나 잠정적 경계선 작도에서 Jerba 섬이 무시된 반면 Kerkennah 제도의 효과는 

부분적으로 인정되었다. 이것은 Kerkennah 제도의 관련해안이 튀니지의 관련해안으로 설정

된 튀니지 본토 해안 부분과 평행하게 위치해 있어 해당 부분의 관련해안 측정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Ibid., p. 62, para. 75, p. 91, para. 131.

1404) Ibid., p. 91, para. 130.

1405) Ibid., p. 91, para. 131. 

1406) Ibid.

[그림 69] 튀니지/리비아: 

양국 청구선 1407)

[그림 70] 튀니지/리비아 

대륙붕 경계선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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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반대 및 개별의견

   해당 사건의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일부 재판관들은 Kerkennah 제도에 반

분 효과를 부여한 다수 의견에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하였다.1409)

Schwebel 재판관은 다수 의견이 언급한 Kerkennah 제도의 규모 및 인구의 상

당성, 경제적 중요성 그리고 튀니지 본토 해안과 Kerkennah 제도 사이의 수

심이 얕고 또 해안 도서가 본토 해안의 12해리 이내에 위치해 있음을 고려할 

때 국제법상 Kerkennah 제도가 발생시키는 대륙붕에 대한 일응권원에 완전한 

효과를 부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1410) Evensen 재판관도 해당 준

대향 해안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동등(reasonable equality)”한 경계획정이 이루

어지지 않고 Kerkennah 제도에 반분 효과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제도 앞 인근

에서 꺾어지는 자의적인 경계선이 설정됨으로써 ICJ 규정 제38조 2항의 형평

과 선에 근거한 불형평한 결과가 발생되었다고 비판하였다.1411)

   Evensen 재판관은 Kerkennah 제도 및 인근 간출지의 중요성에 대해 

Schwebel 재판관이 언급한 고려사항들이 국제법, 국가실행, 1951년 ICJ 판결, 

양자 조약, 그리고 1958년 제네바 협약과 같은 다자조약에 의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제3차 해양법회의에서 

새롭게 수용된 동향도 도서, 군도, 암석, 암초, 간출지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 협약의 제4조 1항(직선기

선), 제10조(섬), 제11조(간조노출지) 그리고 1982년 UNCLOS 제7조 5항(직선

기선 관련) 및 제6조(암초)가 Kerkennah 제도 및 해당 간출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Kerkennah 제도에 반분 효과를 부여하고 간출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법률상 또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1412) 그에 따라 

1407) Ibid., p. 81, Map No. 2. (본 연구자 수정)

1408) Ibid., p. 90, Map No. 3. (본 연구자 수정)

1409) Karin Oellers-Fram, "Die Entscheidung des IGH zur Abgrenzung des 

Festlandsockels zwisChen Tunesien und Libyen: eine Abkehr von der bisherigen 

Rechtsprechung?", Heidelberg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42, No. 12, (1982), 

p. 812.

1410) Separate Opinion of Judge Schwebel, Tunisia/Libya Case, p. 99

1411) Dissenting Opinion of Evensen, Ibid. p. 296, para. 14.

1412) Dissenting Opinion of Judge Evensen, Ibid., pp. 300-302, para.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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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sen은 62° 경계선이 Kerkennah 제도에 과도한 비중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ICJ의 판결과 그 주변의 간출지를 전적으로 무시한 결정의 논거가 부재하다

고 보았다. 따라서 Evensen은 Gabes 만 서단에서 Kerkennah 제도 주변 간출지

를 기준으로 직선을 그을 경우 경도선을 기준으로 방위각 66° 선이 작도될 

수 있고 결국 42°와 66° 사이의 이등분각선인 57.5° 방위각선을 경계선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Evensen은 해당 경계선 역시 등거리선보다 

불공평하고 자연을 개조하는 불형평한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견해를 표하였

다.1413)

   Oda 재판관도 Kerkennah 제도 서쪽에 위치한 간출지의 상당성을 인정하면

서 Kerkennah 제도가 아닌 간출지를 기준으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1414) 또한 Oda 재판관은 52° 이등분각선이 튀니지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

에만 의거해 작도되었기 때문에 양국의 대향 해안 간의 공동 경계선으로 인

정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1415) 이로 인해 Oda 재판관은 대체적인 경계선으

로 등거리선 방식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Oda 재판관은 Kerkennah 제도의 상

당한 인구와 경제 활동에도 불구하고 대륙붕이 규모가 있고 경제적으로 중요

한 해역임을 고려할 때 해당 제도와 본토 해안 간의 거리(약 11 miles) 상 해

당 도서들에 기점을 설정하지 않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으로써 Evansen 

재판관의 등거리선 기점 설정과는 다른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1416)

   반면에 Gros 재판관은 Kerkennah 제도의 상당성을 고려할 때 해당 제도와 

본토 해안 간의 거리는 1977년 중재 사건에서 영국 본토 해안과 31 miles 떨

어져 있는 Scilly 제도와 같이 불균형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섬으로 볼 수 없

다고 언급하였다.1417) 또한 ICJ가 등거리선 방식을 배제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방식이 예외적이고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결과

를 발생시키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1418) 그에 따라 Gros 

1413) Dissenting Opinion of Judge Evensen, Ibid., pp. 303-304, para. 19.

1414) Dissenting Opinion of Judge Oda, Ibid., p. 269, para. 179. 

1415) Dissenting Opinion of Judge Oda, Ibid., pp. 268-269, para. 179. 

1416) Dissenting Opinion of Judge Oda, Ibid., pp. 270-271, paras. 183-184. Oda 재판관

은 Jerba 섬을 기점을 설정하여 등거리선을 작도하였다. Dissenting Opinion of Judge 

Oda, Ibid., p. 272, paras. 186-187, p. 274, 지도 참조.

1417) Dissenting Opinion of Judge Gros, Ibid., p. 150, para. 14.

1418) Dissenting Opinion of Judge Gros, Ibid., p. 151, para.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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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은 ICJ가 관련사정으로 언급한 관련해안의 실제적인 지리 형태를 고려

하지 않고 해안의 방향과 비례성을 검토함으로써 “형평”이 아닌 “진기한 접

근법(a novel approach)”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1419)  

      (2) 캐나다/미국(1984년) 

   이 사건에서는 양국의 대향 해안 관계에 있는 두 번째 경계획정 구간에서 

Seal 섬과 관련된 차단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ICJ 소재판부는 국제법 원칙과 

관습국제법에 따라 EFZ/200해리 이내 단일 경계획정을 실시하면서 두 해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다목적 경계획정 기준으로 물리적 “지리”라는 중

립적인 기준을 선택하였다.1420) 소재판부는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는 대원칙

에 따라 관련해안의 해양 투사가 집합되고 중복되는 지역을 “동등하게 분할

(equal division)”하고, 관련된 다양한 지리 사정으로 인한 “불합리한

(unreasonable)” 결과를 "교정(correction)"하기 위해 세 가지 “보조 기준

(auxiliary criteria)”인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관련해안 길이 격차, 적절한 해안 

투사의 차단, 해안 인근의 섬 또는 소도군에 효과 부여 여부를 동시에 검토

해야 된다고 판시하였다.1421)

   소재판부는 해당 두 번째 경계획정 구간을 전체 경계획정선의 “중심에 있

고 가장 결정적인 구간”으로 소개하면서,1422) 실제로 평행한 양국의 대향 해

안 관계에서 양국 해안의 해양 투사의 중첩지역을 동등하게 분할하는 “간단

하고(simple)” “매우 개연성이 있는(very plausible)” 방식으로 중간선을 채택하

였다.1423) 그런 후 “지리적인 현실(geographical reality)”을 고려하여 관련 해역

인 Maine 만을 둘러싸고 있는 양국의 관련해안 길이의 격차가 부인할 수 없

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양국의 해안 길이 비율(미국:캐나다=284해

리:206해리=1.38:1)에 따라 중간선을 조정하였다.1424)

1419) Dissenting Opinion of Judge Gros, Ibid., pp. 151-152, paras. 15-17.

1420) Gulf of Maine Case, p. 327, paras. 194-195.

1421) Ibid., pp. 312-313, para. 157, pp. 327-328, paras. 195-196. 

1422) Ibid., p. 333, para. 214. 

1423) Ibid., p. 334, para. 217.

1424) 소재판부는 캐나다 Funday Bay의 마주보는 해안 간 거리가 저조선에서 12해리 이상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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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판부는 고려해야 할 또 다른 형평의 기준으로 캐나다의 Seal 섬의 효

과에 대해 검토하였다. Seal 섬은 Maine 만에서 Nova Scotia 남서단에서 14.5 

해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1425) Maine 만 폐쇄선1426)에서 약 9 miles(7.8해

리) 떨어져 있어 지배적인 위치(commanding position)해 놓여 있다. 해당 섬의 

규모는 길이 약 2.5 miles, 폭 0.5 miles, 높이 0.00947 miles(50 feet)이며 판결 

당시 1년 내내 상주인구가 있었다.1427) 캐나다는 영해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에서 작도되는 등거리선으로 양국의 해양경계선을 획정할 것을 청구하면서 

캐나다 Yarmouth 해안의 바다쪽이 동쪽으로 후퇴해 있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캐나다 Seal 섬에 기점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428) 미국은 Seal Island

에 기점을 설정할 경우 해당 섬이 Maine 만 내부지역 등거리선의 거의 1/2을 

통제하게 된다고 언급하며 이를 반대하였다.1429)

   재판부는 해당 섬의 이러한 지리적 위치와 크기로 인해 무시할 수 없는 

는 곳이 없는 지점까지 해안을 캐나다의 관련해안에 포함시켰다. Ibid., pp. 334-337, 

paras. 218-222, Ibid., Technical Report, p. 348 참조. Schwebel 판사는 다수의견이 미

국의 Massachusetts 만(Cape code와 Cape Ann)에 대해 동등한 접근법을 취하지 않으며 

비일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Fundy 만에서 Saint John에서 Brier 

Island의 폐쇄선을 기준으로 만 내부에 위치한 해안은 Maine 만 쪽으로 “바라보고(face)” 있

지 않아 관련해안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Maine 만을 바라보고 

있는 해안선을 확인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주관적인 판단임에 주목하면서 소재판부의 판결이 

반드시 틀리다거나 불형평하다고 결론내릴 수 없기 때문에 다수의견에 동의하였다고 언급하

였다. Separate Opinion of Judge Schwebel, Ibid., pp. 355-358.

1425) Counter-Memorial of Canada, Ibid., p. 256, para. 687.

1426) 미국 Nantucket 섬의 남동쪽 지점에서 Nova Scotia 남서쪽의 Cape Sable까지 이어지

는 가상선. Gulf of Maine Case, p. 270, para. 33.

1427) Ibid., p. 337, para. 222. Seal 섬은 길이 4.3㎞(2.67miles), 폭 0.8㎞(0.5 miles)로 면적

은 약 3.44㎢에 해당 된다. 1823년 두 가정이 정착을 시작했고 1831년 등대가 설치되었다. 

이후 동부와 서부 마을을 이루었다. 그러나 1990년 이후부터 상주인구는 없어지고 여름별장

으로 사용되고 있고 등대 역시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https://en.wikipedia.org/wiki/Seal_Island_(Nova_Scotia) (2019.03.08. 최종확인); 

National Trust for Canada, 

https://archive.nationaltrustcanada.ca/issues-campaigns/top-ten-endangered/explo

re-past-listings/nova-scotia/seal-island (2019.03.08. 최종확인).

1428) Gulf of Maine Case, p. 287, para. 77; Memorial of Canada, Ibid., p. 32, para. 6, 

캐나다의 기선은 5월 9일 Territorial Coordinates Order, P. C. 1972-966로 공포되어 

1972년 5월 24일 캐나다 관보에 게재되었다, available at 

http://www.un.org/Depts/los/LEGISLATIONANDTREATIES/PDFFILES/CAN_1972_Ord

er.pdf (2019.03.11. 최종확인). Memorial of Canada, Annexes, Vol. II, Annex 25, Gulf 
of Maine Case p. 298. Counter-Memorial of Canada, Ibid., pp. 256-257, para. 687.

1429) Counter-Memorial of the U.S., Ibid. p. 125, para.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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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설시하면서 대향 관계에 있는 양국의 두 번째 경

계획정 구간(B-C구간)1430)의 잠정적 중간선 작도를 위해 해당 섬을 기점으로 

설정하였다.1431) 그러나 ICJ 소재판부는 Seal Island에 기점을 설정하게 될 경

우 캐나다의 해안선이 남서쪽으로 이동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이러

한 처리는 Seal 섬과 Nova Scotia 본토 간의 전체 거리를 고려할 때 과도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섬에 반분 효과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그림 

71 참조). 그에 따라 소재판부는 엄격한 등거리선이 아닌 Seal 섬이 Chebogue 

Point에서 14.234㎞가 아닌 7.117㎞ 떨어져 있는 것으로 하여 양국의 해안 길

이 격차 비율인 1.38:1로 조정하여 횡측으로 Nova Scotia 해안쪽으로 24.424㎞ 

이동된 중간선 즉 1.319:1로 전체 위치선이 분할되는 중간선을 작도하였

다.1432)

1430) Gulf of Maine Case, p. 339, para. 229.

1431) Ibid., p. 336, para. 222, p. 337, para. 223. Ibid, Technical Report, p. 348. 

1432) Ibid., p. 337, para. 222. Ibid., Technical Report, p. 350, para. 13. John Cooper, 

supra note 580, pp. 74, 81-82. 조정된 등거리선 비율이 적용된 양국 해안 간 거리는 캐

나다 Chebogue Point에서 미국의 Cape Cod상의 가장 가까운 점 사이에서 측정되며 그 길

이는 372.088㎞이다. 조정된 중간선은 Seal Island에 대해 반분 효과가 적용된 위치에서 

153.349㎞ 떨어져 있고 Chebogue Point에서는 160.466㎞ 떨어져 있다.

1433) John Cooper, supra note 580, p. 82.

[그림 71 ] Maine 만 사건: Seal 섬에 대한 반분 효과로 조정된 중간선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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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리비아/몰타(1985년)

   ICJ는 관습국제법에 따라 양국의 대향 해안 간 200해리 이내 단일 대륙붕 

경계획정을 실시하였다.1434) ICJ는 대향 해안 간 경계획정에서 등거리선 방식

이 형평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잠정적 등거리선을 설정하고 형평한 

결과를 위해 해당 경계선을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1435) 재판소는 잠정

적 등거리선의 기점 설정 단계에서 몰타 Filfla 섬에 의한 차단효과를 고려하

였다.1436) Filfla는 몰타 섬에서 남쪽으로 5㎞(3.1해리) 떨어져 있어 몰타 군도

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고 0.06㎢ 면적의 사람이 살지 않는 암석이다.1437) 몰

타는 Filfla 섬(22-24번 기점)에 설정된 3개의 기점1438)을 포함해 자국 직선기

선의 26개 기점(그림 72 참조)을 사용하여 잠정적 중간선을 작도할 것을 청

구하였다.1439) 이에 리비아는 Filfla가 과거에 영국 해군의 사격연습용으로 사

용된 암석이며,1440) 1972년 7월에 양국의 대륙붕 경계획정 회의에서 해당 도

서가 양국의 중간선을 결정하는 “기선”으로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자국이 이

의를 제기하였음을 지적하였다.1441)

   재판소는 양국의 공평한 경계획정을 위해 잠정정 등거리선 작도에서 ‘소

도, 암석 그리고 경미한 해안 투사의 불형평한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당사

국이 결정한 기점과 다른 기점을 재판소가 선택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다.1442)

이러한 법리에 근거하여 재판소는 양국의 잠정적 중간선 작도에서 Filfla 섬

1434) Libya/Malta Case, pp. 15-16, paras 1-2, p. 29 para. 26, p. 55, para. 77. 

1435) Ibid., p. 47, para. 62,

1436) Ibid., p. 48, para. 64.

1437) Ibid. p. 20, para. 15. Memorial of Libya, Ibid., p. 38, para. 2.36; 

https://en.wikipedia.org/wiki/Filfla (2019.03.06. 최종확인).

1438) Reply of Malta, Ibid., p. 137, para. 11.

1439) Libya/Malta Case, p. 21, para. 17, p. 48, para. 64 참조; Memorial of Malta, Ibid. 

p. 414, para. 31, p. 421, paras. 63 참조. 

http://www.un.org/Depts/los/LEGISLATIONANDTREATIES/PDFFILES/MLT_1971_Act.

pdf. (2019.03.06. 최종확인). Supra note 337 참조.

1440) Memorial of Libya, Libya/Malta Case, p. 35, para. 2.24.

1441) 1972년 7월 12-13일에 개최된 양국의 대륙붕 경계획정 회의에서 리비아는 해당 섬의 좌

표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Memorial of Libya, Ibid., p. 

75, para. 4.32; Memorial of Malta, Ibid., p. 421, paras. 64; Counter-Memorial of 

Libya, Ibid., p. 14, para. 1.10.

1442) Libya/Malta Case, p. 48, para.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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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점에서 배제하는 것이 형평하다고 판결하였다.1443)

   재판소는 잠정적 중간선을 조정할 수 있는 관련사정으로 양국의 해안 길

이 격차(튀니지:리비아=24해리:192해리=1:8)에 대한 합리적인 비례성 테스

트1444)와 지역의 일반 지리(general geography of the region)를 고려할 때 양국

의 관련해안이 대향하고 있는 지중해 중부 지역(반폐쇄해)에서 몰타는 경미

한 지형이고 매우 짧은 해안 구간을 가지고 있음1445)을 고려하여 잠정적 중

간선을 조정하였다. 그에 따라 리비아와 몰타 간의 중간선을 남단 한계선으

로 리비아와 이탈리아 Sicily 섬 간의 중간선을 북단 한계선으로 설정한 후 

남단 한계선에서 두 중간선 간격(24´)의 3/4(18´)만큼 북쪽으로 이동시켜1446)

리비아에게 더 많은 해역을 분할하였다. 또한 해당 경계선의 측면 한계는 이

탈리아의 청구 지역의 한계 위선인 13° 50′ E 경도선과 15° 10′ E 경도선으

로 제한하였다.1447)

   재판소는 마지막 사후 검증을 위한 비례성 테스트를 실시하여 양국의 관

련해안 길이 비율과 양국에게 할당된 관련지역 비율에 대해 수학적 형평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광범위한 기준을 적용한 후 “현저한 불균형(evident 

disproportion)”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그림 73 참조).1448)

   Filfla 섬이 양국간 중간선 작도를 위한 기점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해 Oda 

판사는 국제 관습법인 “등거리선/특별사정” 법칙에 따라 Filfla 섬이 그 크기, 

위치, 제한된 기능으로 인해 특별사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점 설정 시 해당 

섬을 무시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1449) Schwebel 재판관도 Filfla 섬의 규모가 

극도로 작고 또 무인도임을 고려할 때 Filfla 섬을 기점에서 배제하는 것은 

1443) Ibid.,

1444) Ibid., pp. 48-50, paras. 66-68.

1445) Ibid., p. 50, para. 68, p. 52, para. 73.

1446) Ibid., pp. 50-53, paras. 69-73 

1447) Ibid., pp. 26, 28 para. 22, p. 27, Map No. 2, p. 53, para. 74.  ICJ는 이탈리아가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만 소송참가를 신청하였지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

기 위해서 관할권의 근거를 제시하거나 제36조에 따라 소를 제기해야 하는 해당 요건을 충족

시키지 못해 이탈리아의 소송 참가를 기각하였다. Ibid., pp. 19-21, paras. 29-33, pp. 

22-24, paras. 36-37 참조.

1448) Ibid., p. 55, para. 75.

1449) Dissenting Opinion of Oda, Ibid., p. 169, para. 80, p. 161, para. 68. Schwebel 재

판관도 Filfla 섬의 규모가 극도로 작고 또 무인도임을 고려할 때 Filfla 섬을 기점에서 배제하

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Dissenting Opinion of Schwebel, Ibid., p.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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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이라고 밝혔다.1450) 그러나 최종 대륙붕 경계선의 측면 한계를 이탈리

아의 청구로 제한한 것과 관련해 Schwebel 재판관은 몰타의 청구처럼1451) 도

서국이 자연적으로 향유하고 있는 또는 적어도 판결 당시까지 향유한다고 추

정되어온 200해리 “방사상투사(the radial projection)”를 ICJ가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1452)

      (4) 덴마크 v. 노르웨이(1993년)

   덴마크 v. 노르웨이(1993년)는 UNCLOS가 발효되기 바로 직전 해에 판결

된 대향국간 200해리 이내 대륙붕 및 어업수역의 비단일 경계획정 사건이

1450) Dissenting Opinion of Schwebel, Ibid., p. 178.

1451) Reply of the Republic of Malta, Ibid., pp. 170-174, paras. 87-97.

1452) Dissenting Opinion of Schwebel, Ibid., p. 179.

1453) Gerladn H. Blake, supra note 337, p. 175.

1454) L. Alan. Willis, "From Precedent to Precedent: The Triumph of Pragmatism in 

the Law of Maritime Boundaries", Canadi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24 

(1986), p. 31, Map 6.

[그림 72] 몰타의 직선기선과 영해 

한계선1453)

  [그림 73] 리비아/몰타 

대륙붕 경계선 1454)



- 293 -

다.1455) 노르웨이 Jan Mayen은 약 380㎢의 면적의 섬으로 노르웨이 본토 해

안에서 350-380해리1456) 그리고 덴마크 Greenland 동부 해안으로부터는 250해

리 떨어져 있다.1457) 덴마크는 Jan Mayen이 Greenland에 비해 규모 및 인구가 

휠 씬 적을 뿐만 아니라 영구 주민도 없고 또 해당 섬에 기반한 어업이 부재

하다는 사회경제적 이유를 근거로 1958년 대륙붕협약 제6조상의 특별사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양경계획정 시 완전한 효과를 부여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

였다.1458) 그러나 양국은 Jan Mayen이 제121조 3항 상의 대륙붕과 EEZ에 대

한 일응권원을 부여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는 않아 재판소는 Jan Mayen을 

제121조 2항 상의 섬으로 인정하고 두 경계획정에서 완전한 효과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1459)

   두 해역에 적용 가능한 경계획정 방법과 관련해 덴마크는 Greenland의 

EEZ/대륙붕의 200해리 일응권원의 단일 한계선을, 노르웨이는 두 해역에 대

해 엄격한 중간선으로 경계획정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460) ICJ는 

각 해역의 경계획정 준거법인 1958년 대륙붕협약 제6조 및 관습국제법을 적

용하지만 대향 해안 간 경계획정에서는 두 준거법을 적용한 결과에 있어 “중

요한 차이(any material difference)”가 없다고 보고1461) 중간선/특별사정 또는 

관련사정 원칙에 따라 경계획정을 실시하였다.1462) 또한 UNCLOS 제74조와 

제83조의 공평한 해결은 대륙붕과 EEZ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관습법의 요건

1455) Jan Mayen Case, p. 42, para. 9, pp. 56-58, paras. 41-45 참조. Yoshifumi 

Tanaka, supra note 12, pp. 94-95; Stephen Fietta and Robin Clerverly, supra note 

18, p. 341; Keith Highet and George Kahale III, "International Decision",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88 (1994), p. 108 참고.

1456) Counter-Memorial of Norway, Jan Mayen Case, p. 13, para. 52, p. 23, para. 78.

1457) Jan Mayen Case, p. 44, para. 11.

1458) Ibid., pp. 64-65, para. 60.

1459) Ibid., pp. 73-74, para. 80. Jan Mayen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 Schwebel 재판관은 덴

마크의 200해리 청구선은 Jan Mayen 섬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암석으로 다루어질 경우 

획정될 수 있는 경계선과 동일하다고 설시하였다. 또한 덴마크가 Jan Mayen을 섬으로 용인

하기는 했지만 해당 섬의 특이성으로 인해 UNCLOS 제121조 3항을 충족시키는 섬인지 여부

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Schwebel 재판관은 덴마크가 

Jan Mayen을 암석이 아닌 섬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재판소의 판결이 Jan Mayen의 섬으로

써의 지위를 인정하여 경계획정을 실시되지 않은 점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Separate 

Opinion of Judge Schwebel, Ibid, p. 126.

1460) Jan Mayen Case, pp. 42-43, para. 9.

1461) Ibid., p. 58, para. 46.

1462) Ibid., p. 64, para.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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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영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1463)

   재판소는 경계획정이 실시되는 해역의 설정과 관련해 북해 대륙붕 사건의 

침해금지 원칙에 따라 타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각 국가가 청구할 수

도 있었던 해역의 중첩, 즉 일응권원 중첩지역(an area of overlapping 

entitlements)이 존재한다고 설시하였다.1464) 그런 후 Jan Mayen과 Greenland 해

안에서 발생되는 200해리 일응권원이 관습법상 인정되며 형평에 따라 Jan 

Mayen의 일응 권리에 반하지 않도록 덴마크의 200해리 한계선과 양국의 엄

격한 중간선 사이에 존재하는 양국의 "청구중첩지역(an area of overlapping 

claims)"1465)에서 양국의 해양경계선을 획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1466) 또

한 분쟁 지역의 남쪽 한계에 대해 ICJ는 제3국인 아이슬란드의 200해리 경제

수역으로 제한하자는 덴마크의 청구(B-C-D 선)를 노르웨이가 수용했다는 것

을 근거로 용인하였다.1467)

   ICJ는 EEZ 경계획정에서 양국 간 엄격한 중간선을 작도하고 이를 조정하

는 과정에서 청구중첩지역의 최남단인 1 구역(Zone 1)과 관련해 단일해양경

계선 설정 시 일반적으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중립적인 지리 기준1468)에 의

거하기 보다는 경제적 요인인 어업자원에 대한 "형평한 접근(equitable 

access)"을 특별/관련사정으로 보고 중간선을 조정하였다. ICJ는 해당 구역, 즉 

해양경계획정의 남부 한계인 아일랜드의 200해리 청구선과 북위 72° 위선 사

이에 존재하는 유엽어의 계절성 회유(seasonal migration)를 고려하여 엄격한 

중간선으로 양국 간의 경계선을 획정할 경우 노르웨이에게는 청구중첩지역 

전체가 부여되는 반면에 덴마크에게 있어서 유엽어에 대한 형평한 접근을 보

1463) Ibid., p. 59, para. 48.

1464) Ibid., p. 64, para. 59.

1465) Ibid., p. 47, para. 18, p. 

1466) Ibid., pp. 69-70, para. 71.

1467) Jan Mayen Case, p. 47, para. 18; Memorial of Denmark, Ibid., pp. 10-11, paras. 

25-29; Counter-Memorial of Norway, Ibid., p. 4, paras. 14-15. 그러나 ICJ가 경계획정 

지역의 남쪽 측면을 아이슬란드의 200해리 경제수역으로 설정하였지만 이로 인해 덴마크가 

이것을 그린란드의 200해리 어업수역과 대륙붕 그리고 아이슬란드의 200해리 경제수역과 대

륙붕 간 경계선으로 수용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아이슬란드가 200해리 경제수역을 획정

하기 위해 사용한 모든 기점을 재판소가 승인한 것도 아니다. R. R. Churchill, supra note 

516, p. 12. cf. 해당 ICJ의 결정과는 달리 리비아/몰타에서 ICJ가 자체적으로 제3국인 이탈

리아의 청구를 고려하여 중간선의 측면 한계를 설정하였다.  

1468) Jan Mayen Case, pp. 327-328, paras. 19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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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받기에는 중간선이 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판결하였다.1469) 즉 중간선으

로 인한 비지리적 요소, 즉 어업접근권에 대한 차단1470)을 주요한 특별/관련

사정으로 보았다. ICJ는 이러한 특별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중간선을 조정하

면서 양국의 중간선과 덴마크의 200해리 일응권원 한계선 사이의 1 구역

(Zone 1)에서 어업에 대한 형평한 접근권 보장을 위해 해당 지역을 이등분하

여 경계선(M-N 선)을 획정하였다.1471) 그러나 ICJ는 2 구역 및 3 구역과 관련

해 유엽어 어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잠정적 중

간선의 완전한 경로를 발생시키는 관련해안 길이의 현저한 격차(덴마크:노르

웨이=524㎞:57.8㎞=9:1)1472)라는 사정을 고려하여 두 구역을 분할하는 I-K 

선1473)을 덴마크에게 유리한 1:2의 비율로 나눈 지점(O지점)을 설정하여 경계

선(N-O 선과 O-A 선)을 조정하였다.1474) ICJ는 잠정적 중간선과 특별사정 또

는 관련사정 방식을 적절하게 적용할 경우 두 해역의 경계획정이 동일한 결

과를 발생시킨다고 판결하였다.1475)

      (5) 에리트레아/예멘(1999년)

   에리트레아/예멘에서 중재재판소는 양 당사국간 영해, EEZ, 200해리 이내 

대륙붕의 단일 경계획정1476)을 실시하면서 양국의 중재 협약 제2조 제3항에 

1469) Ibid., pp. 71-72, paras. 75-76. Maine 만과 St. Pierre Miquelon 사건과는 대조적으

로 어업자원이 결과의 형평성에 대한 테스트가 아닌 특별/관련사정으로 고려되었다. Gulf of 
Maine Case, p. 342, para. 237; St. Pierre and Miquelon Case, pp. 293-294, paras. 

83-85. R. R. Churchill, supra note 516, pp. 21-22; Yoshifumi Tanaka, supra note 

12, pp. 271-272 인용.

1470) 이 사건에서는 ICJ는 차단(cut-off) 또는 차단효과(cut-off effec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중간선 설정 시 유엽어에 대한 형평한 접근에 제약이 발생된다는 의미에서 차단

이라고 표현하였다.

1471) Churchill은 1 구역에서 어업 자원에 대한 형평한 접근이 대륙붕 경계획정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론상 각 해역에 대해 두개의 다른 선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았다. R. R. 

Churchill, supra note 516, p. 26. Yoshifumi Tanaka, supra note 12, p. 100 인용.

1472) 위의 관련해안 길이는 해안 형태를 따라 측정된 값이며 직선으로 측정한 관련해안 길이는 

504.3㎞:54.8㎞=9.1:1이다. Jan Mayen Case, pp. 47-48, para. 20, p. 65, para. 61.

1473) 1 구역과 2 구역을 나누는 L-J선과 2 구역과 3 구역을 나누는 K-I선은 양국의 중간선과 

Greenland의 200해리 선의 방향이 현저하게 변화되는 지점들 간에 연결된 선이다. Ibid., p. 

79, para. 91.

1474) Ibid., pp. 79-81, paras. 91-93.

1475) Ibid., p. 79, para. 90.



- 296 -

따라 해당 중재 재판의 준거법으로 섬 영유권에 관한 1단계 중재 판정, 

UNCLOS 및 “기타 관련 요소(any other pertinent factor)"를 적용하였다.1477) 특

히 침해금지 원칙은 관련 요소 중 하나로 다루어졌지만, 판례에서 해당 원칙

의 적용은 세 경계획정 구간1478) 중 중부 구간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간략

히 언급되었다.1479) 그러나 북부 구간의 경계획정에서도 도서의 효과와 관련

해 침해금지 원칙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부 구간의 EEZ 및 200해리 이내 대륙붕 경계획정과 관련해 중재재판소

는 중간선으로 경계획정을 실시하면서1480) 양 당사국의 기점 설정과 관련해 

섬의 효과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재판소는 에리트레아의 Dahlak 군도, 예멘의 

Jabal al-Tayr와 Jabal al-Zubayr, 그리고 예멘 북부 해안의 도서 및 암석단에 

대한 기점 설정의 법적 기준으로 첫째, 도서의 크기, 중요성, 도서의 위치와 

같은 일반적인 지리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섬들이 각 당사국 본토 해안의 일

체(an integral part)를 형성하는지, 둘째, 해당 도서에 기점을 설정할 경우 불

균형한 결과가 발생되는 지를 검토하였다.1481)

   첫 번째 Dahlak 군도는 2개의 큰 섬과 124개의 소도 및 암석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3,0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1482) Dahlak 군도 외곽의 소도가 

에리트레아 본토 해안의 일체를 형성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재판소는 해당 소

1476) 중재협약은 해양경계획정의 유형에 대해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지 않지만 해당 경계획정의 

북부구간과 관련된 판시에서 중재재판소는 “해당 국제 경계선이 단일 다목적 경계선(single 

all-purpose)이 되어야 한다고 판정하고 있다. Eritrea/Yemen Case (Second Phase), p. 

41, para. 132. Yoshifumi Tanaka, supra note 12, pp. 102-103.

1477) Eritrea/Yemen Case (Second Phase), p. 2, para. 6. 해당 중재재판 판정 시 뿐만 아

니라 현재도 예멘만 UNCLOS의 당사국이다. Ibid., p. 44, para. 145. supra note 6 참조.

1478) 해당 중재재판소는 경계획정 지역을 세 구간인 북부 구간, 중부 구간, 남부 구간으로 나

누어 판정하였다. Ibid., pp. 37-49, paras. 113-164.

1479) Eritrea/Yemen Case (Second Phase), pp. 40-41, para. 130.

1480) Ibid., p. 41, paras. 131-132.

1481) Ibid., pp. 43-46, paras. 138-153 참조.

1482) 해당 군도의 길이는 약 560해리(645 miles)로 에리트레아 본토 해안에서 최대 약 35해리

(40 miles) 떨어져 있다. 또한 영구 주민은 가장 큰 섬인 Dahlak Kebir(643㎢, 2,500명)와 

Nora, Dohul에만 거주한다. Ibid., pp. 43-44, paras. 139-146. Yoshifumi Tanaka, 

supra note 12, p. 201 참조. https://en.wikipedia.org/wiki/Dahlak_Archipelago

(2019.10.29. 최종확인). https://en.wikipedia.org/wiki/Dahlak_Kebir (2019.11.30. 최종

확인). Eritrea - Ministry of Information, 

http://www.shabait.com/about-eritrea/history-a-culture/24692-a-glimpse-into-the-

history-of-the-dahlak-archipelago- (2019.11.30. 최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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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북부 구간의 중간 해(海)에 위치한 예멘의 Jabal al-Tayr와 Jabal 

al-Zubayr와는 달리 해당 군도의 다른 큰 섬의 일부이고 이러한 사실을 양국

이 동의하였기 때문에 에리트레아 본토 해안의 일체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Dahlak 군도와 본토 사이의 바다는 에리트레아의 내수가 되며 Dahlak 

군도의 가장 바깥쪽이 양국 간 중간선 작도의 기점이 된다고 판정하였다.1483)

재판소는 에리트레아가 근거한 제7조 4항을 적용하여 해당 군도의 동단에 위

치한 Mojeidi와 Dahret Segala 동쪽에 잇는 무명의 작은 섬에 기점을 설정하였

다.1484)

   둘째, 예멘의 Jabal al-Tayr와 Jabal al Zubayr와 관련해 중재재판소는 

UNCLOS 제74조와 제83조상의 “공평한 결과(equitable effect)”를 위해 중간 해

에 위치한 Jabal al-Tayr와 Jabal al-Zubayr1485)에 완전한 효과를 부여할 경우 

불균형한 효과가 발생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1486) Jabal al-Tayr는 3.9㎢ 규

모(3㎞ 길이)의 섬으로 예멘 본토 해안에서 62해리(115㎞) 그리고 에리트레아 

본토 해안에서 81해리(150㎞)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1487) Jabal al-Zubayr 

군도는 10개의 화산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멘 해안에서 약 32해리(60㎞) 

떨어진 곳에 있다.1488) 그 중 가장 큰 섬인 Jebel Zubair 섬의 길이는 2.7해리

(5㎞)에 해당된다.1489) 예멘은 해당 도서에 완전한 효과를, 에리트레아는 무효

과를 부여하여 중간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490)

   중재재판소는 해당 도서 및 도서군이 예멘 본토 해안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척박하고 사람이 살기 힘든 성격(the barren and 

inhospitable nature)”과 두 섬 모두 양국에 인접해 있지 않고 상당히 먼 바다 

쪽에 위치해 있고 다른 예멘 도서로부터도 상당한 거리에 있다는 점1491)을 

1483) Eritrea/Yemen Case (Second Phase), p. 38, para. 118.

1484) Ibid., p. 44, para. 146.

1485) 양 당사국의 어부들은 Jabal al-Tayr와 Zubayr 군도 주변의 전통적인 어업 체제로 인해 

해당 지역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어업활동을 향유해 왔다. Ibid., p. 32, para. 101. 

1486) Ibid., p. 38, para. 117.

1487) https://en.wikipedia.org/wiki/Jabal_al-Tair_Island (2019.10.29. 최종확인). 

1488) https://www.geographyrealm.com/new-baby-island-in-the-zubair-islands/

(2019.11.25. 최종확인).

1489) Ibid.

1490) Eritrea/Yemen Case (Second Phase), p. 37, para. 115.

1491) Eritrea/Yemen Case (First Phase), p. 143, para. 509. Malcolm D. Evans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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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양국의 북부 구간의 중간선 설정의 기점에서 배제하였다.1492) 또한 재

판소는 해당 섬이 재판소가 설정한 중간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 떨어져 있어 

분할된 해역에서 완전한 영해를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섬 주위에 위요

선을 설정하지 않았다.1493)

   셋째, 예멘 북부 해안의 섬 및 암석단과 관련해 중재재판소는 Kamaran 섬

(108㎢, 2,200명)1494)을 기준으로 남부와 북부의 기점에 대해 검토하였다. 먼

저 Kamaran 섬과 관련된 남부 기점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Kamaran 섬

은 예멘 본토 해안에서 약 1해리 거리에 있으며 상대적으로 상당한 규모와 

인구를 가진 중요한 섬이다.1495) 재판소는 해당 섬이 남쪽에 위치한 본토 지

형과 함께 중요한 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예멘 해안의 일체로 볼 수 있

다고 판정하고 해당 섬의 서단과 해당 섬 남쪽과 본토 지형 서쪽에 바로 인

접한 소도에 기점을 설정하였다.1496)

   다음으로 Karaman 섬 북단에 위치한 Tiqufash(29.5㎢),1497) Kutama(8.1

㎢)1498), Uqban(7.3㎢)1499)과 관련해 재판소는 예멘의 관련해안을 “두르고 있

섬이 12해리 영해를 부여받을 수 있는 섬임에도 불구하고 섬은 본토 해안이 아닌 섬이라는 

사실로 인해 해당 도서를 엄격한 중간선의 기점에서 배제한 것은 부적합하다고 보았다. 

Malcolm D. Evans, supra note 1299, p. 155. 국가실행에서는 24 miles 이내에 위치해 

있는 연안 섬의 경우 일반적인 해양 형태의 필수적인 부분을 형성하는 것으로 처리해 왔다. 

Yoshifumi Tanaka, supra note 12, p. 21 참조.

1492) Eritrea/Yemen (Second Phase), p. 45, paras. 147-148. Nuno Sérgio Marques 

Antunes은 중재재판소가 해당 사건의 준거법 중 하나가 UNCLOS이고 또 해당 도서들이 

UNCLOS 제121조 제3항의 조건에 거의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명시적인 해석을 

회피하였다고 보았다. 그로 인해 도서의 EEZ 및 대륙붕에 대한 일응권원(the entitlement 

of the islands to an EEZ and a continental shelf)과 경계획정에 대한 해당 도서의 효과

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아 해당 판정의 논거가 다소 불명확하다고 비판하였다. 그로 인해 중

재재판소가 해당 섬들에 대한 EEZ 및 대륙붕에 대한 일응권원에 대해 UNCLOS 제121조 제

3항이 아닌 제74조와 제83조에 부여된 재판소의 재량의 범위에서 해당 도서의 효과에 대해 

판정하고 있어 결국에는 북부 지역의 경계선 판정과 관련해 예멘 측의 광범위하고 비공식인 

불만족을 유발하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Nuno Sérgio Marques Antunes, supra note 

312, pp. 329-330,

1493) Eritrea/Yemen Case (Second Phase), p. 38, para. 119.

1494) https://en.wikipedia.org/wiki/Kamaran, (2019.12.01. 최종확인).

1495) Ibid., p. 45, para. 150. 

1496) Eritrea/Yemen (Second Phase), p. 45, para. 150.

1497) 해당 섬은 11.4㎞(가로) x 5.6㎞(세로)이며 본토 해안에서 약 12해리 떨어져 있다. 

https://ceb.wikipedia.org/wiki/Tiqf%C4%81sh (2019.12.01. 최종확인).

1498) 해당 섬은 5.7㎞(가로) x 7.3㎞(세로)이다. 예멘 본토 해안에서 24해리 이내에 위치해 있

으며 Tiqfash 서쪽 인근에 위치해 있다. https://ceb.wikipedia.org/wiki/Kut%C4%81m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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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guard)” 해당 섬들이 UNCLOS 제7조 상의 “흩어져 있는 제도”인지 여부를 

검토하였다.1500) 재판소는 해당 섬들 중 가장 외측 섬인 Kutama와 Uqban에 

기점을 설정하여 중간선을 작도하였다.1501)

   재판소는 획정된 경계선의 “공평함(equitableness)”을 확인하기 위해 비례성 

테스트를 실시하였다.1502) 재판소는 북부 구간뿐만 아니라 영해 경계획정이 

실시된 중부 및 남부 구간의 관련해안과 관련지역을 포함시켜 비례성 테스트

를 실시하였다.1503) 재판소는 양국의 북단과 남단 해안의 종료 지점의 위도 

차이로 인해 이와 관련된 제3국의 이익(예멘 북쪽의 사우디아라비아, 에리트

레아 남쪽의 지부티)을 고려하여 예멘 북단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의 수직선

과 에리트레아 해안의 교차점을 에리트레아의 관련해안의 북쪽 한계점으로 

결정하다. 반대로 예멘의 관련해안의 남쪽 한계점은 에리트레아 남단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의 수직선과 예멘의 해안이 만나는 지점으로 설정하였다.1504)

또한 에리트레아의 Dahlak 군도의 외측 둘레를 에리트레아의 관련해안으로 

측정하고 있지만,1505) 반면에 기타 양국의 관련 섬들의 해안은 1982년 ICJ 판

결의 Kerkennah 섬의 경우와 같이 관련해안 계산에서 배제하였다.1506) 재판소

는 양국의 관련해안 길이 비율 1:1.31(예멘:에리트레아=387.026㎞:507.110㎞)과 

양국에게 할당된 관련 해역의 비율 1:1.09(예멘:에리트레아=22,535㎢:27,944㎢)

간에 불형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1507)

      2) 검   토

(2019.12.01. 최종확인).

1499) 해당 섬은 2.7㎞(가로) x 6.2㎞(세로)이며 Kamaran과 Tiqfash 중간 즈음에 위치해 있으

며 예멘 본토 해안에서 약 11해리 되는 곳에 위치해 있다. 

https://ceb.wikipedia.org/wiki/%E2%80%98Uqb%C4%81n (2019.12.01. 최종확인).

1500) Eritrea/Yemen Case (Second Phase), p. 45, para. 151.

1501) Ibid., pp. 45-46, para. 151.

1502) Ibid., p. 49, para. 165.

1503) W. Michael Reisman, supra note 116. p. 734.

1504) Eritrea/Yemen Case (Second Phase), p. 50, paras. 167-168. 

1505) Ibid., p. 49, para. 166.

1506) Malcolm D. Evans, supra note 1299. p. 165.

1507) Eritrea/Yemen Case (Second Phase), p. 50, para.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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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향 해안간 EEZ/200해리 이내 경계획정에서 도서로 인한 차단효과와 관

련해 위의 판례들과 관련해 다음의 세 쟁점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 

잠정적 등거리선/중간선의 기점 설정과 차단효과; 둘째, 비례성 테스트와 차

단효과; 셋째, 비리지적 효과에 의한 차단효과.

      (1) 도서의 기점 설정

   첫째, 대향 해안간 EEZ/200해리 이내 경계획정에서 관련 도서가 전체적인 

지리 관계를 반영하는 자국의 해안의 일체를 구성하여 잠정적 경계선을 왜곡

시키는지 여부는1508) 해당 도서의 크기, 위치, 중요성, 그리고 직선기선 상의 

흩어져 있는 섬인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 국가실행에 따르면 본토 해안에서 

24 miles(약 21해리) 또는 24해리 이내에 위치한 상당한 크기의 도서의 경우 

해안의 일체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다.1509) 또한 양국이 모두 본토 해안 인근

에 도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상호간의 균형과 상쇄 효과를 부여하면서 해당 

도서에 완전한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1510) 따라서 관련 섬이 일방국 쪽에만 

위치해 있을 경우 잠재적인 왜곡이 발생될 수 있고 그에 따라 부분 효과 또

는 무효과가 부여될 수 있다.1511)

   대향 해안간 EEZ/200해리 이내 경계획정이 실시된 국제 판례에서 1999년 

중재판정의 일부 도서를 제외하고 24 miles 테스트가 온전하게 적용된 사례

는 없다. Seal 섬, Kerkennah 군도, Filfla 섬은 모두 본토 해안에서 10해리 이

내에 위치한 섬이지만 부분효과 또는 무효과가 부여되었다. 따라서 Seal 섬과 

Filfla 섬은 해당 섬의 작은 규모에 의해 다른 효과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있

다. 리비아/몰타(1985년)의 Filfla 섬(0.06㎢)은 본토 해안에서 3.1해리 떨어져 

있었지만 극도로 작은 섬의 특성으로 인해 무효과가 부여된 전형적인 사례에 

1508) Bowett, Derek W., supra note 102, p. 139.

1509) Yoshifumi Tanaka, supra note 12, p. 201. 그러나 1975년 인도와 태국 협약에서 태

국의 Similan 군도의 11개 선 중 하나인 Ko Huyong 섬은 태국 본토 해안에서 32해리 떨어

져 있는 소도임에도 완전한 효과가 부여되었다. Ko Huyong 섬은 Similan 군도의 11개 섬 

중 하나이다. Bowett, Derek W., supra note 102, p. 137. Jonathan I. Charney and 

Lewis M. Alexander (eds.), supra note 489, pp. 1468, 1470.

1510) Bowett, Derek W., supra note 102, pp. 137-138.

1511) Bowett, Derek W., supra note 102, p.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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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된다. 1984년 Maine 만 사건에는 캐나다의 Seal 섬과 Nova Scotia 본토 

간의 전체 거리를 고려하여 해당 섬의 기점 설정의 과도성을 피하기 위해 반

분 효과를 부여하였다.1512) 그러나 실제로 Seal 섬과 캐나다 본토 해안 사이

의 거리는 14.5해리로 24 miles 이내에 위치해 있어 본토 해안에서 과도하게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해당 섬의 크기(약 3.44㎢)에 비해 완전한 

효과를 부여하기에는 해당 거리가 과도하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1999

년 중재판정에서 예멘의 Jabal al-Tayr(62해리)와 Jabal al-Zubayr(32해리)는 Seal 

섬과 유사한 규모의 섬이었지만 24 miles 이원에 양국 본토 해안 간 중간 즈

음에 위치해 있어 경계획정에서 아무런 효과도 부여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Seal 섬은 캐나다 해안에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고 또 완전한 효과를 부여받

은 예멘의 Kutama 섬(8.1㎢)과 Uqban 섬(7.3㎢)의 본토 해안과의 거리를 고려

할 때 경계획정 시 간과될 수 있는 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Seal 섬

이 두 섬보다 절반 이하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 해당 섬에 반분효과를 부여한 

ICJ의 판결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EEZ 및 200해리 이내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제121조 2항 상 섬의 규모는 경계획정에서 기점 설정과 관련된 

차단효과의 불형평성 검토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Kerkennah 군도는 튀니지 본토 해안에서 약 15해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ICJ가 그 중요성을 인정한 상당한 규모의 섬임에도 불구하고 반

분 효과가 부여되어 예외적인 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1999년 

중재 판정에서 예멘의 Kutama와 Uqban 섬은 해당 군도보다 휠 씬 작고 또한 

본토 해안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섬임에도 불구하고 해안의 일체를 구성

하는 섬으로 인정되어 완전한 효과가 부여되었다. 다만 두 섬의 경우 상대국 

해안의 Dahlak 군도 외측 한계에 위치한 소도의 효과에 대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 완전한 효과가 부여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가실행에서 Kerkennah 제도와 유사한 도서의 효과를 살펴보면, 덴마크

의 Læsø 섬(101.22㎢, 2,685명)은 상대국에 그에 대응하는 섬이 존재하지 않으

며 또 본토 해안 간의 거리가 Kerkennah 제도와 유사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

러나 해당 섬은 Kerkennah 제도보다 규모와 인구 면에서 더 작은 섬이지만 

1512) Gulf of Maine Case, pp. 336-337, para.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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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효과가 부여되었다.1513) 또한 1977년 그리스와 이탈리아 대륙붕 경계

획정 협약에서는 그리스 본토 해안으로부터 20해리 이상 되는 거리에 위치한 

Othonoi 섬(또는 Fanos 섬, 10.078㎢)과 Platia 섬 역시 Kerkennah 제도보다 휠 

씬 작은 규모의 지형이지만 3/4 효과를 부여받았다.1514). 따라서 이러한 국가

실행들과 Kerkennah 제도의 규모와 중요성 및 본토 해안과의 거리를 고려해 

볼 때 Kerkennah 제도에 완전한 효과가 아니더라도 반분 효과보다는 좀 더 

많은 효과를 유연하게 부여하는 것이 튀니지 해안 투사의 불형평한 차단효과

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에리트레아/예멘 사건의 Dahlak 군도에서 기점이 설정된 Mojeidi 소도와 

Dahkret Segala 동쪽의 무명의 소도의 경우 에리트레아 본토 해안에서 약 32

해리 떨어져 있어 국가실행상 EEZ/200해리 이내 대륙붕의 기점으로 설정되

기는 어려운 섬이지만 UNCLOS 제7조의 직선 기선 상의 흩어져 있는 섬에 

해당되어 에리트레아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을 반영하는 섬으로 인정되었다.1515)

  둘째, 양국 본토 해안의 중간에 위치한 섬으로 인한 차단효과에 대해 검

토해 보고자 한다. 에리트레아의 Jabal al-Tayr(3.9㎢, 3㎞ 길이)와 Jabal 

al-Zubayr(5㎞ 길이)는 양국의 주요 해안의 중간선 인근에 위치한 섬으로 상

대국에 그에 상응하는 도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뿐만 아니라 상술한 

1984년 덴마크·스웨덴 협약에서 완전한 효과를 부여받은 Læsø과 같이 상당한 

크기의 섬에 해당되지 않는다.1516) 따라서 해당 섬들은 잠정적 중간선의 기점

으로 사용되기는 어렵다. 한편 국가실행에서는 양국의 주요 해안의 중간선 

인근에 위치한 섬의 경우 청구된 영해 한계에 따라 3해리 또는 12해리 위요

1513) 해당 협약에서 스웨덴의 Anholt 섬(22.37㎢, 147명)은 본토 해안에서 20해리 이상 떨어

져 있지만 완전한 효과가 부여되었다. Jonathan I. Charney and Lewis M. Alexander 

(eds.), supra note 489, pp. 1934, 1938. D. W. Bowett, supra note 102, p. 141  
1514) Jonathan I. Charney and Lewis M. Alexander (eds.), supra note 489, pp. 

1593-1594, 1595. D. W. Bowett, supra note 102, p. 139.

1515) 이와 관련된 국가실행은 D. W. Bowett, supra note 102, p. 149 참조.

1516) 참고로 1988년 스웨덴과 소비에트 연방 협약에서 스웨덴의 Gotland 섬은(3.183.7㎢) 상

당한 크기의 섬으로 당시 약 55,0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다. 해당 섬은 양국 본토 해안 

중간선 인근에서 스웨덴 쪽에 위치해 있었지만 양국에게 중요한 어업 이익으로 인해 3/4의 

효과를 부여받았다. Jonathan I. Charney and Lewis M. Alexander (eds.), supra note 

489, pp. 2061-2064, 2066, D. W. Bowett, supra note 102, p. 143. 

https://en.wikipedia.org/wiki/Gotland (2019.12.02. 최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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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 설정되고 있다.1517) 1968년 이탈리아 v. 유고슬라비아 대륙붕 경계선 협

약에서 구 유고슬라비아의 Pelagruza 군도(가장 큰 섬의 규모는 0.285㎢)1518)

와 Galijula 섬(0.003㎢, 251m 길이)1519)은 예멘의 두 섬보다 휠 씬 작은 섬으

로 12해리 위요를 부여받고 있다.1520) 그러나 예멘의 섬들은 전술한 바와 같

이 재판소가 획정한 중간선으로부터 모든 방향에서 12해리 이원에 위치해 있

기 때문에 별도로 위요선을 설정할 필요가 없어 해당 섬에 대한 12해리 영해 

투사의 차단효과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다.

   셋째, 1993년 ICJ 사건에서 Greenland(2,166,086㎢)와 Jan Mayen(380㎢)은 

본토 해안의 200해리 이원에 위치해 있어 본토 해안의 일체를 구성하지 않는 

섬이다. 특히 Jan Mayen은 2012년 니카라과 v. 콜롬비아의 콜롬비아 섬[San 

Andrés(26㎢), Providencia(17.5㎢)]과 같이 자국의 본토 해안의 200해리 이원에 

위치해 있지만 대향 관계에 있는 상대국 해안과 중첩되는 200해리 일응권원

을 발생시키는 섬이다.1521) 2012년 ICJ 판결에서 해당 콜롬비아 섬들은 제121

조 3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200해리 EEZ/대륙붕에 대한 일응권원을 완전하게 

부여받았다. 반면 Jan Mayen은 규모면에서는 두 섬보다 휠 씬 큰 섬이지만 

남중국해의 제121조 3항에 대한 해석에 근거해 볼 때 인간의 거주와 독자적인

경제활동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ICJ는 양국이 Jan 

Mayen을 섬이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121조 2항 상의 섬으로 

인정함으로써 해당 섬의 법적 지위를 양국의 묵시적 합의에 근거하고 있다.

      (2) 비례성 테스트 

   일부 대향 해안간 EEZ·EFZ/200 해리 이내 대륙붕 경계획정에서는 양국의 

1517) D. W. Bowett, supra note 102, p. 143.

1518) https://it.wikipedia.org/wiki/Pelagosa (2019.12.02. 최종확인).

1519) https://it.wikipedia.org/wiki/Cajola_(isola) (2019.12.02. 최종확인).

1520) Jonathan I. Charney and Lewis M. Alexander (eds.), supra note 489, pp. 1630, 

1633, 1636.

1521) Jan Mayen의 경우 상대국인 덴마크 해안으로부터도 200해리 이원에 위치해 있지만 콜롬

비아 섬들은 상대국인 니카라과 해안에서 200해리 이내에 위치해 있다. 또한 Jan Mayen은 

영구 주민이 없지만 콜롬비아 섬들은 영구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Nicaragua v. Colombia, 

p. 637, para. 19, p. 638, para. 22. Counter-Memorial of Colombia, Ibid., p. 20, 

para.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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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 길이 격차가 중요한 특별사정 또는 관련사정으로 적용되어 잠정적 중간

선의 조정이 실시되었다.1522) Jan Mayen 사건에서는 이와 관련해 대향국간 

경계획정에서는 중간선 방식이 대체로 형평한 결과를 발생시키지만 관련해안 

길이 비율과 등거리 방식으로 할당된 해역의 비율이 불균형(disproportion)할 

경우 공평한 해결을 보장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정이 될 수 있다.1523) 이

것은 관련해안이 연안국 권원의 근거이고 또 관련지역이 이러한 해안에서 발

생되는 투사 중첩 지역임을 고려할 때 연안국의 EEZ·EFZ 그리고 200해리 이

내 대륙붕 일응권원의 중첩 지역을 잠정적 경계선으로 분할 한 후 이러한 비

례성 또는 불균형성 테스트로 당사국의 해안 투사의 차단효과의 형평성을 검

증하여 해양경계획정의 공평한 해결에 이르게 하는 수단이 된다. 이것은 또

한 관련 지형의 규모와 관련된 분배적 정의와 문제와 구분된다.1524)

   해양경계획정 2단계에서 실시되는 이러한 비례성 테스트는 관련해안 및 

관련해역을 “충분히 정확(sufficiently precision)”하게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로 이어진다.1525) 대향국간의 관련해안과 관련지역의 설정은 해안 투사 

방식과 제3국의 청구에 영향을 받는다.1526)

   첫째, 해안 투사 방식과 관련하여 각 대향국 본토 해안이 중첩되는 

EEZ/200해리 대륙붕의 일응권원을 발생시키는 경우 정면투사 방식을 사용하

여 관련해안과 관련지역의 범위가 설정될 수 있다. 1982년 ICJ 판결과 1999

년 중재 판정이 그러한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1527) 관련해안 설정과 관

1522) 다음의 세 사건은 Gulf of Maine Case, pp. 334-337, paras. 218-222; Libya/Malta 

Case, pp. 50-53, paras. 68-73; Jan Mayen Case, pp. 65-70, paras. 61-71, pp. 

80-81, paras. 92. cf. 니카라과 v. 콜롬비아(2012년)는 앞의 사건들과는 달리 양국의 대향 

해안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동향 투사 해역도 포함하여 양국의 해안 길이 격차를 관련사정으

로 인정하여 비례성 테스트를 실시한 경우이다. Nicaragua v. Colombia, pp. 709-710, 

paras. 232-234.

1523) Jan Mayen Case, p. 67, para. 65.

1524) Libya/Malta Case, p. 40, para. 46; Declaration of Judge Evensen, Ibid., pp. 

84-85 참조.

1525) Jan Mayen Case, p. 68, para. 67.

1526) Ibid., p. 68, para. 67. 관련해안과 관련지역의 범위 설정에서 제3국의 권리가 고려된 사

건으로는 1982년 ICJ 이탈리아와 몰타, Tunisia/Libya Case, pp. 61-62, para. 75, p 93, 

para. 133(B)(1). 

1527) 1984년 Maine 만 사건에서 재판소는 캐나다의 방사상투사와 미국의 정면투사 방식을 모

두 배척하고 있으며, 대상 해역인 Maine 만에 인접한 해안과 해역을 관련해안과 관련지역으

로 설정하고 있다. Gulf of Maine Cas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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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해 중재 판정에서 Dahlak 군도처럼 직선 기선과 관련된 흩어진 섬들은 관

련해안에 포함된다. 그러나 Kerkennah 섬처럼 양국의 본토 해안과 평행한 도

서의 해안은 관련해안에서 배제된다.1528) 이것은 일방국의 본토 해안과 도서 

해안이 관련해역에 대해 중첩되는 해안 투사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대향 해안 

간 비례성 검증에서 관련국의 본토 해안 길이에 도서의 해안 길이를 중복으

로 추가하여 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니카라과 v. 콜롬비아(2012

년)에서도 니카라과의 관련해안 설정에서 니카라과 본토 해안에 나란히 배치

해 있는 니카라과 도서의 해안길이를 해당국의 관련해안 계산에서 배제한 바 

있다.1529)

   다음으로 일방국의 관련 지형이 타방국 주요 지형에 비해 작은 도서국 또

는 섬이고 해당 지형이 마주보는 상대국 본토 또는 주요 해안과 중첩되는 

EEZ 및 200해리 대륙붕의 일응권원을 발생시킬 경우 양국의 관련해안을 기

준으로 방사상투사 방식을 사용하여 관련지역이 설정될 수 있다. 1993년 ICJ 

판결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된다. 1993년 ICJ 판결에서 Jan Mayen은 상대국

의 Greenland 섬보다 휠 씬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ICJ는 Greenland 섬과 

동일하게 해당 섬에 대해서도 방사상투사 방식을 적용하여 양국의 200해리 

일응권원 중첩 지역을 설정하였다. 

   둘째, 관련해안 및 관련지역 설정과 제3국의 청구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1530) 1985년 ICJ 사건에서 당사국의 해안 관계는 1993년 ICJ 사건과 유

1528) Malcolm D. Evans, supra note 1299, p. 165 참조. 중재재판소가 연안국 관련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에 따라 측정하였다고만 언급하고 있어 북부 구간의 예멘 해안의 일체를 구성

하는 섬들이 관련해안 길이에 포함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Eritrea/Yemen Case 

(Second Phase), pp. 49-50, paras. 166-168.

1529) Nicaragua v. Colombia, p. 678, para. 145.

1530) 대향국간 EEZ/대륙붕 경계획정의 관련해안과 관련지역 설정에서 튀니지/리비아의 경우 

이탈리아와 몰타의 청구를 고려하여 관련해안과 관련지역의 한계가 결정되었다. 리비아/몰타

(1985년)는 이탈리아의 청구를 고려하여 리비아의 관련해안 동쪽 한계 지점 그리고 중간선이 

위치한 지역의 동단과 서단의 한계가 설정되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러한 이탈리아

의 청구로 인해  관련지역이 설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1993년 덴마크 v. 노

르웨이에서는 양국의 합의에 따라 관련지역의 남쪽 한계를 아이슬란드의 200해리 배타적 경

제수역의 한계선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에리트리아/예멘은 제3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지부티의 이익을 고려하여 양국의 관련해안 및 관련지역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Tunisia/Libya Case, pp. 61-62, para. 75; Libya/Malta Case, pp. 50-53, paras. 

68-73; Libya/Malta Case, p. 26, para. 22. Jan Mayen Case, p. 47, para. 18; 

Memorial of Denmark, Ibid., pp. 10-11, paras. 25-29; Counter-Memoria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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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해안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는 지중해라는 반폐쇄해에서 

제3국의 청구를 참고한 전반적인 지리 상황에서 관련해안 관계를 고려하

여1531) 리비아의 관련해안의 동단 지점을 이탈리아 청구의 한계선인 경도 15

˚10´E선과 리비아의 본토 해안의 교차점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리비아의 관

련해안의 서단 지점은 이탈리아의 청구선(13˚50´E)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ICJ가 자신의 논거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1532) 만약 이탈리아의 

청구가 리비아 관련해안의 서단 지점에도 반영될 경우 지도를 참고해 보면 

리비아의 관련해안은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1533) 이와 함께 양국 간의 엄

격한 중간선을 기준으로 몰타가 위치해 있는 대상해역의 북부는 이미 이탈리

아의 청구 해역이 배제되어 상당히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다.1534) 따라서 이러

Norway, ICJ Rep. 1993, p. 4, paras. 14-15; Eritrea/Yemen Case (Second Phase), p. 

50, paras. 167-168. Yoshifumi Tanaka, supra note 12, p. 167 참조. ICJ가 경계획정 

지역의 남쪽 측면을 아이슬란드의 200해리 경제수역으로 설정하였지만 이로 인해 덴마크가 

이것을 그린란드의 200해리 어업수역과 대륙붕 그리고 아이슬란드의 200해리 경제수역과 대

륙붕 간 경계선으로 수용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아이슬란드가 200해리 경제수역을 획정

하기 위해 사용한 모든 기점을 재판소가 승인한 것도 아니다. R. R. Churchill, supra note 

516, p. 12. cf. 해당 ICJ의 결정과는 달리 리비아/몰타에서 ICJ가 자체적으로 제3국인 이탈

리아의 청구를 고려하여 중간선의 측면 한계를 설정하였다.

1531) Libya/Malta Case, p. 40, para. 47.

1532) Libya/Malta Case, p. 50, para. 68. 몰타의 관련해안 설정에서 리비아는 Filfla 섬을 

기점으로 설정할 경우 경계획정의 대상 해역 쪽인 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몰타 해안의 일반적

인 방향 구간은 Filfla와 몰타의 동쪽 항구인 Delimara Point 사이(14㎞)만 해당되며 Filfla

에서 북서쪽에 있는 Gozo섬 상의 Ras il-Wardjija까지 구간(34㎞)은 대상 해역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 제외된다고 봄으로써 정면투사 방식으로 관련해안과 관련지역을 설정하고 있다. 

Counter-Memorial of Libya, Ibid., p. 37, para. 2.35, p. 41, paras. 2.43-2.44. 반면에 

몰타는 자국의 도서의 지위로 인하여 방사상투사 방식으로 관련해안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Reply of Malta, Ibid., pp. 170-174, paras. 87-97. Pleadings, Oral 

Arguments, Documents, Vol. V, Maps, Charts, Illustrations, Libya/Malta Case, Oral 

Arguments, Maps, Charts and Illustrations Presented by Malta, Fig. 6 (Map ㊳), 

Fig. 12 (Map ㊸) 참조. 재판소는 리비아가 주장하는 엄격한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을 적용하

기보다는 서쪽의 Ras il-Wardija에서 Delimara Point (24 miles)까지 남쪽에 있는 대상 해

역에 접해 있는 몰타의 전체 해안을 관련해안으로 설정함으로써 완벽한 정면투사 방식을 사

용하고 있지는 않다. Libya/Malta Case, p. 50, para. 68.

1533) Stephen Fietta and Robin Cleverly, supra note 18, p. 287, Figure B8.2 참조.

1534) Schwebel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양국 간의 해안길이 격차를 관련사정으로 취급하는 것은 

단순히 리비아의 해안이 몰타보다 휠 씬 더 길다는 것만 보고 직관적인 본능에 따라 리비아

에게 “보너스(bonus: ICJ의 중간선 조정으로 약 6,000㎢의 해역이 리비아에게 부여됨)”를 주

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Dissenting Opinion, Libya/Malta Case, pp. 

182-183. Yoshifumi Tanaka, supra note 12, p. 168. Stephen Fietta and Robin 

Cleverly, supra note 18, p. 287, Figure B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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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두 요소를 고려할 때 재판소의 해안 길이 격차로 인한 잠정적 등거리선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판소는 몰타가 독립

된 도서국으로 이탈리아 영토의 일부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잠정적 등거

리선 조정 범위의 북쪽 한계를 리비아와 이탈리아 Sicily의 중간선으로 설정 

하였다.1535) 실제로 몰타-리비아 중간선을 기준으로 몰타 쪽으로 이동하여 생

성되는 모든 조정된 등거리선은 양국 간의 엄격한 등거리선에 비해 리비아에

게 유리한 결과를 발생시킨다.1536) 이러한 상황에서 엄격한 등거리선이 조정

될 수 있는 북쪽 한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몰타에게도 이익이 되는 타당한 해

결책이라고 생각된다.1537)

   셋째, 해안길이 격차로 인해 대향 해안 간의 잠정적 중간선의 조정이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양국의 관련해안 간의 “상당한 거리(considerable distance)”

라는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1538) 만약 대향국간의 거리가 매우 짧아 양국의 

해안 투사 중첩 해역의 범위가 상당히 축소된 상황에서 이러한 해안길이 격

차를 관련사정으로 적용한다면 몰타와 같은 국가는 대륙붕을 보유하지 못하

게 될 수도 있다.1539) 이와 관련해 리비아/몰타(1985년)에서는 두 당사국 해안 

간의 거리(약 200해리)를 상당한 거리로 판시하였다.1540) 이러한 1985년 ICJ

의 상당한 거리 기준을 적용할 경우 Jan Mayen 사건(1993년) 역시 양 당사국

의 해안이 200해리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해당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1541) 니카라과 v. 콜롬비아(2012년)의 경우 비록 후술할 대향-인접-동향 

해안 관계와 관련된 사건이지만 해안 길이 격차와 관련해 함께 검토해 보고

1535) Libya/Malta Case, pp. 51-52, para. 72. 이와 관련해 Sett-Camara ICJ 부소장은 독

립국인 몰타가 양국 가운데 위치해 있는 한 리비아와 이탈리아 간에 경계획정이 요구되는  

해안 관계를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선은 “가상의 지리의 개조(imaginary 

refashioning of geography)”에 해당된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오히려 양국 해안 길이의 불

균형의 해결하기 위해 몰타 해안에 부분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휠 씬 간편한 방법이라는 견해

를 표하였다. Separate Opinion of Vice-President Sette-Camara, Ibid., pp. 74-75. 

Yoshifumi Tanaka, supra note 12, pp. 195-196 참조. 

1536) Stephen Fietta and Robin Cleverly, supra note 18, p. 296 참조.

1537) Ibid..

1538) Libya/Malta Case, p. 49, para. 66, p. 52, para. 73. 

1539) Yoshifumi Tanaka, supra note 12, pp. 167-168 참조.

1540) Libya/Malta Case, p. 52, para. 73. Stephen Fietta and Robin Cleverly, supra
note 18, p. 287, Figure B8.2 참조.

1541) Jan Mayen Case, p. 80, 지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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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이 사건의 대향 해안 관계에서 양국은 100-125해리 떨어져 있어1542)

위의 두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국의 해안 간 거리가 짧은 경우에 해당된

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위의 사건과는 달리 두 국가 간의 동향 해안 투사 

중첩지역이 니카라과 해안의 200해리 일응권원의 외측 한계선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해역을 고려할 경우 양국의 해안길이 격차를 관련사정으로 고려

하여 적용함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1543)

   넷째, 비례성 테스트를 위한 관련해안 설정과 관련해 Maine 만(1984년) 사

건은 매우 독특한 사례에 해당된다. 재판소는 양국의 대향 해안 간 경계획정

(중간 구간)에서 비례성 테스트를 위해 양국의 대향 해안 관계에 있는 해안

뿐만 아니라 인접 해안 관계에 있는 해안도 포함시키고 있다.1544) 또한 캐나

다의 Fundy 만에서 상호 마주보고 있는 해안을 관련해안에 포함시킴으로

써1545) 만 내부의 해안선을 관련해안에서 배제한 흑해 사건과 또 만의 폐쇄

선을 관련해안에 포함시킨 St. Pierre & Muquelon 사건과 같은 후속 판례들과

는 다르게 판결내리고 있다.1546) 재판소는 Fundy 만의 해안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해도 해당 만이 경계획정의 대상 수역인 Maine 만의 일부이기 때문에 

캐나다의 관련해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두 해안 부분 중 

한쪽이 배제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보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판소

는 튀니지/리비아(1982년)에서 상호 마주보고 있는 튀니지의 Gabes 만 해안이 

1542) Nicaragua v. Colombia, p. 638, para. 22, p. 640, para. 24(a).

1543) Ibid., p. 702, para. 211.

1544) 미국의 Cape Elizabeth부터 캐나다 Bay of Fundy이 North coast(New Brunswick에 

위치한 곳으로 Fundy 만의 마주보는 해안 간 거리가 저조선에서 12해리 이상 되는 곳이 없

는 지점)에 이르는 구간. Gulf of Maine Case, pp. 334-337, paras. 218-222, p. 348, 

Technical Report 참조.

1545) 기술보고서에서는 Fundy 만의 마주보는 해안 간 거리가 저조선에서 12해리 이상 되는 

곳이 없는 두 지점을 North coast of Bay of Fundy와 South coast of Bay of Fundy로 

명기하고 있다. 그에 따라 Fundy 만에서 상호 대향하고 있는 두 해안 부분은 양국의 육지경

계선 끝점에서 North coast of Bay of Fundy에 이르는 부분과 South coast of Bay of 

Fundy에서 Whipple Point에 이르는 부분이다. Ibid., pp. 334-337, paras. 218-222, p. 

348, Technical Report 참조. Stephen Fietta and Robin Cleverly, supra note 18, p. 

257, Figure B6.3 참조.

1546) Gulf of Maine Case, pp. 335-336, para. 221, p. 348, Technical Report 참조. St. 

Pierre and Miquelon Case, pp. 1161-1162, paras. 27-33. Stephen Fietta and Robin 

Cleverly, supra note 18, p. 314, Figure B10.2 참조. Black Sea Case, p. 97, para.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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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의 관련해안에 모두 포함되었다는 것을 인용하였다.1547) 그러나 앞서 

언급한 후속판례의 법리에 따를 경우 해당 만은 정면투사 방식을 사용할 경

우 대상 해역에서 미국의 해안 투사와 중첩되는 투사를 발생시킬 수 없으므

로 관련해안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캐나다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

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해당 만의 폐쇄선은 대상 해안으로 중첩되는 투사

를 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의 관련해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재판소가 인용한 튀니지/리비아에서는 제3국의 청구를 고려할 때 해당 사건

의 대상해역이 200해리 방사상투사 방식을 적용하여도 모든 대상해역을 포함

할 수 있을 정도의 반폐쇄해의 성격을 띠고 있어 Maine 만의 지리적 상황과

는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중간 구간의 경계획정과 관련

이 없는 양국의 해안을 관련해안에서 배제하고 비례성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 

역시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잠정적 등거리선의 조정이 가능한 해안길이 격차의 비율과 관련

해 Maine 만 사건의 경우 양국의 관련해안 길이의 비율의 격차(미국:캐나다

=1:1.38)가 상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선의 조정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후속 판례에서 1:8(몰타:리비아), 1:9(노르웨이:덴마크), 1:8.2(콜롬

비아:니카라과)와 같이 상당한 해안길이 격차가 존재할 경우에만 잠정적 등

거리선이 조정되었던 것과는 상반되는 판결이다.1548) 이와 관련해 2009년 흑

해 사건에서 ICJ는 경계획정의 목적이 대상 해역의 “동일한 분할(an equal 

apportionment)”이 아닌 “형평한(equitable)” 분할이며,1549) 3단계 방식의 마지막 

단계의 불균형성 테스트를 위한 관련지역 설정이 정확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

라 대략적인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1550) 이러한 맥락에서 

1984년 ICJ 소재판부의 이러한 정량적인 접근법은 향후에도 지지받기는 어려

울 것으로 보인다.

      (3) 비지리적 요소

1547) Gulf of Maine Case, p. 336, para. 221.

1548) Nicaragua v. Colombia, p. 702, para. 211 참조.

1549) Black Sea Case, p. 100, para. 111.

1550) Ibid., p. 100, para.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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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는 경계획정에서 200해리 청구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Jan Mayen에

서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특성과 지역 기반의 어업 부재에 관한 덴마크의 주

장을 사회경제적 요소로 보고 해당 사항들이 형평한 해양경계획정에서 고려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지리 요소의 우위성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듯하지

만 EFZ 경계획정의 제1구역에서 어업 자원에 대한 형평한 접근권을 우선적

으로 고려함으로써 일관성이 결여된 판결을 내리고 있다.1551) 또한 이러한 어

업 자원의 접근권에 대한 차단 방지는 대륙붕과 관련성이 없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소는 해당 구역의 대륙붕 경계선이 EFZ 경계선과 동일하다고 

판결함으로써 어업자원 요건이 대륙붕 경계획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1552)

1551) Barbara Kwiatkowska, "Equitabl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s Exemplified 

in the Work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During the Presidency of Sir 

Robert Yewdall Jennings and Beyond",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28 (1997), pp. 106-107.

1552) Shahabuddeen 재판관은 해당 EFZ와 대륙붕의 비단일 경계선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일치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Separate Opinion of Judge Shahabuddeen, Jan 

Mayen Case, p. 201.

사  건
도서(연안국: 

기점인정여부)
지위(인구)

거리

(연안도서)
규모

캐나다/미국

(1984년)

Seal 섬 (캐: 半) 섬(상주인구) 14해리 약 3.44㎢(4.3㎞ 

x 0.8㎞)

튀니지/리비아

(1982년)

Kerkennah 

(튀: 半)

섬(15,500명) 9 . 5 해 리 ( 1 1 

miles)

180㎢

리비아/몰타

(1985년)

Filfla (몰: X) 암석(무인도) 3.1해리(5㎞) 0.06㎢

덴마크 v. 노르웨이

(1993년)

Jan Mayen 

(노: O)

섬(정주인구) 350-380해리(노) 

& 250해리(덴)

380㎢

에리트레아/예멘

(1999년)

Dahlak 군도

(에: O)→ 직선기선

＊Dahlak Kebir (643㎢)

도서 및 암석

(3,000명)

최대 34.7해리

(40 miles) 이상

643㎢ 이상→ 50

해리(58㎞)길이 

Jabal al-Tayr 

(예: X) 

암석 추정(무인도) 62해리(115㎞)

(예) & 81해리

(150㎞) (에)

약 3.9㎢

(3㎞ 길이)

Jabal al-Zubayr 암석 추정(무인도) 약 32해리 (예) 5㎞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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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대향-인접-동향 해안

  1. EEZ/200해리 이내 대륙붕 경계획정

  

   양 당사국 간 대향 관계에 있는 본토 또는 주요 해안의 중간선을 기준으

로 타방국 해안 인근에 위치한 일방국 도서는 타방국의 해안과 대향-인접-동

향이라는 복합적인 해안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국제 판례에서도 이러한 도

서의 특수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발생되는 불형평한 차단효과를 방지하기 위

해 양국의 해안 관계와 지리 사정에 따라 다양한 경계획정 방식을 사용해 왔

다. 이러한 도서와 관련된 사건으로는 영불대륙붕(1977년),1553) St. Pierre and 

Miquelon(1992년),1554) 니카라과 v. 콜롬비아(2012년)1555)가 있다. 1992년 사건

은 인접-동향 해안 그리고 2012년 사건은 대향-인접-동향 해안 관계에서 경계

획정이 실시되었으며 세 사건 모두 공통적으로 동향 해안 관계와 관련하여 

경계획정을 실시하였다.1556) EEZ와 대륙붕 경계획정에 이러한 특정 해안 관

1553) 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Case, p. 3.

1554) St. Pierre and Miquelon Case, p. 1145.

1555) Nicaragua v. Colombia, p. 624.

1556) 영불대륙붕(1977년)의 경우 중재협약 제2조에 따라 대향 해안 관계에 있는 Channel 제

도와 프랑스 본토 사이의 대륙붕 경계획정이 배제되었다. 1992년 사건에서는 캐나다와 미국 

간 1972년 3월 27일자 "상호어업관계에 대한 협약(Agreement between Canada and 

France on their Mutual Fishing Relations)" 제8조에 따라 대향 관계에 있는 양국의 영해

에 1-9지점을 설정하여 경계선을 획정하였다. 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Case, p. 

5, Art. 2, p. 17, para. 1, p. 94, para. 200. St. Pierre and Miquelon Case, pp. 

(예: X)

Kamaran (예: O) 섬(2,200명) 약 1해리 (예) 108㎢

(18㎞ x 7㎞)

Kutama (예: O) 소도 약 23해리 8.1㎢ (5.7㎞ x 

7.3㎞)

Uqban (예: O) 소도 약 11해리 7.3㎢ (2.7㎞ x 

6.2㎞)

[표 11] 대향 해안간 EEZ/대륙붕 경계획정에서 기점 설정 관련 도서 (본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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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관련해 차단효과 방지 원칙이 적용된 실행을 각 사건별로 검토하여 공

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칙의 유무와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1) 관련 판례

  

      (1) 영불대륙붕 사건(1977년) 

   이 사건은 200 해리 이내 대륙붕 경계획정1557)으로 중재재판소는 Channel 

제도의 북서쪽 해안과 관련하여 경계획정을 실시하였다.1558) Channel 제도는 

Alderney 그룹, Guernsey 그룹, Jersey 그룹, Minquiers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면적은 약 195㎢이다. 당시 해당 제도에는 약 13,000명의 상당한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다. Jersey 그룹의 Ecrehos 동단은 프랑스 해안 중 가장 가까운 

노르망디 Cape de Carteret에서 6.6해리 떨어져 있고, Channel 제도의 북단에 

있는 Alderney 그룹의 Alderney와 Casquets는 영국 해안 중 가장 가까운 

Portland Bill로부터 49해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1559) 따라서 Channel 제

도의 일부는 프랑스의 12해리 영해 이내에 프랑스의 노르망디(Normandy) 해

안과 브루타뉴(Brittany) 해안으로 이루어진 직사각형 만에 위치해 있다.1560)

대륙붕 경계획정이 실시된 해당 제도의 관련해안은 얕은 수심(35-100m)과 좁

은 수역 폭(18-100 해리)을 가진 영국 해협1561)에서 프랑스 본토 해안과 거의 

동향 해안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그림 74 참조).1562)

1151-1152, para. 1, p. 1156, para. 5, pp. 1157, para. 11, p. 1158, para. 13. 

Nicaragua v. Colombia, p. 638, para. 22, p. 698, para. 200, pp. 699-700, paras. 

203-204.

1557) 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Case, p. 5, Art. 2, p. 17, para. 1.

1558) Ibid., p. 5, Art. 2, p. 17, para. 1, p. 94, para. 200.

1559) Ibid., p. 19, para. 6, p. 20, para. 7, p. 88, para. 185.

1560) Ibid., pp. 19-20, paras. 6-7.

1561) 양국 간에 영국 해협의 폭은 가장 좁은 Dover 해협에서 18 해리이고 대서양 근처의 서

쪽 입구에서는 약 100 해리에 이른다. Ibid., p. 18, para. 3, p. 87, para. 181, p. 94, 

para. 200.

1562) Channel 제도의 북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해안 부분은 영해 경계획정과 관련 있기 때

문에 해당 중재재판소의 관할 대상이 아니며 이로 인해 배제된 Channel 제도의 해안과 프랑

스 본토 해안의 관계는 대향 해안 또는 인접 해안 관계에 있다. Ibid., p. 17, para. 1, p. 

94, para.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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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재판소는 Channel 제도와 관련된 200해리 이내 대륙붕 경계획정을 실

시하기 위한 준거법으로 관습국제법인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였다.1564) 영국은 

3해리 영해와 12해리 어업수역, 그리고 1958년 대륙붕 협약 상 대륙붕의 정

의1565)를 따르고 있었다.1566) 프랑스도 대륙붕에 대한 동일한 정의를 따르면

서 자국의 12해리 영해를 설정하였고 동시에 영국 Channel 제도의 12해리 어

업 수역을 인정하고 있었다.1567) Channel 제도의 일응권원과 관련해 해당 제

1563) Brown, E. D., "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Case", San Diego Law Review, 

Vol. 16 (1979). p. 466, Figure 1.

1564) Ibid., p. 92, para. 195.

1565) 1958년 대륙붕협약 제1조(정의), 본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륙붕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1) 연안에 인접한 영해 밖에 있는 해저구역의 해저와 

하층토로써 상부수역의 수심이 200미터에 이르는 곳 또는 그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상부수역의 심도가 해저구역의 천연자원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곳이다; (2) 도서 연안에 

인접한 유사한 해저구역의 해저와 하층토를 일컫는다. 영국은 1964년 4월 15일자 

대륙붕법(Continental Shelf Act 1964)을 시행하였고(1958년 대륙붕협약 상 대륙붕 정의 

사용) 1964년 5월 11일 승인을 통해 1958년 협약을 발효하였다.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499, p. 311.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XXI-4&chap

ter=21&clang=_en (최종방문 2018.02.19.). U. S. Dept. of State: Bureau of Oceans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nd Scientific Affairs, Limits in the Seas, No. 36, 

National Claims to Maritime Jurisdictions, 8th Revision (May 25, 2000), p. 163.

1566) 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Case, p. 22, para. 14, U. S. Dept. of State: 

Bureau of Oceans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nd Scientific Affairs, supra

note 1564, pp. 163-164 참조. 

1567) 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Case, p. 22, para. 14. U.S. Dept. of State: 

Bureau of Oceans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nd Scientific Affairs, supra

[그림 74] 영불대륙붕 사건의 지리 사정 및 최종경계선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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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 사건의 준거법인 1958년 대륙붕협약 제1조 2항에 따라 영국 해협에 

존재하는 모든 해저 및 하층토와 관련된 대륙붕에 대한 일응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1568)  

   중재재판소는 중재협약 제2조에 따라 Channel 제도와 관련된 재판소의 재

판 관할 범위를 고려하여1569) Channel 제도의 북쪽과 북서쪽 지역의 대륙붕, 

즉 Channel 제도 해안이 프랑스 해안과 동향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대륙붕 

지역을 관련지역으로 설정하였다.1570) 또한 중재재판소는 경계획정에 사용된 

관련해안(respective coastlines)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대륙붕 경계획정

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해저와 하층토의 상부수역이 1958년 대륙붕협약 제1조 

1항의 200m 미만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1571) 또 양국의 대륙붕이 지질학적으

로 연속된1572) 단일 대륙붕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경계 획정이 실시되는 대

륙붕에 접해 있는 양 당사국의 해안(the coasts of the two countries abutting on 

the continental shelf to be delimited)”을 관련해안으로 보았다.1573) 결론적으로 

Channel 제도의 경우 관련해안은 중재재판소의 재판 권한이 Channel 제도의 

북쪽과 서쪽 해안에서 발생되는 대륙붕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관련이 있기 때

문에1574) 해당 부분의 해안이 영국 측의 관련해안이 되며,1575) 해당 제도 인

note 1564, p. 54. United Nations, supra note 1514. 1965년 6월 14일 프랑스도 승인으

로 1958년 대륙붕협약을 발효하였고 1968년 12월 30일 “Act No. 68-1181"을 시행하였다

(1958년 대륙붕 협약 상 대륙붕 정의 사용). 또한 11976년 7월 16일에 EEZ의 도입을 인정

하는 법률을 만들고 다음 해인 1977년 2월 11일에 Decree No. 77-130으로 200 해리 EEZ

를 시행하였지만 1964년 3월 9일자 "유럽어업협약(European Fisheries Convention)"에 따

라 Channel 제도 주변의 12 해리 어업한계는 제외로 하였다.

1568) 중재재판소는 영국 해협 해저에 존재하는 Hurd Deep Fault Zone을 지질학적 단절로 보

지 않고 “본질적으로 지질학적으로 연속되어 있다(its essential geological continuity)”고 

보았다. 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Case, para. 2, p. 60, para. 107.

1569) 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Case, p. 5, Article 2, p. 18, para. 2. 

1570) Ibid., p. 86, para. 176, p. 91, para. 192, p. 92, para. 195,   

1571) Ibid., p. 18, para. 3.

1572) Ibid., p. 18, para. 2, p. 60, para. 107.

1573) Ibid., p. 49, para. 79, p. 51, para. 85, p. 56, para. 94, p. 91, para. 191, p. 103, 

para. 218, p. 104, para. 220, p. 110, paras. 234, 236, p. 113, para. 242, p. 114, 

para. 244, p. 115, paras. 246, 248, 영불대륙붕 사건에서 관련해안은 크게 4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중간선 설정을 위한 출발점으로, 비례성 테스트에서 분할된 대륙붕 지역과 관련

해안 길이의 비율 검토에 사용되는 요소로, 또 양국 본토 해안간 중간선 작도 시 기점 설정

의 기준선으로, 또한 양국의 해안 관계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Ibid., p. 53, 

para. 87; Ibid., p. 58, para. 100; Ibid., p. 65, para. 120, p. 77, para. 152; Ibid., p. 

22, para. 15, p. 118, para.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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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의 영국 해협에 접한 양국의 마주보고 있는 모든 해안도 관련해안에 포함

된다.

   Channel 제도와 관련된 차단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 경계획정 방식 

또는 잠정적 경계선의 조정 방법을 검토하고자 한다.1576) 중재재판소는 대륙

붕의 사법적 개념에 따라 경계획정을 할 경우 연안국의 육지 영토의 자연적 

연장 원칙에 부여되는 효과가 특히 “지리 및 기타 사정” 뿐만 아니라 “법률 

및 형평과 관련된 고려사항”에 의거하게 된다고 보았다.1577) 그에 따라 재판

소는 Channel 제도의 북쪽 및 북서쪽 지역의 경계획정에서 관습국제법에 따

라 채택된 경계획정 방식이 영토의 자연적 연장 원칙을 적용하면서 형평의 

원칙에 일치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도록 Channel 제도에 완전한 이익이 부여되

어야 하는지 아니면 Channel 제도가 프랑스 본토에 인접해 있는 “형평한 이

유(equitable ground)”에 근거해 자연적 연장 원칙의 적용을 일부 수정해야 하

는지1578)를 검토하였다. 중재재판소는 “양국의 본토 해안선의 광범위한 균등

(broad equality)으로 인해 이 지역에서 양 당사국간에 존재했을 수 있는 지리 

사정의 균형(balance of the geographical circumstances)을 Channel 제도가 깨고 

있다”고 보고 채널제도가 이러한 불균형에 기여한 정도와 관련해 다음의 요

소들을 검토했다1579): 첫째, Channel 제도는 상당한 규모와 인구 그리고 경제

적·정치적 중요성을 띄고 있어 암석 또는 소도와는 구별된다.1580) 둘째, 프랑

스 해안 인근에 위치한 영국 섬 일뿐이며 프랑스를 마주보는 자체적인 대륙

1574) Ibid., p. 5, Art. 2, p. 17, para. 1, p. 94, para. 200.

1575) Ibid., p. 92, para. 195.

1576) 프랑스는 대향 해안 관계에 있는 영국해협에서 Channel 제도와 관련된 경계획정을 위해 

양국 본토 해안 간에 기본적으로 중간선을 설정하고 Channel 제도 주변에는 6해리 위요선(3

해리 영해+3해리 대륙붕)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Case, p. 76, paras. 149-150. 영국은 채널제도 자체가 양국 간의 중간선의 기점으로 설정

되어야 하며 해당 섬이 특별사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프랑스의 청구에 따

라 위요선을 설정한다 할지라도 Channel 제도 주변에 12해리 위요선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Ibid., pp. 82-87, paras. 168-179.

1577) Ibid., p. 92, para. 194. 해당 사건은 단일 대륙붕 사건으로 물리적 자연적 연장은 관련

사정에서 제외됨을 알 수 있다.

1578)  Ibid., p. 92, para. 195.

1579) Ibid., p. 88, para. 183. David A. Colson, "The United Kingdom-France 

Continental Shelf Arbitration",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72 

(1978), p. 106.    

1580) 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Case, p. 88, para.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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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준독립국(semi-independent States)이 아니

다.1581) 셋째, 프랑스는 12해리 어업수역과 영해를 보유하고 있고 영국의 본

토 해안과 Channel 제도는 12해리 어업수역과 3해리 영해를 보유하고 있지만 

재판소는 당시 국제법에 따라 12해리까지 영해를 확장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

려해야 한다.1582) 넷째, 항행, 방위, 안보와 관련해 이러한 요소들은 제3국의 

항구에 이용되는 국제 해양 항해 주로라는 영국 해협의 특성상 해당 사건의 

경계획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고려사항들은 

재판소가 확인한 Channel 제도의 지리적, 정치적, 법적 사정이 이미 제시하고 

있는 결론을 지지하고 강화시킬 수 있으며 해당 사건에서 프랑스가 영국 해

협의 남부 해안 전체의 연안국으로 지배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보았다.1583)

   중재재판소는 이러한 요소들과 함께 Channel 제도의 법률상 대륙붕 범위

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륙붕의 자연적 연장 개념을 확인하였다. 재판소는 국

제법상 대륙붕이 사법적 개념이기 때문에 섬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Channel 

제도의 대륙붕 권원 즉 법률적인 자연적 연장은 배타적으로 지리와 관련된 

물리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법 규칙에 의해서도 결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것은 1958년 대륙붕협약 제6조의 “특별사정”(special circumstances)의 삽입과 

관습법에서 “형평의 원칙”에 대한 강조를 통해서 “영토의 자연적 연장”이라

는 기본 원칙이 절대적이지 않고 특별사정으로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작은 섬도 인근에 있는 타국의 본토 영토

의 자연적 연장을 막을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예시로 들면서 대륙붕

의 법적 개념을 뒷받침하고 있다.1584)

   중재재판소는 관습법을 적용해 해당 대륙붕의 경계획정에서 프랑스 연안 

근처에 있는 이러한 영국 도서들에 완전한 효과가 부여될 경우 프랑스에게 

발생될 수 있는 대륙붕이 상당히 축소(substantial diminution)되어 일응(prima 

1581) Ibid., pp. 88-89, para. 185-186.                                       

1582) Ibid., pp. 89-90, para. 187.  

1583) Ibid., p. 90, para. 188. Evans는 특정 경로가 타방 당사자와의 관련성과는 견줄 수 없

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에게는 특별히 중요할 경우 관련 사정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Malcolm D. Evans, supra note 16, p. 181. Tanaka는 중재재판소가 안보 사항을 

관련사정으로 보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한 사항이 성격상 부

차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보았다. Yoshifumi Tanaka, supra note 12, p. 307.        

1584) 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Case, p. 91, para. 19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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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e) 불형평을 초래하게 되며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불형평을 구제할 수 있

는 경계획정방법이 요청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1958년 대륙붕협약 제6조의 

등거리선/특별사정 법칙이 적용될 경우 프랑스 연안 근처의 Channel 제도의 

존재는 일응 영국이 제안한 중간선 이외의 경계획정을 정당화시키는 “특별사

정”에 해당된다고 보았다.1585) 그러나 프랑스가 주장하는 6해리 위요지 설정 

역시 Channel 제도의 규모, 인구, 정치적 및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형평

의 원칙에 충실하지 않으며 영국이 제안하는 중간선 역시 양국 간의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불균형성(disproportion)을 정당화시키거나 제거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결국 중재재판소는 양국의 관련 청구와 이익간의 좀 더 적

절하고 형평한 균형(a more appropriate and a more equitable balance between 

the respective claims and interests of the Parties)을 반영해1586) 주요 경계선은 

Channel 제도를 무시하고 본토 해안의 중간선으로 획정한 다음 프랑스 대륙

붕 위에 성립되어 있는 Channel 제도 북서쪽의 12해리 어업수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당해 도서의 영해 기선으로부터 12해리 거리에 별도의 경계선을 작도

하는 절충적인 해법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라 프랑스에게는 영국해협에서 

Channel 제도 동서쪽에 자국의 대륙붕과 연결된 상당한 대륙붕대(帶)가 부여

되었다(그림 74 참조).1587)

   중재재판소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러한 "균형"은 분쟁 지역인 100해리 

이하의 폭의 영국해협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양국의 본토 해안선이 

해당 대륙붕과 거의 동일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또 양국 본토 해안

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타방국 해안 근처에 있는 Channel 제도의 위치 및 섬

으로써의 지위를 고려해 해당 제도에 부속될 수 있는 대륙붕의 자연적 연장

과 프랑스 본토 해안에 부속될 수 있는 대륙붕의 자연적 연장이 상호 불형평

하게 축소(diminution)되지 않는 즉 양국의 자연적 연장을 불형평하게 침해하

지 않는 경계선을 찾는 것이었다. 또한 판결문은 프랑스의 대륙붕이 12해리 

어업수역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12해리 위요선을 설정하고 있다고 설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또한 재판소가 영국의 잠재적인 12해리 영해 획정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1588) 결론적으로 중재재판소는 Channel 

1585) Ibid., p. 93, para. 196.

1586) Ibid., pp. 93-94, paras. 197-8.

1587) Ibid., pp. 94-95, paras. 201-202.

1588) 중재재판소는 해당 사건과 캐나다 해안에 있는 프랑스의 작은 섬인 St Pierr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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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부분적인 경계획정이기는 하지만, 영국 및 프랑스 본토 해안과 영국 

해협 대륙붕 간의 관계를 고려한 거시 지리와 Channel 제도의 섬으로써의 지

위와 영국 해협 내에서의 위치를 고려한 미시지리1589)를 검토하여 동일한 가

치를 가지고 있는 양국의 단일 대륙붕에서 일방국의 대륙붕에 대한 일응권원

이 불형평하게 상호 차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2해리 위요 방식을 적용

하여 경계획정을 실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St Pierre v. Miquelon(1992년)

   중재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프랑스의 St Pierre & Miquelon 섬과 캐나다 간

의 EEZ 및 200해리 이내 대륙붕의 단일 경계획정1590)을 실시하였다. St Pierre

와 Miquelon 섬과 더 작은 여러 소도 및 건조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면적은 237㎢이다. 또한 해당 도서는 캐나다 해안의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부

터 약 10 해리 떨어져 있고 Cabot 해협을 건너 캐나다의 Cape Breton 섬 및 

Nova Scotia 동쪽에서는 약 140 해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그 중 가장 

큰 Miquelon 섬(면적 210㎢)은 Grande Miquelon(북쪽)과 Langlade(남쪽)로 구성

되어 있으며 남북으로는 21.6 해리, 동서로 가장 폭이 넓은 곳은 약 7 해리이

Miquelon의 상황을 구분할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Blecher는 캐나다와 프랑스가 1967년 및 

1972년 협상을 통해 도출한 "relevé des conclusions“에서 St Pierre와 Miquelon이 좁은 

수역인 영국해협과는 달리 대서양이라는 공해에 인접해 있어 불균형을 구제할 수 있는 여지

가 더 많지만 12해리 이하의 영해를 부여하는 경계획정에 합의하였고 해당 중재재판소의 12

해리 경계획정 역시 이러한 합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결국 relevé des 

conclusions은 양국에 의해 채택되지 않았다). M. D. Blecher, "Equitable Delimitation of 

Continental Shelf",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73 (1979), p. 79-80; 

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Case, p. 94, para. 200; St. Pierre and Miquelon

Case,  pp. 276, 296, paras. 9, 90; Stephen Fitetta and Robin Cleverly, p. 312.

1589) 해당 판례에서는 프랑스가 형평을 적용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비례성 원

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거시지리와 미시

지리를 언급했다. 프랑스는 영국해협 전체와 관련된 해안 길이와 해안정면을 거시지리로 보

고 Channel 제도 지역에 제한된 해안길이와 해안정면을 미시지리라고 제시하고 있어 위에서 

언급한 거시지리와 미시지리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Case, p. 82, para. 166 참조.

1590) St. Pierre and Miquelon Case, p. 1163, paras. 36-37, p. 1165, para. 47. 캐나다와 

미국의 1972년 3월 27일자 "상호어업관계에 대한 협약(Agreement between Canada and 

France on their Mutual Fishing Relations)" 제8조에 따라 1-9지점을 설정하여 영해경계

선을 획정하였다. Ibid., pp. 1151-1152, para. 1, p. 1156, para. 5, pp. 1157, para. 11, 

p. 1158, para.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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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t. Pierre 섬은 Langlade 남동쪽으로 3 해리 그리고 캐나다의 Burin 

Peninsular 남서쪽으로 10 해리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길이는 4.4 해리이

다.1591) 1990년 인구 통계에 따르면 6,277명이 거주하고 있었다.1592) 따라서 

해당 섬의 일부분은 캐나다의 12 해리 영해 이내에 있고1593) 상대국 캐나다

의 Newfoundland와 Nova Scotia 해안으로 둘러싸인 오목성 해안에 위치해 있

다.1594) 양국의 지배적인 전반적인 해안 관계는 인접성을 띠고 있지만 동시에 

양국 해안 모두 남쪽의 대서양을 바라보고 있어 동향 해안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1595) 특히 이 사건에서 남쪽에 공해와 연결되어 있는 St. Pierre & 

Miquelon 섬의 지리적 상황은 영불대륙붕 사건에서 양 당사국의 본토 해안 

사이에서 타방국의 본토 해안에 인접한 곳에 위치한 Channel 제도와는 구별

된다.1596)

   1992년 캐나다 v. 프랑스 사건에서는 적용 가능한 근본 규범으로 해양 문

제에 적용되는 국제법 원칙과 규칙 그리고 관습국제법을 적용하면서 형평한 

결과에 이르기 위해 모든 관련사정을 고려하여 형평의 원칙 또는 형평의 기

준에 따라 경계획정을 실시하면서 캐나다가 제안한 침해금지 원칙과 경계획

정 결과의 사후 검증을 위해 비례성 테스트를 적용하였다.1597) 두 섬의 EEZ 

및 대륙붕에 대한 일응권원과 관련해 단일 또는 다목적 경계획정 시 해저의 

물리적 구조가 관계가 없고,1598) 양국의 경합되는 연안의 존재로 일방국 해역

의 외측 한계를 축소시켜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무리 짧은 해안이라도 

200 해리까지 바다쪽으로 확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과1599) 또  

1591) Ibid., p. 1160, para. 22, p. 1171, para. 72. 해당 섬은 프랑스로부터는 약 3,819㎞ 거

리에 떨어져 있다. https://en.wikipedia.org/wiki/Saint_Pierre_and_Miquelon

(2020.01.23. 최종확인).

1592) https://en.wikipedia.org/wiki/Saint_Pierre_and_Miquelon (2020.01.23. 최종확인).

1593) St. Pierre and Miquelon Case, p. 1160, para. 22, p. 1171, para. 72.

1594) 두 섬은 캐나다의 Fortune 만 입구 맞은편과 Burin 반도 서쪽 및 남서쪽에 위치해 있다. 

Ibid., p. 1160, para. 22, p. 1161, para. 26.

1595) Ibid., p. 1159, para. 18, p. 1162, para. 34.

1596) Ibid., p. 1164, para. 42 참조.

1597) Ibid., p. 1163, para. 38, pp. 1166-1169, paras. 56-63.

1598) Ibid., p. 1165, para. 47. 이 사건에서는 분쟁지역의 대륙붕이 지질학적으로 연속되어 

있어 물리적 자연적 연장은 이 사건의 관련사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Ibid., p. 1160, para. 

23.

1599) Ibid., p. 1164, para.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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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LOS 제121조 2항,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 협약 제10조, 1958년 대륙붕 

협약 제1조에 따라서 St Pierre 섬과 Miquelon 섬의 해양 권리가 본국 프랑스

에 대한 해당 섬의 정치적 종속성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1600) 해당 

섬이 200해리 EEZ와 200해리 이내 대륙붕에 대한 일응권원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관련해안 및 관련지역 설정과 관련해 재판소는 일방국의 해안이 경계획정 

지역을 바라보며(face), 타방국의 해안 투사와 측면 관계 또는 대향 관계에서 

교차되고 중첩되는 투사를 발생시키는 경우 관련해안으로 설정하였다.1601) 해

당 기준에 따라 재판소는 영해 경계획정이 실시되었던 프랑스 섬의 북동쪽 

해안 그리고 해당 섬 뒤쪽의 캐나다 해안선(Fortune Bay 관련해안)이 “이 사

건의 분쟁 지역을 바라보고 있지(fronting on the area of this dispute)” 않다고 

판정하고 관련해안에서 배제하였다. 결과적으로 캐나다의 관련해안으로 자국

의 Cabot 해협을 가로지르는 폐쇄선을 포함하여 Cape Race에서 Cape Canso에 

이르는 해안선(455.6해리)을 설정하였고, 프랑스 섬의 서향(Cap du Nid à 

l'Aigle에서 Pointe du Ouest까지: 21.6해리) 및 남향(Pointe du Ouest에서 Tête 

de Galantry의 Cap Noir까지: 8.25해리) 해안을 직선으로 처리하여 프랑스의 

관련해안으로 설정하였다.1602) 이 사건의 관련지역의 경우 양국의 관련해안에

서 발생되는 200해리 일응권원의 한계선을 연결하여 남쪽 한계선을 설정하였

고, 측면 한계선으로는 캐나다 Newfoundland의 남향 해안의 동단 지점인 

Cape Race에서 정남쪽 방향의 200해리 직선으로 동쪽 한계를 설정하였다. 그

리고 캐나다 Cape Breton 섬의 동향(東向) 해안의 서단 지점인 Cape Canso에

서 Cape Breton 섬과 프랑스 섬의 200해리 한계선의 교차점을 연결한 직선으

로 관련지역의 서쪽 한계를 설정하였다(63,000㎢).1603)

1600) Ibid., p. 1165, para. 49.

1601) Ibid., pp. 1161-1162, paras. 29, 31.

1602) Ibid., Cabot Strait를 가로지르는 폐쇄선은 St. Pierre & Miquelon과 정면으로 마주보

고 있는 St Lawrence 만의 내부 해안선을 대표하고 이는 해당 프랑스 섬에서 400해리 미만

으로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관련해안에 포함되었다. 또한 프랑스는 캐나다의 Burin 반도의 

남쪽 및 동쪽 해안을 배제시키려고 하였지만 재판소는 해당 해안 부분을 포함하는 Placentia 

Bay의 폐쇄선을 캐나다의 관련해안으로 포함시켰다. Ibid., pp. 1161-1162, paras. 27-33. 

Stephen Fietta and Robin Cleverly, supra note 18, p. 314, Figure B10.2 참조.

1603) St. Pierre and Miquelon Case, p. 1176, para. 93. Stephen Fietta and Robin 

Cleverly, supra note 18, p. 314, Figure B1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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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는 양국 해안의 정면투사를 고려하여 해당 프랑스 섬을 네 구역으

로 나누어 경계획정을 실시하였다1604). 첫 번째, 북서쪽 구역(9 지점-D 지점)

의 경계획정에서 재판소는 프랑스 섬에 완전한 효과를 부여하여 등거리선으

로 경계획정을 실시함으로써1605) 양국의 해안 투사를 동등하게 취급하였다. 

   둘째, 서부 구역의 경계획정에서 재판소는 프랑스 섬의 해안 투사가 영해 

밖으로 확장될 경우 캐나다 Newfoundland 남부 해안의 바다쪽 투사를 일정 

부분 침해하고 차단하게 되고 또 프랑스 섬이 영해라는 좁은 해역대보다 좀 

더 확장된 일응권원을 가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해당 섬에 부분 효과

를 적용하였다. 그에 따라 재판소는 프랑스 섬의 EEZ의 개념으로 영해 한계

선에서 24해리 위요선을 설정하여(D 지점에서 J 지점까지) 해당 부분이 

UNCLOS 제33조에 언급된 접속수역과 일치하며 이로 인해 연안국에게 관세, 

재정, 출입국관리 또는 위생에 관한 법령의 위반 방지를 관할할 수 있는 권

리를 부여하게 된다고 부연 설명하였다.1606) 이러한 재판소의 판정은 프랑스 

섬의 서부 해안의 200해리 일응권원을 무시하는 것으로 Newfoundland의 해안 

투사의 차단을 프랑스 섬의 해안 투사의 차단보다 우위에 둔 결정에 해당된

다.1607) 다시 말하면 이것은 재판소가 인정한 양국의 주권 평등 원칙과 

UNCLOS 제121조 2항과 1958년 제네바 협약의 상응 규정에 따라 섬의 해양 

권리 범위가 정치적 지위(political status)에 달려 있지 않고 본토 해안과 동등

한 일응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판결과 상충된다.1608) 뿐만 아니라 해안 길이에 

따라 바다쪽 투사의 범위가 결정된다는 캐나다의 상대적 도달(relative reach) 

주장을 재판소가 배척하였지만1609) 결국에는 해당 주장을 인용한 결과를 보

1604) 프랑스는 양 당사국이 비준한 1958년 대륙붕 협약 제6조를 인용하여 등거리선 방식으로 

경계획정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캐나다는 프랑스 섬의 저조선 상의 기점

에서 12해리 위요선의 설정을 주장하였다. 또한 캐나다는 모든 해안이 동일한 권원을 반드시 

갖게 되는 것은 아니며 해안 길이 따라 해안 투사 범위가 상대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상대

적 범위(relative reach)” 이론을 주장하였다. St. Pierre and Miquelon Case, p. 1163, 

para. 39, p. 1164, para. 43. 

1605) Ibid., p. 1170, para. 69, p. 1176, para. 93.

1606) Ibid., pp. 1169-1170, paras. 68-69, p. 1177 para. 93.

1607) Dissenting Opinion of Mr. Prosper Weil, Ibid., pp. 1198, paras. 4-7. p. 1203, 

paras. 18-19.

1608) St. Pierre and Miquelon Case, pp. 1164-1166, paras. 45-52. Edward Livingstone, 

"A Tale of Two Islands: An Analysis of the Curt of Arbitration's Decision in the 

Canada-France Maritime Boundary Dispute", Dalhousie Journal of Legal Studies, 

Annual, Vol. 3 (1994), p. 19.

1609) St. Pierre and Miquelon Case, p. 1164, paras.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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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고 있다.1610) 이러한 재판소의 논거는 EEZ의 도입으로 인해 접속수역이 

독립적인 일응권원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과도 배치된다.1611)

   세 번째 경계획정 부분은 이전의 지리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completely 

different) 양국의 동향 해안 투사와 관련되어 있다. 재판소는 프랑스 섬이 해

당 해안 부분에서 200해리 외측 한계까지 남쪽으로 정면투사할 권리를 가지

고 있는 동시에 해당 섬과 인접 관계에 있는 Newfoundland 남부 해안의 평행

한 정면투사를 침해하거나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정하였다. 이를 위해 재

판소는 10.5해리 폭의 평행선인 회랑(St. Pierre 섬의 동단과 Miquelon의 서단 

사이 거리)을 200해리까지 확장하였다.1612) 또 다른 한편 이러한 회랑 방식은 

캐나다의 서편 해안인 Cape Breton의 해안 투사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를 발

생할 수 있다.1613) 그러나 재판소는 Cape Breton 섬을 포함하고 있는 Nova 

Scotia가 지리적으로 남쪽을 바라보며 정면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Cape 

Breton섬과 Nova Scotia의 동쪽 투사가 긴요하게(compelling) 고려할 사항은 아

니라고 보았다.

   이러한 남부 지역의 경계획정 방식과 관련해 관련해안 투사와 차단효과에 

대한 몇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다. 첫째, 재판소는 프랑스 섬 뒤에 있는 캐나

다의 해안이 영해 경계획정과 관련된 해안이라는 이유로 이를 캐나다의 관련

해안에서 배제하고 있어 해당 경계획정 부분은 엄밀한 의미에서 양국의 동향 

해안 간 경계획정은 아니다. 그러나 해당 캐나다 해안이 프랑스 섬 이원으로 

중첩되는 200해리 EEZ 및 대륙붕의 일응권원을 투사하고 있기 때문에 캐나

다의 관련해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것은 니카라과 v. 콜롬비아

(2012년)에서 니카라과의 동향 해안을 관련해안으로 포함시킨 ICJ 판결과도 

일치된다고 볼 수 있다.1614) 또한 Gotlieb과 Weil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재판소의 관련해안 투사의 차단효과와 관련해 재판소가 적용한 해안 투사의 

방식과 해석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첫째, Gotlieb 재판관은 프랑스 서부 지역

1610) Dissenting Opinion of Mr. Prosper Weil, Ibid., p. 1203, para. 19.

1611) Dissenting Opinion of Mr. Allan E. Gotlieb, Ibid., p. 1195, para. 61. 5명의 재판관 

중 2명의 재판관이 해당 판정에 반대견해를 표명하였다.

1612) J-M 지점(176해리)과 N-Q 지점(188해리). Ibid., pp. 1170-1171, paras. 70-71, p. 

1177, para. 93.

1613) Edward Livingstone, supra note 1608, p. 20.

1614) Stephen Fietta and Robin Cleverly, supra note 18, pp. 324-325. Nicaragua v. 
Colombia, p. 678, para. 145. cf. 그러나 니카라과 v. 콜롬비아의 경우 양국의 대향 해안 

간 경계획정이 실시되었다는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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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프랑스 섬에 부분 효과를 부여한 것을 고려할 때 캐나다 Cape Breton 

섬의 상당한 해안 부분(Cape North에서 Scatarie 섬까지)의 동쪽 정면투사가 

반영되지 않았음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불형평한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 회랑

의 폭을 반으로 좁혀(5.25해리) 프랑스 측에 987㎚2의 면적을 부여하거나 또

는 영해보다 더 큰 위요선을 설정하여 프랑스 측에 600㎚2를 부여하여야 한

다고 제안하였다.1615)

   Weil 재판관은 좀 더 근본적으로 재판소가 해양 투사의 철학, 국가실행, 

판례법에 의거하여 정면투사 방식이 아닌 해안 정면을 중심으로 포락호를 형

성하는 방사상투사 방식에 따라 양국의 해안 투사를 동등하게 다루어야 하

며,1616) 이를 위해 지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등거리선/관련사정 방식으로 

경계획정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판정하였다.1617)

   마지막 네 번째 구간은 남동쪽 경계획정 구간으로 재판소는 별다른 설명 

없이 프랑스 섬에 무효과를 부여하여 12해리 위요선을 설정하였다.1618) 이러

한 결과의 사후 검증을 위해 중재재판소는 프랑스 섬 및 캐나다 

Newfoundland의 남부 해안의 기점에서 방사상투사 방식을 사용하여 관련지역

(63,000㎢)을 설정하였다.1619) 그런 후 관련해안 정면의 비율(15.3:1)과 양국에 

분할된 관련지역 면적의 비율(16.4:1)이 비슷한지를 비교(comparing like with 

like)하여 두 비율 간에 불균형이 확실히 존재하지 않으며 형평의 측면에서 

비례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정하였다(그림 75 참조).1620)

   결과적으로 재판소는 합리적이고 형평한(reasonable and equitable) 경계획정

을 위해 캐나다 Cape Breton 섬 해안과 프랑스 St. Pierre & Miquelon 섬 서쪽 

해안의 정면투사를 배제하고1621) 캐나다 Newfoundland 남부 해안의 정면투사

의 비차단을 우위에 두고1622) 인접 해안 관계에서는 프랑스 섬에 부분 효과 

또는 무효과를 부여한 위요선을 그리고 동향 해안에서는 10.5 해리 폭으로 

1615) Dissenting Opinion of Mr. Allan E. Gotlieb, St. Pierre and Miquelon Case, pp. 

1189-1191, paras. 41-48.  

1616) Dissenting Opinion of Mr. Prosper Weil, Ibid., pp. 1199-1203, paras. 8-19.

1617) St. Pierre and Miquelon Case, pp. 1213-1214, para. 37.

1618) Q-S 지점. Ibid., pp. 1170-1171, paras. 70-71, p. 1177, para. 93.

1619) Ibid., p. 1176, para. 93.

1620) Ibid., pp. 1162, 1176, paras. 33, 93.

1621) Edward Livingstone, supra note 1608, pp. 20-21.

1622) Dissenting Opinion of Mr. Prosper Weil, St. Pierre and Miquelon Case, p. 1203, 

paras.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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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두 평행선을 획정하였다.1623) 이와 관련해 Weil는 침해금지 원칙이 해

양경계획정의 “기둥”과 같이 중요한 원칙임을 확인하면서 모든 경계획정이 

상호 차단과 침해를 수반하지만 형평한 결과를 위해 이러한 차단과 침해가 

균형 잡히고 합리적인 이루어져야 하며 프랑스 섬의 해안 투사만 희생되어서

는 안 된다고 비판하였다.1624) 또한 Weil은 다수의견이 정면투사라는 (허위

의) 형평의 원칙에 근거하여 (형평의 원칙을 왜곡시키는) 침해금지 원칙을 언

급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해양경계획정 판결법의 전환점인 1985년 리비아/몰

타의 중간선과 교정(correction) 방식을 무시함으로써 법(law)이 자율적인 형평

(autonomous form of equity)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함으로써1625)

경계획정의 절차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623) Yoshifumi Tanaka, supra note 12, pp. 93-94 참조. 

1624) Dissenting Opinion of Mr. Prosper Weil, St. Pierre and Miquelon Case, pp. 

1202-1203, para. 17.

1625) Weil은 다수의견의 판정이 법과 원칙에 근거해 있지 않으며, 특히 1985년 리비아 v. 몰

타 이후부터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해양경계획정법의 발전을 일정한 측면에서 위태롭게 하

고 있다고 보았다. Dissenting Opinion of Mr. Prosper Weil, Ibid., p. 1197, paras. 1-2, 

pp. 1207-1208, para. 28.

1626)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Saint-Pierre_and_Miquelon_EEZ_map-en.s

vg#/media/File:Saint-Pierre_and_Miquelon_EEZ_map-en.svg (2019.11.16. 최종확인). 

[그림 75] 캐나다/프랑스 EEZ·200해리 이내 대륙붕 단일 경계획정선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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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il의 이러한 비판과 관련해 상술한 Gotlieb 재판관의 반대의견, 비례성 

검증에서 양 당사국의 관련해안 비율과 할당된 관련지역의 비율 차이 그리고 

니카라과 v. 콜롬비아(2012년)에서 적용된 위요선 및 회랑 방식을 생각해 볼 

때 형평한 결과라는 해양경계획정의 목적 측면에서 Weil이 주장하고 있는 등

거리선/관련사정 방식의 결과와 재판소의 판정이 크게 상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의 관할 대상이 단일대륙붕 지역의 EEZ 및 200해리 

이내 단일경계획정임을 고려해 볼 때 지리 기준에 근거하여 양국의 해안 투

사의 등가성을 보장할 수 있는 Weil의 등거리선 방식과 또 양국의 해안 길이 

격차와 관련지역의 분할 면적을 고려하여 양국의 해안 투사에 대한 차단효과

를 상호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절차상 더욱 정합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3) 니카라과 v. 콜롬비아(2012년)

   이 사건에서는 EEZ 및 200해리 이내 대륙붕의 단일 경계획정이 실시되었

다.1627) 이와 관련된 콜롬비아 도서로는 San Andrés, Providencia, Santa 

Catalina1628), Alburquerque Cays,1629) East-Southeast Cays, Roncador, Serrana, 

Stephen Fietta and Robin Cleverly, supra note 18, p. 314, Figure B10.2 참조. (본 연

구자 추가).

1627) Nicaragua v. Colombia, p. 633, para. 15, pp. 634-635, para. 16, p. 637, para. 17.

1628) San Andrés, Providencia, Santa Catalina 섬은 카리브해 남서쪽에 있으며 니카라과 

해안 동쪽에서 100 해리보다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고 콜롬비아 본토 해안으로부터 약 380 

해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San Andrés는 니카라과 해안에서 약 105해리 떨어져 있으

며 면적은 약 26㎢에 해당되고 약 70,000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Providencia와 

Santa Catalina 섬은 니카라과 해안으로부터는 125 해리 그리고 San Andrés 남동쪽으로 

약 47 해리 떨어져 있다. Providencia의 면적은 약 17.5㎢이며 약 5,000명의 주민이 거주하

고 있다. Santa Catalina 섬은 Aury 해협을 사이에 두고 Providencia에서 130m 북쪽에 

위치해 있다. 콜롬비아에 따르면 Santa Catalina 섬의 면적은 2.5㎢에 해당된다. Nicaragua 

v. Colombia, p. 637, para. 19, p. 638, para. 22. Counter-Memorial of Colombia, 

Ibid., p. 20, para. 2.13.

1629) Alburquerque Cays는 북 암초(North Cay)와 남 암초(South Cay)로 구성된 산호 군도

로 두 암초는 386 m 거리에 떨어져 있다. 이것은 지름 8㎞인 원형 모양의 환초섬(atoll)으로 

니카라과 본토 동쪽 해안에서 약 100 해리, 니카라과의 Corn 섬으로부터는 65 해리, 콜롬비

아 본토 해안에서는 375 해리, San Andrés 남쪽으로 20 해리 그리고 East-Southeast 

Cays 남서쪽으로 26 해리 떨어져 있으며, 잠정적 등거리선의 기점으로 사용되었다. 

Nicaragua v. Colombia, p. 640, para. 24(a); Counter-Memorial of Colombia, Ibid., 

pp. 22, 24, para. 2.16, p. 23; https://es.wikipedia.org/wiki/Cayo_Alburquer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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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tasueño QS 321630)가 있다.  2012년 사건에서 모든 콜롬비아 도서들은 양

국의 EEZ와 대륙붕이 중첩되는 카리브해 지역1631)에서 콜롬비아 해안보다 

니카라과 해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니카라과 본토 해안과 최소 100해

리 이상 떨어져 있음), 상하와 좌우로 100 해리 이상 거리에 분산되어 배치

되어 있다(그림 76 참조).1632)

   2012년 니카라과 v. 콜롬비아 사건에서는 1982년 UNCLOS의 비당사국인 

콜롬비아로 인해 양 당사국은 해당 협약 제74조, 제83조, 제121조를 관습국제

법의 선언으로 간주하고 적용하였다.1633)

   관련해안 및 관련지역 설정과 관련해 ICJ는 관련해안으로 단순히 200해리 

일응권원이 측정되는 해안 부분이 아니라 양국의 “잠재적인 일응권원 중첩지

역(the area of overlapping potential entitlements)”으로 투사하는 해안을 선택하

였다. 그에 따라 경계획정 지역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Punta de Perlas 근처의 

일부 정남향 해안을 제외한 니카라과의 전체 해안(531㎞)을 관련해안으로 설

정하였고, 니카라과 동쪽 해안에 평행하게 위치한 주변 섬들은 관련해안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1634) 콜롬비아의 경우 콜롬비아 도서(San Andrés, 

Providencia, Santa Catalin, Alburquerque Cays, East-Southeast Cays, Roncador, 

Serrana)의 전체 해안이 니카라과 해안의 EEZ 및 200해리 이내 대륙붕의 일

응권원과 중첩되는 일응권원을 모든 해안 관계에서 발생시킨다고 보고 해당 

도서의 전 해안을 관련해안(65㎞)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Quitasueño와 같은 

소규모의 암초와 1993년 콜롬비아·자메이카 해양경계획정 조약에 의해 제3국

의 잠재적인 일응권원 지역에 위치해 있는 Serrana와 Bajo Nuevo는 관련해안 

설정에서 제외하였다.1635)

(2019.08.14. 최종확인). Ibid., pp. 699-700, paras. 203-204.

1630) Ibid., pp. 640-641, paras. 24.

1631) Ibid., p. 637, para. 18.

1632) Ibid., p. 704, para. 215. 2012년 니카라과 v. 콜롬비아 사건의 도서와 관련된 지리 사

정은 베네수엘라 본토 해안과 Netherlands Antilles(베네수엘라 연안 맞은편에 위치한 네덜

란드의 Aruba 섬, Curaçao 섬, Bonaire 섬)의 관계와 유사하다, Jonathan I. Charney, 

Lewis M. Alexander(ed.), supra note 101, pp. 615-63 참조. Separate Opinion of 

Ruda, Bedjaoui and Jimenez de Arechaga, Libya/Malta Case, pp. 78-79, paras. 7-8 

참조.

1633) Nicaragua v. Colombia, p. 673, paras. 137-138.

1634) Ibid., p. 678, para.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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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관련지역은 양 당사국의 잠재적인 일응권원의 중첩지역으로써 

니카라과 기선에서 200해리 포락호선으로 설정하였다.1636) 그리고 북쪽 한계

선으로는 2007년 니카라과 v. 온두라스에서 판결된 경계선과 1993년 콜롬비

아·자메이카의 공동 체제 지역의 경계선을 따라 설정하였다. 남쪽은 1976년 

콜롬비아·파나마 경계선, 1977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경계선, 코스타리카 v. 

니카라과 간 가상 등거리선(a hypothetical equidistance)으로 그 한계를 설정하

였다.

  니카라과 v. 콜롬비아(2012년)는 앞의 두 사건과는 달리 섬의 해양 권리와 

1635) ICJ는 마주보고 있는 Providencia 북서쪽과 Santa Catalina 남동쪽 해안 그리고 주요 

세 도서 주변에 바로 인접한 작은 암초도 관련해안에서 제외하였다. Ibid., pp. 679-680, 

paras. 150-152.

1636) Ibid., p. 683, para. 159.

1637) Counter-Memorial of Colombia, Vol. III, Ibid., p. 81, Figure 7.1.

[그림 76] 니카라과 v. 콜롬비아: 지리 사정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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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관습국제법으로 인정된 1982년 UNCLOS 제121조를 명시적으로 적용

하여1638) 섬으로 인정된 세 도서, San Andrés, Providencia, Santa Catalina에 영

해, EEZ, 200해리 대륙붕에 대한 일응권원을 부여하였다.1639) 그 외에 

Alburquerque Cays, East-Southeast Cays, Roncador, Serrana에 12해리 영해가 부여

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EEZ와 대륙붕에 대한 일응권원과 관련해 소

도(小島)라는 위 섬들의 특성으로 인해 영해 이외의 일응권원이 부여된다고 

할지라도 San Andrés, Provindencia, Santa Catalina에 의해 생성되는 EEZ 및 대

륙붕과 완전히 중첩된다는 이유로 해당 도서들의 법적 지위를 별도로 검토하

지는 않았다.1640) Quitasueño의 경우 Smith 보고서 상의 54개체 중 고조시에도 

항상 수면위에 존재하는 QS 32만이 UNCLOS상의 섬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ICJ는 간출지에 관한 동 협약 제13조를 관습국제법으로 인정하면서, QS 32의 

12해리 이내에 있는 나머지 개체(QS 53과 QS 54 제외)를 간출지로 결정하고 

영해 기선으로도 사용하였다. 그러나 ICJ는 양 당사국 모두 QS 32에 대해 

UNCLOS 제121조 제3항의 암석에 해당된다는 것만 주장했다는 이유로 QS 

32에 EEZ 또는 대륙붕에 대한 일응권원이 생성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1641)  

   마지막으로 ICJ는 표준 방식인 3단계 방법에 따라 중간선을 작도하기로 

하고,1642) 그 1단계로 니카라과 해안과 콜롬비아의 섬들의 서쪽 관련해안의 

잠정적 중간선을 작도하기 위해 적절한 기점이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ICJ는 

흑해 사건(2009년)을 인용하면서, 해양경계획정에서 일방국의 주장을 근거로 

경계획정의 기점을 결정하지 않으며, 관련해안의 지리적 특징을 고려하여 기

점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시한 후, 적절한 기점을 검토하여 잠정적 중간선을 

작도하였다.1643) ICJ는 니카라과의 기점으로 니카라과 본토보다 더 동쪽에 위

치해 있는 Edinburgh Reef, Muerto Cay, Miskitos Cays, Ned Thomas Cay, Roca 

Tyra, Little Corn Island, 그리고 Great Corn Island를 선택하였고,1644) 또 콜롬

1638) Ibid., p. 673, paras. 137-138.

1639) Ibid., pp. 686, para. 168.

1640) Ibid., pp. 689-692, paras. 176-180.

1641) Ibid., pp. 692-693, paras. 181-183.

1642) Ibid., p. 698, para. 199. 2012년 ICJ 판결은 3단계 해양경계획정 방법을 표준적으로 적

용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Naomi Burke, supra note 790, p. 321.

1643) Ibid., p. 698, para. 200.

1644) Ibid., pp. 698-699, para. 201.



- 329 -

비아의 기점으로 San Andrés, Provindencia, Santa Catalina, San Andrés, 

Alburquerque Cays을 선택해 잠정적 중간선을 작도하였다(그림 77 참조).1645)

   두 번째 단계에서 ICJ는 형평한 결과를 도출함에 있어 콜롬비아 섬 동편

에 양국의 중첩 해역의 존재를 고려할 때 콜롬비아의 관련해안과 니카라과의 

관련해안의 길이가 거의 1:8.2의 비율로 상당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을 해당 잠정적 등거리선의 조정이나 이동을 필요로 하는 관련사정으로 판단

하였다.1646) 재판소는 또한 전반적인 지리적 정황(overall geographical context)

이 관련사정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였다. ICJ는 우선 분쟁지역에서 콜롬비아

의 섬이 니카라과 본토 해안과 동일한 일응권원을 부여받을 수 있음을 확인

한 후, 콜롬비아 측의 잠정적 등거리선의 기점이 상하로 100해리에 걸쳐 산

재해 있는 콜롬비아 섬들에 설정되어 있어 해당 경계선을 계속 확장할 경우 

니카라과의 해안 투사를 3/4정도 차단하는 효과가 발생된다고 보았다.1647) 또 

다른 한편 ICJ는 니카라과의 해안 투사의 차단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잠정적 

중간선의 조정 및 이동이 콜롬비아 섬의 동쪽 해역에 대한 이들 섬들의 일응

권원을 차단하는 결과를 낳아서도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1648) 그에 따라 양국 

해안 투사의 차단 효과를 고려하여 상호 간에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형평한 

결과의 도출하기 위해 잠정적 중간선을 조정 또는 이동해야 된다고 판시하였

다.1649)

1645) Ibid., pp. 699-700, paras. 203-204.

1646) Ibid., p. 702, para. 211.

1647) Ibid., pp. 703-704, para. 215.

1648) Ibid., p. 704, para. 216. 니카라과는 콜롬비아의 San Andrés, Provindencia, Santa 

Catalina 섬에 대해서는 12해리 영해를 갖는 위요선을, 나머지 암초 및 암석에는 3해리 위요

선을 주장하였다. 니카라과는 3단계 방식을 해당 경계획정에 적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자연스

러우며 해당 방식을 적용할 경우 콜롬비아 섬들이 니카라과의 EEZ의 200해리 중 니카라과 

본토 쪽으로 4분의 1에 위치해 있어 콜롬비아 섬들의 동쪽 해역과 중첩되는 니카라과가 자국

의 EEZ의 4분의 3 해역에 대한 접근권이 차단되거나 봉쇄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Ibid., p. 

688 paras. 169, 172, pp. 693-694, paras. 185-186. 반면에 콜롬비아는 니카라과의 청구

선을 반대하면서, 니카라과 해안과 콜롬비아 섬 사이의 해양경계획정은 잠정적 등거리선/중

간선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콜롬비아 섬에 대하여 위요선을 설정하는 

방법이 오히려 중첩 해역에 대한 콜롬비아의 접근을 차단하게 된다고 반박하였다. Ibid., p. 

694, para. 186.

1649) Ibid., p. 703, para. 215. ICJ는 이외에도 당사국의 행위, 안보 및 법 집행, 천연자원에 

대한 형평한 접근, 제3국과의 기존의 해양경계획정을 관련사정으로 검토하였다. 그 중 합법

적인 안보적 고려는 해양경계획정이 연안국 인근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경우 관련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콜롬비아가 제3국과 체결한 해양경계획정 협약은 당해 조약의 

비당사국인 니카라과의 권리에 대해 원용될 수 없으며 ICJ가 설정한 해양경계선도 해당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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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롬비아 도서 해안의 차단효과와 관련해 ICJ는 콜롬비아 섬 주변에 니카라

과가 청구한 3해리 위요선이 아닌 12해리 위요선을 설정한다 해도 해당 섬들이 

동쪽 해역에 존재하는 자신의 EEZ 및 대륙붕의 일응권원으로부터 차단되는 결

과를 발생된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도서에 위요선 설정할 경우 발

생될 수 있는 니카라과 해역은 이러한 여러 불규칙한 모양의 독특한 콜롬비아의 

위요 지역으로 인해 해양 자원의 질서 정연한 관리, 치안 유지, 전반적인 해양의 

공공 질서에 부정적인 결과(unfortunate consequences)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지적

하였다.1651) ICJ는 또한 니카라과가 근거하고 있는 영불대륙붕 사건의 Channel 

제도에 위요선을 설정한 지리 상황과 이 사건과의 차이점을 세 가지로 지적하였

국 사이에서만 구속력을 가지며 제3국의 권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해역에 대해서는 경계

획정을 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다. Ibid., pp. 704-707, paras. 217-228.

1650) Ibid., p. 701, Sketch-map No. 8.

1651) Ibid., pp. 707-708, paras. 229-230.

   ICJ는 위의 두 주요 관련사정

으로 인한 잠정적 등거리선의 조

정 원칙을 설시하였다. 첫 번째 

관련사정인 관련해안 길이의 상당

한 격차와 관련해, ICJ는 각 국가

에 부여되는 관련지역의 면적과 

해안 길이의 격차의 관계를 고려

하여 잠정적 등거리선을 조정하여

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이러한 재

판소의 판시는 2단계에서 불균형

성 테스트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

시켜주고 있다. 둘째, ICJ는 콜롬비

아 섬의 위치와 관련된 “전반적인 

지리 정황”을 고려하여 어떤 당사

국의 해안 투사도 관련지역으로부

터 “완전히(entirely)” 차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림 77] 니카라과 v. 콜롬비아:

잠정적 중간선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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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1977년 중재판정에서 Channel 제도는 본토 해안 간의 경계획정에서 특

별사정으로 획정된 것이지만 해당 사건은 일방국 본토 해안 가까이에 위치한 양

국 도서간의 경계획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둘째, Channel 제도의 경우 상

대국인 프랑스 해안에서 7해리 미만 떨어져 있지만 이 사건에서 니카라과 도서

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한 콜롬비아 Alburquerque Cays의 경우 65해리(니카라과 

본토 해안에서는 100해리) 이상의 거리를 두고 있다.1652) 셋째, 영불대륙붕에서

는 Channel 제도를 구성하는 각 섬에 대해 일련의 위요선을 설정하고 있지 않으

며 또 위요선이 사용된 다른 사건의 경우 현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아님을 지적

하였다.1653) 하지만 이 사건의 콜롬비아 도서와 영국 Channel 제도의 가장 큰 차

이는 후자의 섬이 양국 본토 해안 간의 18-100 해리 폭의 영국 해협에 위치해 

있어 200해리 EEZ 또는 대륙붕에 대한 일응권원을 가질 수 없는 지리적 상

황에 있다는 점이다.

   ICJ는 위의 원칙을 고려하여 양국의 대향 해역과 동향 해역을 구분해 잠정

적 등거리선을 조정하였다.1654) 첫째, 대향 해역에서 재판소는 양국 간의 관련

해안길이 격차(1:8.2)와 양국에 분할되는 관련해역을 고려하여 콜롬비아 섬들의 

12해리 영해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잠정적 중간선의 위치를 동쪽으로 이동

하기로 결정하였다. ICJ는 이를 위해 콜롬비아의 네 섬과 니카라과의 세 섬

(Miskitos Cays,1655) Ned Thomas Cay,1656) Little Corn Island1657))만 기점으로 선택

하였다.1658) 또한 양국의 해안 길이 격차(1:8.2=콜롬비아:니카라과)와 특히 양국

1652) 해당 콜롬비아 섬은 니카라과 본토 해안에서 100해리 이상, Corn 섬에서는 65해리 떨어

진 곳에 위치해 있다. Ibid., p. 640, para. 24.

1653) Ibid., pp. 708-709, para. 231.

1654) Ibid., p. 709, para. 232.

1655) Miskitos Cays는 군도(27㎢)로 그 중 가장 큰 암초인 Miskitos Cay의 면적은 12㎢이며 

니카라과 본토 해안에서 약 24해리 정도 떨어져 있다. Ibid., p. 638, para. 21, p. 640, 

para. 24(d) 참조. https://en.wikipedia.org/wiki/Miskito_Cays (2019.11.18. 최종확인). 

U. S. Hydrographic Office, Central America and Mexico Pilot: (East Coast) From 

Gallinas Point, Columbia, to the Rio Grande (Washington: Gov't. Print. Off., 1916), 

p. 220.

1656) 해당 도서는 니카라과 본토 해안에서 약 24해리 떨어져 있으며 콜롬비아 Provindencia 

섬에서 95해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Ibid. p. 638, para. 22 참조. Verbatim record 

2012/13, Nicaragua v. Colombia, p. 31, para. 9. U.S. Hydrographic Office, supra

note 1655, p. 220 참조. 

1657) Little Corn Island는 3㎢의 면적으로 니카라과 본토 해안에서 약 26해리 떨어져 있다. 

인구는 2009년을 기준으로 1,200명이다. Nicaragua v. Colombia, p. 638, para. 21. 

https://en.wikipedia.org/wiki/Corn_Is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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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향 해안 투사 중첩지역을 고려할 때 니카라과 기점과 콜롬비아 기점에 3배

의 비중 차이를 둠으로써 형평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니카라과에 유

리하게 3:1의 비율로 잠정적 중간선을 이동하였다(그림 78 참조).1659) 또한 ICJ

는 수정된 등거리선의 전환점 수를 5개로 축소해 직선 형태의 측지선으로 단

순화된 중간선을 획정하였다(그림 79 참조).1660)

1658) Nicaragua v. Colombia, p. 699, para. 203, p. 710, para. 234.

1659) Ibid., p. 702, para. 211, pp. 709-710, paras. 233-234. 이것은 정비율 방식

(equiratio method)으로 1985년 네덜란드 수로국(Dutch Hydrographic Service)의 

Langeraar 제독이 고안한 방식이다. 해당 방식은 양국의 인접 도는 대향 해안에서 해양경계

선상의 모든 점이 각국의 영해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 고정된 거리 비율로 작도되

는 것을 일컫는다. 해당 방식은 매우 복잡하지만 등거리선보다 더 유연한 방식으로 매우 구

부러진 선을 작도할 수 있어 등거리선을 정교하게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Wijnand 

Langeraar, "Maritime delimitation: The equiratio method - a new approach", 

Marine Policy, Vol. 10(1) (1986), p. 7; Nuno Marques Antunes, supra note 37, p. 

167; Stephen Fitetta and Robin Cleverly, pp. 80, 527.

1660) Nicaragua v. Colombia, p. 710, para. 235.

1661) Ibid., p. 711, Sketch-map No. 9. 본 연구자 수정.

1662) Ibid., p. 712, Sketch-map No. 10.

[그림 78] 정비율 방식(3:1)의 중간선1661) [그림 79] 단순화된 정비율선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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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J는 북쪽의 전환점 1번(Roncador 섬의 12해리 북단 지점의 위선과 단순

화된 정비율선의 교차점)과 남쪽의 전환점 5번을 연장하여 경계선을 설정할 

경우 니카라과가 자국의 해안 투사 지역인 콜롬비아 섬 동쪽 지역으로부터 

차단되어 당사국의 관련해안 길이 비율 격차에 비해 콜롬비아에게 여전히 상

당한 면적의 관련지역을 부여하게 되는 불형평한 결과가 발생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ICJ는 이러한 현상을 피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북쪽에 있는 전환점 1번

에서 니카라과의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가 끝나는 지점(A 지점)까지, 그

리고 남쪽 경계선으로 콜롬비아의 South Cay of Alburquerque Cays와 

East-Southeast Cays 주변에 12해리 포락호선을 설정하여 연결한 후(5-9 지점) 

East-Southest Cays 12해리 위요선의 동단에서 니카라과의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가 끝나는 지점(B 지점)까지 평행선을 작도했다.1663)

   Quitasueño의 QS 321664)와 Serrena Cays1665)와 관련해 ICJ는 해당 도서들의 

작은 크기와 주요 콜롬비아 섬으로부터의 고립성(remoteness) 및 다른 특성으

로 인해 잠정적 중간선에 상당한 왜곡 효과를 발생시켜 불균형한 경계획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기점으로 설정하지 않았다.1666) 또한 형평한 결

과를 위해 니카라과의 주장을 수용하여 QS 32와 해당 도서의 12해리 이내의 

간출지 그리고 Serrana Cays와 그 인근 암초 주변에 12해리 위요선을 설정하

였다.1667) ICJ는 이와 같이 양국 도서의 해안 투사의 차단효과를 방지하고 

“해양의 공공질서(public order of the oceans)”를 구축하기 위해 특정 도서들을 

기점에서 배제하였고 또 위요선과 회랑 방식을 사용하여 잠정적 등거리선을 

조정하였다.1668)

1663) Ibid., pp. 713, para. 237.

1664) Quitasueño 제121조 3항 상의 암석으로 만조 시 수면 위 면적이 1㎡에 불과하며 콜롬비

아 Santa Catalina에서 38 해리, 니카라과의 Miskitos Cays로부터 90 해리 떨어져 있다. 

Ibid., pp. 640-641, para. 24, pp. 692-693, paras. 181-183, p. 699, para. 202.

1665) Serrana는  Quitasueño보다 조금 더 도서로 ICJ는 해당 도서가 12해리 영해를 부여받

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지만 해당 도서가 관련지역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일응권원이 

콜롬비아의 세 주요 도서에 의해 발생되는 EEZ 및 200해리 이내 대륙붕의 일응권원과 중첩

되기 때문에 해당 도서의 제121조 2항의 지위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Serrana는 Providencia에서 80해리, Miskitos Cays에서는 145해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

다. Ibid., p. 640, para. 24, pp. 689-692, paras. 176-180.

1666) Ibid., p. 699, para. 202, p. 713, para. 238. ICJ는 Santa Catalina 근처의 작은 무인

도 섬인 Low Cay(300m X 40m)에도 기점을 설정하지 않았다. Ibid., p. 641, para. 24, p. 

699, para. 202.  

1667) Ibid., pp. 713, 715, para. 238.

1668) Ibid., p. 716, para.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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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불균형성 검증에서 ICJ는 선례에서 “중대성” 테스트가 적용되었을 

확인하면서 해당 사건의 관련해안 비율과 유사한 대향 해안 간 경계획정 판

결인 1985년(몰타:리비아=1:8)과 1993년(노르웨이:덴마크=1:9) ICJ 사건과 해당 

사건을 비교·검토하였다. 이 두 ICJ 사건에서는 두 번째 단계에서 양국의 해

안 길이 격차로 인해 잠정적 중간선을 조정하였지만 마지막 불균형성 테스트

에서는 각각 다른 이유로 관련지역의 정확한 면적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

은 해 상당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1669) 그러나 ICJ는 

1993년 판결에 첨부된 지도를 통해 양국에 할당된 대략적인 관련지역의 비율

이 1:2.7임을 확인한 후 이 사건의 관련해안 비율(1:8.2)과 조정된 경계선으로 

할당된 콜롬비아와 니카라과의 관련지역의 비율(1:3.44)간에 불형평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불형평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그림 80 참조).1670)

1669) 1985년 리비아 v. 몰타에서는 제3국인 이탈리아의 중첩된 이익으로 인해 관련지역의 한

계선 설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균형성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다. Ibid., p. 717, paras. 

245-246.

1670) Ibid., p. 717, paras. 246-247.

1671) Memorial of Costa Rica, Ibid., p. 53, Sketch-Map 4.2. (본 연구자 추가) 

[그림 80] 니카라과의 해안 투사와 최종경계획정선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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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   토

   배타적경제수역과 200해리 이내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타방국 인근에 위치

한 도서와 관련된 사건에서 차단효과 방지 원칙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1992년 판정과 2012년 판결에서 관련해안을 설정하는 기준과 관련

해안 확인을 위해 사용한 해안 투사 방식은 동일해 보이지만 그 적용 상 차

이가 있다. 전자의 사건에서 재판소는 Placentia Bay의 서로 마주보는 해안선

이 대상 해역 쪽으로 정면투사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Placentia Bay의 

폐쇄선을 관련해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반면에 후자에서는 대상 해역으로 정

면투사를 하고 있지 않은 Punta de Perlas 해안을 관련해안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관련해안의 설정 기준과 관련해 2009년 흑해 사건에서는 대상 해역으

로 일응권원을 발생시키는 해안 투사가 상대국의 해안 투사와 중첩될 경우 

관련해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1672) 해안 투사 방식과 관련해 

방글라데시 v. 인도(2014년)에서는 정면투사 방식 외에도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을 기준으로 한 예각(acute angle)” 투사 방식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정한 

바 있다.1673) 또한 최근 코스타리카 v. 니카라과(2018년)에서는 200해리 포락

호 방식으로 관련해안과 관련지역을 설정한 바 있다.1674) 하지만 해안이 일반

적인 방향에서 “상당히 굴절(a significant inflexion)”되어1675) “진정으로 해당 

해안의 바다쪽 투사를 나타낸다고 할 수 없을 경우”1676) 관련해안에서 배제

시키고 있다. 또한 관련해안 길이는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에 따라 측정된다. 

   이러한 법리를 해당 쟁점에 적용하여 두 재판소의 관련해안 설정의 적절

성 또는 합리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 Placentia 만 해안이 St. Pierre & 

Miqelon 섬과 중첩되는 투사를 발생시키는 해안인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1672) Black Sea case, pp. 96-97, para. 100.

1673) Bangladesh v. India, p. 86, para. 302. Barbados v. Trinidad & Tobago, pp. 

72-73, para. 239 참조.

1674) Costa Rica v. Nicaragua, pp. 44-50, paras. 108-121. Barbados v. Trinidad & 

Tobago, pp. 72-73, para. 239 참조.

1675) Black Sea Case, p. 93, para. 88, p. 129, para. 214.

1676) Bangladesh v. India, p. 86, para. 302. Judgment, p. 44, para.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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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투사 방식을 사용할 경우 Placentia 만 해안의 경우 서로 마주보고 있어 

상대국의 St. Pierre & Miquelon 섬과 중첩되는 해안 투사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는 관련지역 설정을 하기 위해 프랑스 섬에 

대해 200해리 방사상투사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만약 Placentia Bay에 대해서

도 예각 또는 방사상투사 방식을 사용할 경우 해당 만의 위치상 해당 프랑스 

섬의 해안 투사와 중첩되는 투사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만은 해

안의 일반적인 방향에서 상당히 굴절된 부분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그 폐쇄선

이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으로 측정되는 해안 정면의 일부를 구성할 수 있을 

경우에는 관련해안으로 포함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1677)

   2012년 판결의 Punta de Perlas의 경우 정면투사 방식을 사용할 경우 대상 

수역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안 투사를 하고 있어 관련해안에서 배제되어

야 한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 대해 방사상투사 방식을 사용할 경우 상대국인 

콜롬비아 도서와 중첩되는 해안 투사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해

당 해안선은 니카라과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의 상당한 굴절에 해당되기 때문

에 관련해안에서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Placentia 만의 폐쇄선 측정 방식이 당사국 해안의 일반적인 방

향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1992년 판정에서는 캐나

다 Newfoundland의 남부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을 반영하기 위해 이러한 폐쇄

선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2012년 판결의 Punta de Perlas의 경

우 거의 일직선에 가까운 니카라과의 전체 해안(동향)에서 전혀 다른 방향(남

향)으로 해안 투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한 해당 해안 범위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설령 무시된다 하더라도 니카라과 관련해안 길이 측정의 합리성에 크

게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두 재판소의 관련해안 측정 방식은 

각 상황에서 관련국의 관련해안을 합리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관련해안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과 관련해 전자는 관련해안의 일

반적인 방향을 직선으로 측정하고 있지만 후자의 판결에서는 해안의 자연적

1677) 실제로 Placentia 만에 대한 처리는 2009년 흑해 사건에서 Karkinits'ka 만의 폐쇄선을 

관련해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된다. 이와 관련해 Stephen Fietta와 Robin 

Clerverly는 Karkinists'ka만의 뒷 부분의 해안과 폐쇄선이 분명히 경계획정 지역으로 투사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Black Sea Case, p. 97, para. 100. Stephen Fietta and 

Robin Clerverly, supra note 18, p.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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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형태에 따라 관련해안 길이를 측정하고 있다.1678) 이러한 관련해안 측정 

방식의 차이는 두 사건의 해안 만곡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

시 말하면 만곡도가 큰 캐나다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을 나타내는 가장 합리

적인 방식과 해안의 만곡이 심하지 않은 니카라과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을 

나타내는 가장 적합한 방식이 사용된 것이다. 

   200해리 이내 단일 대륙붕 또는 EEZ 및 200해리 이내 대륙붕의 단일 경

계획정에서 국제 재판소는 자국의 본토 해안보다 타방국의 본토 해안에 인접

한 곳에 위치하여 양국 간에 대향-인접-동향 해안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도

서(제121조 2항 상의 도서)로 인한 차단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고려되는 사항

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977년 영불대륙붕의 Channel 제도, 1992년 판정의 St Pierre & Miquelon 

섬, 2012년 San Andrés, Providencia, Santa Catalina와 같이 UNCLOS 제121조 2

항 상의 해양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는 도서가 타방국의 본토 해안 인근에 

위치해 있는 경우 당사국들은 자국의 바다쪽 해안 투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특정한 경계획정 방식을 주장해 왔다. 다시 말하면 해당 도서들을 보유

한 당사국은 자국 섬에 기점을 설정한 등거리선 방식을 주장하였고 반면에 

본토 해안국들은 해당 도서 주변에 위요선 설정을 주장해 왔다.1679) 이와 관

련해 각 재판소는 양 당사국의 해안 투사가 차단되지 않도록 대향 해안 관계

에서는 중간선/관련사정(수정된 중간선 또는 정비율 방식), 인접 해안 관계에

서는 준위요선, 그리고 동향 해안 관계에서는 회랑(평행선)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관련 도서의 규모가 매우 작아 제121조 3항 상의 암석에 해당되

고 또 다른 도서에 비해 타방국의 본토 해안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

져 있을 경우 해당 도서가 잠정적 등거리선의 기점이 됨으로써 발생될 수 있

는 본토 해안국의 차단효과를 고려하여 위요선을 설정하고 있다. 

   전술한 지리적 상황에서 대향-인접-동향 해안 관계에 적용되고 있는 이러

한 경계획정 방식도 모든 상황에 기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678) Nicaragua v. Colombia, p. 681, Sketch-map No. 6.

1679) 본토 해안국의 위요선 주장과 관련해 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Case, p. 76, 

paras. 149-150; St. Pierre and Miquelon Case, p. 1164, para. 43; Nicaragua v. 

Colombia, p. 688 paras. 169, 172, pp. 693-694, paras. 185-186. 도서를 보유한 국가의 

등거리선 주장과 관련해 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Case, pp. 82-87, paras. 

168-179; St. Pierre and Miquelon Case, p. 1163, para. 39; Nicaragua v. Colombia, 

p. 694, para.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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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동향 해안 관계에서 양국의 중첩되는 동향 해안 투사가 발생되는 관련

해역이 이러한 200해리 EEZ/대륙붕에 대한 양국의 중첩된 일응권원의 투사

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만큼의 해양 공간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 가능한 

경계획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영불대륙붕(1977년)의 경우 경계획정이 

실시된 영국 해협의 폭이 18-100해리이고 또 양국의 중첩된 동향 해안 투사

가 발생되는 해역의 폭은 약 49해리(영국 Channel 제도와 영국 본토 해안 간 

거리)이다. 이것은 1992년 판정과 2012년 판결에서 양국의 동향 해안 투사 

중첩지역이 발생될 수 있는 최대 범위인 관련 도서와 관련 도서의 본토국 간 

거리(전자: 2,062해리, 후자: 380해리)를 생각할 때 매우 좁은 해양 공간이다. 

따라서 영불대륙붕(1977년)에서 양국의 중첩되는 동향 해안 투사 지역에 회

랑 방식을 사용할 경우 프랑스의 대륙붕에 대한 일응권원의 범위를 축소 또

는 차단시킬 수 있어 적절한 방식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인접 해안 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12해리 또는 24해리 준위요선 방식이 

사용된다. 이것은 양 당사국 해안 간에 엄격한 등거리선을 설정할 경우 해당 

등거리선이 본토 해안국의 해안 투사를 불형평하게 차단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동향 해안 관계에서 양국의 균형 잡힌 해안 투사의 보장을 위해 적용된 

회랑 방식을 중간에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동향 해안과 인접 해안 관계에서 이러한 준위요 방식과 회랑 방식의 

사용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특히 세 사건 중 유일하게 3단계 경계

획정 방식을 사용한 2012년 판결에서 ICJ는 잠정적 중간선의 조정 방식으로 

위요와 회랑 방식을 사용하였다. 일부 학자들은 다수 의견의 조정 방식이 복

잡한 지리 사정에서 형평한 경계획정을 위해 참신하고 다양한 접근법을 고려

함으로써 새로운 융통성을 시사하고 있는 반면에 잠정적 등거리선에서 과도

하게 벗어난 경계획정을 실시함으로써 해양경계획정의 예측가능성과 법정 안

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1680) 또한 Abraham, Xue, Keith 재판관은 

경계획정 결과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3단계 경계획정 방식의 기계적인 적용

에 대해서는 이의를 표하고 있다.1681)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한편 양국의 동

1680) Naomi Burke, supra note 790, p. 326; Nienke Grossman, supra note 991, p. 

402; Yoshifumi Tanaka, supra note 991, p. 930.

1681) Separate Opinion of Judge Abraham, Nicaragua v. Colombia, pp. 735-739, 

paras. 21-35. Declaration of Judge Keith, Ibid., pp. 744-745, paras. 10-13. 

Declaration of Judge Xue, Ibid., pp. 747-749, paras.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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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해안과 관련된 경계획정에 관한 지침이 관련 규정과 3단계 방식에서 규정

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발생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EEZ/200해리 이내 

대륙붕 경계획정과 관련해 현재 논의하고 있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한 양국

의 인접 및 동향 해안 투사의 차단효과를 감안하여 형평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오히려 잠정적 등거리선의 조정을 요하는 긴요한 이유로 참작하여 준위

요선과 회랑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국가실행에서

도 1992년 판정 및 2012년 판결과 유사한 지리 사정과 관련된 1978년 네덜란

드와 베네수엘라 간 영해/EEZ/대륙붕 단일 경계획정에서 베네수엘라 본토 해

안의 투사에 대한 네덜란드 Antilles(베네수엘라 연안 맞은편에 위치한 네덜란

드의 Aruba 섬, Curaçao 섬, Bonaire 섬)의 “스크린 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밖

으로 확장된 U자 형태의 잠정적 중간선의 측면선을 안쪽으로 수렴시켜 조정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682) 결국 위의 두 국제 판결과 국가실행을 고려

해 볼 때 이러한 특수한 지리 상황에서 동향 해안 관계라는 특수성과 양국 

간에 엄격한 등거리선 또는 관련 도서 주변에 위요선 설정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양 당사국의 불형평한 차단효과를 고려하여 회랑 방식과 준위요 방

식의 결합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대향 해안 관계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세 사건 중 해당 해안 관계에서 경

계획정이 실시되고 또 본토 해안국의 해안 투사의 차단효과를 고려하여 잠정

적 등거리선이 조정된 사례는 니카라과 v. 콜롬비아(2012년)가 유일하다. 해

당 사건에서 ICJ는 양국 간의 해안 길이 격차(1:8.2=콜롬비아:니카라과)와 엄

격한 등거리선을 적용할 경우 니카라과의 해안 투사가 콜롬비아 도서의 동쪽 

해역 부분으로부터 차단/봉쇄되는 상황으로 인해 대향 관계 해역의 경계획정

에서 3:1의 정비율 방식을 실시하여 해당 등거리선을 콜롬비아 도서 쪽으로 

이동시켰다.1683) 이것은 또한 양국의 대향 해안 투사 중첩지역에서 (기점으로 

설정된) 콜롬비아의 도서들과 니카라과 해안 간 거리가 100해리 또는 125해

리1684)인 점을 감안할 때 위의 두 요소를 고려한 적절한 경계획정 방식이라

1682) Jonathan I. Charney, Lewis M. Alexander(ed.), supra note 101, pp. 615-63 참조. 

Separate Opinion of Ruda, Bedjaoui and Jimenez de Arechaga, Libya/Malta Case, 

pp. 78-79, paras. 7-8 참조.

1683) 이와 관련해 Xue 재판관은 선언을 통해 기점에 비중을 부여하는 것이 실제로 잠정적 등

거리선을 이동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국의 기점 간에 3:1의 비율로 새로운 선을 작도하는 것

인지에 대한 의문을 표하며 3단계 방식의 필요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Declaration of 

Judge Xue, Nicaragua v. Colombia, pp. 747-748, paras.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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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료된다. 그러나 St. Pierre & Miquelon과 같이 섬의 일부 해안이 당대국

의 12해리 영해 이내에 위치해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정비율 방식이 적용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향-인접-동향 해안 관계의 경계획정에서 당사국의 해안 투사에 대한 차

단효과, 도서의 규모 및 일방국의 본토 해안과의 거리에 따라 도서에 부여되

는 효과는 상이하다. 니카라과 v. 콜롬비아(2012년)에서는 EEZ 및 200해리 이

내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재판소는 잠정적 등거리선의 작도를 위해 니카라과

의 일곱 도서에 기점을 설정하였지만 니카라과의 본토 해안 투사의 차단효과

를 방지하기 위해 북단에 위치한 니카라과의 Edinburgh Reef1685)와 Muerto 

Cay 그리고 남단에 위치한 Great Corn 섬(9.6㎢)1686)을 기점에서 배제하였다. 

특히 니카라과 Great Corn 섬은 인근의 Little Corn 섬보다 약 3배 큰 섬임에

도 불구하고 니카라과 본토 해안의 차단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무효과가 부여

된 것으로 추정된다.1687) 이것은 불형평한 차단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

방국의 본토 해안에서 발생되는 동향 해안 투사의 차단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동일한 국가의 섬의 효과를 축소한 사례에 해당된다. 반대로 잠정적 등거리

선의 기점이 설정된 콜롬비아의 도서 중 Alburquerque Cays(둘레 길이: 1.35 

㎞)는 Great Corn 섬보다 휠 씬 작은 규모의 무인도이었지만 대상 해역에서 

콜롬비아 남부 지역의 해안 투사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암석에 기점이 설정

된 경우이다. Quitasueño와 Serrana의 경우 위의 주요 콜롬비아 섬으로부터의 

고립성, 작은 크기, 니카라과 북부 해안의 차단효과 방지 및 전체적인 비례성

을 고려하여 위요선이 설정된 사례에 속한다.1688)

   비례성 또는 불균형성 테스트와 관련하여 세 사건 모두 해당 테스트가 경

계획정 방식의 결정과 잠정적 등거리선의 조정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

항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영불대륙붕(1977년)과 St Pierre & 

1684) Nicaragua v. Colombia, p. 638, para. 22, p. 640, para. 24(a).

1685) Edinburgh Reef의 남북 길이는 4 mile(약 6.5㎞)에 해당된다. U.S. Hydrographic 

Office, supra note 1655, p. 223. 해당 암초와 니카라과 본토 해안과의 거리는 지도상 

Miskito Cays와 유사하게 24해리인 것으로 추정된다. Nicaragua v. Colombia, p. 711, 

Sketch-map No. 9.

1686) Great Corn Island의 면적은 9.6㎢이다. 인구는 2009년을 기준으로 6,200명이다. Ibid., 

p. 638, para. 21. https://en.wikipedia.org/wiki/Corn_Islands (2020.01.23. 최종확인).

1687) 그러나 Great Corn 섬은 인접 해안간 경계획정 사건인 코스타리카 v. 니카라과(2018년)

에서 반분효과가 부여되었다. Costa Rica v. Nicaragua, p. 59, para. 154. 

1688) Declaration of Judge Keith, Nicaragua v. Colombia, p. 745, para.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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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quelon(1992년) 모두 양국의 해안 투사가 차단될 수 있는 해역의 범위를 고

려하여 준위요선과 회랑 방식을 선택하여 경계획정을 실시한 사례이다. 또한 

니카라과 v. 콜롬비아의 경우도 잠정적 등거리선의 조정 단계에서 해안 길이 

격차와 니카라과 해안 투사의 차단 범위 즉 전반적인 지리적 정황이 함께 고

려되어 잠정적 경계선의 조정이 실시되었다. 이후 두 재판소 모두 최종 불균

형성 테스트에서 경계획정 결과의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관습법 하에서 경계획정 방식의 설정과 3단계 방식에서 잠정적 등거리선의 

조정에서 이러한 비례성 및 불균형성 테스트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  건
도서

(연안국: 기점인정여부)
지위(인구)

거리

(연안도서)
규모

영불대륙붕

(1977년)

Channel 제도(영: X → 12

해리 준위요선)

섬

(13,000명)

영: 49해리

프: 6.6해리

195㎢

St. Pierre & 

Miquelon

(1992년)

St. Pierre & Miquelon(프: 

부분 효과 → 12해리 & 

24해리 준위요선 + 177해

리 & 188해리 평행선) 

섬

(6,277명)

프: 2,062해리

(3,819㎞) 

캐: 10-140해리 

237㎢

니카라과 v. 

콜롬비아

(2012년)

San Andrés(콜: O 섬

(70,000명)

콜: 380해리

니: 105해리

26㎢

Providencia(콜: O) 섬

(5,000명)

콜: 380해리

니: 125해리

17.5㎢

Santa Catalina(콜: O) 콜: 380해리

니: 125해리

2.5㎢

Alburquerque Cays(콜: O 

& 12해리 준위요선)

콜: 375해리

니: 100해리

(Corn 군도: 65해리)

· 지름 

8㎞(원형)

· 1.35㎞

(둘레)

East-Southeast Cays(콜: X 

→ 12해리 준위요선)

콜: 360해리

니: 120해리

(Corn 군도: 90해리)

· 1.89㎞

(둘레)

Roncador(콜: X) 콜: 320해리

니: 190해리

15㎞(세로) x

7㎞(가로)

Serrana(콜: X → 12해리 콜: 360해리 1㎞(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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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소   결

   도서로 인한 차단효과 방지 원칙의 적용을 각 해안관계와 해역별로 살펴

보고자 한다. 첫째, 인접 해안에서 각 해역별로 도서로 인한 차단효과가 인정

되는 요건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인접 해안 간 영해 경계획정에서 제

121조, 제13조, 제6조에 따라 도서가 부여받을 수 있는 일응권원과 또 해당 

일응권원과 관련된 대상해역에서 잠정적 등거리선의 기점으로 설정될 수 있

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검토되고 있다. 둘째, 기점 설정은 경계획정 당시

의 물리적 상황에 근거하여 판단되며 이로 인해 현장 방문이 상당히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해안에서 1해리와 3해리 떨어져 있는 암

석의 경우 12해리라는 좁은 영해대에서는 본토 해안으로부터 상대한 거리에 

위요선) 니: 170해리

(Miskitos Cays: 

145해리)

x0.4㎞(가로)

Quitasueño(콜: X → 12

해리 위요선)

QS 32: 암석 콜: 약 380해리

니: 약 125해리

(Miskitos Cays: 

90해리)

57㎞(가로) 

x20㎞(세로)

(QS 32: 1㎡)

Miskitos Cays(니: O) 니: 24해리 27㎢

(Miskitos 

Cays: 12㎢)

Ned Thomas Cays(니: O) 니: 약 24해리

(Provindencia 섬: 

95해리)

Little Corn Island(니: O) 섬(1,200명) 니: 26해리 3㎢

Great Corn Island(니: X) 섬(6,200명) 니: 약 26해리 9.6㎢

Edinburgh Reef(니: X) 니: 약 24해리 4 miles(6.5㎞)

(세로)

[표 12] 대향-인접-동향 해안간 EEZ/200해리 이내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기점 설정 관련 도서 (본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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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져 있어 기점으로 설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상대국 해안에 이

에 상응하는 도서가 존재할 경우에는 기점으로 설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접 해안 관계에서 각 해역별로 도서로 인한 차단효과 방지 원칙을 살펴

보고자 한다. 첫째, 인접 해안 관계 간 EEZ/200해리 이내 대륙붕 경계획정에

서는 서는 국가실행 상 본토 해안에서 24 miles(약 20.8해리) 이내에 떨어져 

있는 도서의 경우 해안의 일체로 인정되어 잠정적 등거리선의 기점으로 설정

된다. 판례법 상 이러한 24 miles 거리 법칙은 섬의 규모에 대한 고려와 함께

해당 해안 관계의 대상수역에서도 대략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당성을 인정받은 섬이라도 상대국 해안 바로 앞에 위치해 있거나 

또는 제121조 하의 암석의 경우 그 규모에 따라 기점 설정에서 배제될 수 있

다. 둘째, 해역과 제121조상의 섬의 법적 지위에 따라 해안의 일체를 구성하

는 거리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본토 해안에서 1-3해리 떨어져 있는 암석의 

경우 영해 경계획정에서는 해안의 일체를 구성하지 않지만 EEZ/200해리 이

내 대륙붕 경계획정에서는 해안의 일체를 구성한다. 셋째, 대상해역의 성격

(폐쇄해/반폐쇄해/공해와 연결)에 따라 관련지역 설정에 적용될 수 있는 적합

한 해안 투사 방식은 다르다. 넷째, 도서로 인한 차단효과의 불형평성은 해안 

투사 방식에 따라 그 상당성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다섯째, 당사국의 행

위는 일반적으로 지리적 요인보다 우위성을 갖지 못한다. 여섯째, 도서와 관

련된 인접해안 간 경계획정에서 비례성 테스트는 기점 설정과 잠정적 등거리

선 조정에서 실제로 중요한 요소로 검토되고 있다.

   인접 해안 간 200해리 이원 단일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관련 도서가 본토 

해안에서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을 경우 본토 해안의 일부로 간주될 수 없

으며 무효과가 부여된다(88해리 떨어져 있는 도서에 무효화가 부여 됨). 

   다음으로 대향 해안 관계에서 각 해역별로 도서로 인한 차단효과 방지 원

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대향 해안 관계의 영해 경계획정에서는 아무리 

작은 도서일지라도 UNCLOS 제121조상의 암석 또는 섬으로 인정될 경우 12

해리 영해에 대한 일응권원을 엄격하게 부여하고 있다. 둘째, 해당 대상해역

에서 양국의 주요 해안 간 중간선 인근에 위치한 소도 및 암석의 경우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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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게 그에 상응하는 도서가 존재할 경우 중간선의 기점으로 설정될 가능성

이 크다. 셋째, 본토 해안 간 중간선을 기준으로 일방국의 도서가 상대국의 

본토 해안 가까이에 위치해 있을지라도 그 규모와 중요성에 있어 그 상당성

이 인정되는 경우 위요선이 설정되지 않고 완전한 효과가 부여될 수 있다. 

넷째, 양국의 중첩되는 영해에 위치한 간출지의 영유권 결정은 잠정적 경계

선이 획정된 이후에 결정된다. 다섯째, 도서와 관련된 대향 해안간 영해 경계

획정에서 항행 요소는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검토된다. 따라서 상당한 규모의 

섬이라 할지라도 항행의 이익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경우 기점으로 

설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또 12해리 준위요선만 부여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대향 해안간 배타적경제수역·200해리 이내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도서에 의한 차단효과 방지 원칙과 관련해 요약해 보고자 한다. 첫째, 대향 

해안간 EEZ·200해리 이내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관련 도서가 해안의 일체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해당 도서의 크기, 본토 해안과의 거리, 중요성, 그리고 

직선기선 상의 흩어져 있는 섬인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 둘째, 본토 해안에 

대한 도서의 일체성은 폐쇄해/반폐쇄해와 같은 관련지역의 성격과 당사국의 

본토 해안 간 거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24 miles 테스트도 이러한 

대상 해역의 성격에 따라 엄격하게 또는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 셋째, 일

방국에게만 도서가 있을 경우 그 상당성과 본토 해안과의 거리에 따라 다양

한 효과가 부여될 수 있다. 따라서 양국 본토 해안의 중간선 인근에 위치한 

섬의 경우 그 상당성이 인정되지 못하고 또 상대국 쪽에 그에 상응하는 도서

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기점으로 설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넷째, 양국 

간에 위치상 서로 상응하는 도서가 존재할 경우 지리적 상황에 따라 양 도서

에 기점이 설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볼 수 있다. 다섯째, 대향 해안 관계에서 

관련지역의 설정은 마주보는 있는 당사국 해안 길이 격차에 따라 정면투사 

또는 방사상투사 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 여섯째, 당사국의 관련해안 길이 격

차를 기준으로 하는 비례성 테스트는 두 해안 길이의 현격한 차이를 요구하

고 있으며 또 양국 해안 간 거리가 상당할 경우에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

다. 일곱째, 배타적어업수역(EFZ) 경계획정에서는 어업자원 요건이 지리 요소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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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EEZ/대륙붕 경계획정에서 대향-인접-동향 해안 관계를 형성하

는 도서로 인한 차단효과 방지 원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해안 관계는 본토 해안과는 달리 도서가 방사상투사를 할 수 있는 특성 그리

고 대향 해안 관계에 있는 두 본토국간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일방 본토국 인

근에 타방국의 도서가 위치해 있음으로써 형성된다. 이러한 해안 관계에서 

차단효과 방지 원칙에 따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

다. 첫째, 해당 해안 관계에서는 관련지역은 일반적으로 방사상투사 방식으로 

설정된다. 둘째, 해당 해안 관계에서의 경계획정은 각 해안 관계에서 양국의 

해안 투사 방향과 차단효과를 고려하여 다른 경계획정 방식이 적용된다. 즉 

대향 해안 관계에서는 중간선 또는 조정된 중간선(정비율), 인접 해안 관계에

서는 위요선, 동향 해안 관계에서는 회랑 방식(평행선)이 적용되는 양상을 보

여준다. 그러나 영불대륙붕에서 Channel 제도의 경우 영국 해협이라는 협소

한 해역대로 인해 동향 해안 관계에서 준위요선 방식이 사용된 사례에 해당

된다. 셋째, 대향-인접-동향 해안 관계의 경계획정에서는 도서의 규모 및 상

대국의 본토 해안과의 거리에 따라 도서에 다른 효과를 부여하여 중간선의 

기점으로 설정될 수도 있고 또 해당 도서 주변에 위요선이 설정될 수도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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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해양경계획정은 해양 공간을 대상으로 형평의 법과 형평의 절차에 따라 

법적 판단을 하는 과정이다. 해양법의 헌법이라 불리는 UNCLOS의 적용을 

통해 해양에 대한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제74조와 제

83조 규정의 모호함은 다시금 해양경계획정이 법의 지배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 이후 

지난 50년 간 약 30여개의 판례의 집적은 이러한 회의와 의심을 떨치기 위한 

지난한 과정이었다. 그리고 해양경계획정의 법체계의 구축은 판례법상 선호

되어온 등거리선/관련사정 방식을 구체화한 3단계 방식을 명시적으로 도입하

게 되면서 어느 정도 실현되는 것처럼 보였다.1689) 그러나 해양 지리의 다양

성으로 인해 각 지리상황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규칙은 국가실행에서도 또 

판례법에서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논문은 해양경계획정 과정에서 경계획

정의 방식의 선택과 경계선의 조정 기준 중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차단효과 방지 원칙의 개념과 해당 원칙과 관련된 고려사항들을 검토해 보고 

판례법에서 해당 원칙의 실행을 검토하여 경계획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일반 

원칙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차단효과는 특정한 지리적 요인에 의해 대상 해역에서 국제법상 연안국에게

허용되는 해안 투사(일응권원의 확장)가 잠정적 경계선에 의해 불형평하게 

차단되는 상황을 말한다. 따라서 차단효과 방지 원칙은 UN 해양법협약에 근

거하여 해안에서 발생되는 당사국의 잠재적인 일응권원이 중첩된 상황에서 

당사국의 일응권원의 투사가 오목성 해안 또는 섬 등과 같은 지형의 영향을 

받아 설정된 잠정적 경계선에 의해 불형평하게 차단되는 것을 방지하는 원칙

이다. 따라서 해당 원칙은 해양경계획정의 대원칙인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

다(The land dominates the sea)”는 원칙 하에서 각 경계획정 단계에서 적용되

는 또 다른 형평의 하위 원칙들과 유기적인 법체계를 이루며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차단효과 방지 원칙은 경계획정 초기에 그 독자적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침해금지 원칙 하에서 적용되어 왔다. 침해금지 원칙은 그 기원상 대

1689) Black Sea Case, pp. 101-103, paras. 1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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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붕의 자연적 연장의 고유성에 근거하여 해석된 원칙으로 그에 따라 경계획

정은 양국 간에 새로운 경계획정선을 획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경계선을 찾고 선언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차단효과 금지 원칙은 

이러한 특정 해역의 성격과는 관계없이 양국의 일응권원의 등가적 관계에 기

초하여 양국의 중첩된 일응권원을 형평의 원칙에 따라 분할하는 창설적인 역

할을 수행한다. 그에 따라 차단효과 방지 원칙은 이러한 일응권원의 등가적 

관계가 전제되는 단일경계획정과 단일대륙붕 경계획정에서 중요한 원칙으로 

적용되어 왔다. 이 두 유형의 경계획정에서는 대륙붕과 관련된 일방국의 고

유한 권리가 경계획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지 않는다. 특히 단일경

계획정의 경우 모든 해역에 대해 중립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인 지리에

서 발생되는 해안 투사의 불형평한 차단효과의 방지를 중요한 사항으로 고려

하고 있다. 또한 영불대륙붕 사건에서 단일대륙붕의 존재는 물리적 자연적 

연장의 개념을 사법적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UNCLOS 제

76조 1항의 200해리 거리 원칙의 등장으로 인해 더욱 구체화되었다. 그에 따

라 차단효과 방지 원칙은 당사국의 일응권원의 동가성이 보장되는 200해리 

이내 대륙붕과 200해리 이원에 존재하는 단일대륙붕의 경계획정에서도 적용

될 수 있는 형평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차단효과 방지 원칙은 자

연적 연장으로 현시되는 대륙붕 권리의 배타성에 기초해 있는 침해금지 원칙

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

   해양경계획정에서 차단효과 방지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차단효과의 

존재와 그 불형평성을 평가 또는 검증할 수 있는 범위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법상 허용되는 당사국의 일응권원의 범위에 근거하여 해당 권

원의 현시 수단인 해안 투사(정면투사 또는 방사상투사)의 중첩 범위 설정을 

통해 관련해안과 관련지역이 설정된다. 그런 후 양국의 관련해안 길이 비율

과 잠정적 등거리선에 의해 분할되는 대상해역 비율간의 불균형성을 확인함

으로써 차단효과의 불형평성을 검증하게 된다. 이러한 불균형성 테스트는 해

양경계획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후적으로 고려되는 제한적인 역할보다는 형

평의 원칙/관련사정 방식과 등거리선 방식에서 불형평한 차단효과의 불형평

성 평가의 기준이 됨으로써 경계획정 방식의 선택과 잠정적 경계선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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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된다. 이와 관련해 당사국들이 불

균형성 테스트에서 자국에게 유리한 해안 투사 방식을 선택하여 관련해안과 

관련지역을 설정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판례를 통해 확인해 보았다. 불균형성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차단효과가 존재할 경우 이러한 불합리한 차단효과는 

상호 균형 잡힌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단효과를 조정하는 기

준과 방법으로 해안길이 격차와 섬, 암석, 돌출 해안, 기타 소지형의 효과에 

대한 조정이 고려된다. 따라서 이 두 요소는 경계획정 과정에서 별개의 관련

사정으로 검토되기 보다는 차단효과 방지라는 원칙 하에서 적용되는 요소라

고 볼 수 있다.

   차단효과의 적용대상이 대상 해역으로의 해안 투사임을 고려해 볼 때 주

요한 해안 형태인 본토 해안과 섬 해안으로 나누어서 차단효과를 검토해 보

았다. 본토 해안과 도서 해안 모두 UNCLOS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응권원을 

가질 수 있지만 판례법에서는 불형평한 차단효과가 발생되었을 경우 본토 해

안의 일응권원보다 도서의 일응권원이 지리 상황에 따라 더욱 유연하게 조정

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유형의 해안을 분류하여 각 해안에서 차

단효과를 발생시킬 수 각 해안의 지리적 요인에 따라 차단효과 방지 원칙의 

실행을 검토하였다.

   본토해안에 의해 발생되는 차단효과는 섬에 의한 차단효과보다 좀 더 다

양한 지리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이

러한 다양한 차단효과의 원인은 인접한 본토 해안 관계에서 자연적으로 파생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본토해안에 의한 차단효과의 주요 발생 원

인인 오목성 해안은 북해대륙붕 사건에서 독일에 의해 제기된 이후부터 가장 

최근 사건에 이르기까지 인접국간 경계획정에서 당사국들의 단골 청구 메뉴

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영해 경계획정에서부터 200해리 이원 대륙붕 경계획

정에 이르기까지 오목성에 의한 차단효과는 일반적으로 잠정적 등거리선의 

적용과 함께 중요한 관련사정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재판소와 당사국들

은 차단효과의 불형평성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방식과 증거에 근거해 오목성

에 의한 차단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평가를 시도해 왔다. 하지만 이러

한 기준들도 각 사건에서 늘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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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와 당사국이 의거하고 있는 관련해안과 차단효과가 발생되는 해상 지

점 사이의 거리와 같은 요소보다는 북해대륙붕에서부터 고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불균형성 평가를 통해 차단효과의 불형평성을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차단효과의 검토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를 더욱 명시적으로 논

의하고 판시함으로써 명확한 기준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5장에서는 도서에 의한 차단효과를 도서의 방사상투사로 인해 형성될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의 해안 관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특히 섬은 잠정

적 등거리선의 기점으로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해안과의 일체성, 섬의 법적 

지위 그리고 상당성이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이러한 도서에 의한 차

단효과는 각 해안 관계와 해역별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경계획정 방식과 기준이 존재함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양국

간에 도서로 인하여 대향-인접-동향 해안 관계를 형성하는 특수한 지리 상황

에서 준위요선과 회랑 방식이 양국의 해안 투사의 차단을 고려한 합리적인 

경계획정 방식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해안 관계의 해역에서는 

관련 판례의 부족으로 성급하게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해양경계획정은 해양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단효과 방지 

원칙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용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

야 한다는 점에서 본 주제에 접근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본 논

문에서는 판례 자체의 분석을 통해 차단효과 방지 원칙이 각 지리적 요인과 

관련해 해안 관계별로 또 해역별로 적용되어 온 일반 원칙의 유무를 찾아보

고자 하였다. 차단효과 방지 원칙의 법 원칙 체계는 당사국의 일응권원의 등

가성을 전제로 한 경계획정 과정에서는 일반화된 법 원칙으로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난 50년간의 판례 실행의 분석을 통해 일부 지리 상황에

서는 해당 원칙의 적용에 있어 공통된 법칙이 일부 존재하기도 하며 또 특정 

사례들은 장래의 법 해석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될 수 부분도 있었다. 그러

나 이 연구에서 분류된 각 지리 상황에서 일부의 지리 상황들은 관련 사례의 

부족으로 일반 원칙을 구축되었다고 성급하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다양한 국가 실행과 향후 판례의 동향 분석을 통해 지

속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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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rinciple of avoidance of a cut-off effect as a sub-principle of equitable 

principle plays a key role in the whole process of the maritime delimitation. 

Even though it has a significant role in the delimitation, the theoretical system 

of the principle is not well established. This dissertation attempts to research the 

concept and its relevant considerations as well as present any existence of 

general rule in its application based on international jurisprudence and state 

practices relating to  maritime delimitation.

   A cut-off effect refers to the situation in which coastal projections (extension 

of entitlement) of a State is inequitably cut off by the provisional delimitation 

line. Thus, the principle of avoidance of a cut-off effect is a principle to prevent 

an inequitable cut-off of the projection of the entitlement of the State by the 

provisional line, there being the area of overlapping potential entitlements to 

maritime rights. The principle applies and forms an organic legal system with 

other equitable principles under the principle that "The land dominates the sea." 



- 372 -

Its role is an important consideration in determining the delimitation method and 

adjusting the provisional line under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 addition, 

in the equidistance/relevant circumstance method, it is an important equitable 

criteria for selecting the base points, adjusting the provisional equidistance line, 

and evaluating the disproportionality. However, this principle had been applied 

and recognized as a consideration under the principle of non-encroachment since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in 1969 based on the concept of the 

continental shelf which exists ipso facto and ab initio until the explicit 

introduction of the principle of overlapping projection in the Black Sea case in 

2009. However, the principle of avoidance of a cut-off effect is based on the 

equivalent relations between the entitlements of the States and the main principle 

applied in the single (multi-purpose) delimitation and the delimitation of the 

single continental shelf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distance principle so 

that it needs to be distinguished from the non-enchroachment principle based on 

the exclusivity and the nature of the continental shelf rights manifested by 

natural prolongation.

   In order to apply this principle in maritime delimitation, the extent to which 

the existence of the cut-off and its inequality can be assessed or verified must 

be established. To this end, relevant coasts and relevant area are determined by 

the extent of States' entitlements permitted under international law and the 

overlapping range of States' coastal projection(frontal projection or radial 

projection), the means of manifestation of such rights. Then, inequitableness of 

the cut-off effect is evaluated by the disproportionality between the ratio of the 

relevant coast length of the States and the ratio of the maritime areas alloted by 

the provisional equidistance line. This disproportionality test is checked not only 

in the last stage of the maritime delimitation but also during the process of 

determining equitableness of the cut-off effect. If there is an unreasonable cut-off, 

the disparity of the coastal length and the effect of islands, rocks and 

promontories, and other small features are reviewed as criteria and method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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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st these inequalities in a balanced way.

   The application of the cut-off effect on a coastal projection to the maritime 

area is such that it can be segregated into the mainland coast and island coast. 

Both mainland coast and island coast have entitlements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UNCLOS, but in case of inequitable cut-off, the 

entitlement of the island has been adjusted more flexibly depending on the 

geographic situation than the entitlement of the mainland coast. Therefore, two 

types of coasts were classified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 of 

prevention of cut-off effects was examined according to the geographical factors 

of each coast which lead to a cut-off of a State's maritime entitlements.

   First, the cut-off effect caused by the mainland coast is mainly due to the 

adjacency location of the coast. In this geographical relationship, the cut-off 

effect is taken into account from the determination of the starting point of the 

maritime boundary. However, in the international jurisprudence, the significance 

of the cut-off effect caused by the coastal concavity between adjacent States, 

which is the most representative case of the cut-off effect, can be differently 

evaluated depending on the maritime areas which have their own range of the 

relevant coast and relevant area. Furthermore, this effect is recognized in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nm, confirming the importance 

of the equivalent status of the entitlements of the States on which the principle 

of avoidance of the cut-off effects is based. Moreover, this dissertation analyzes 

the cut-off effects caused by the enclaves which exist in another State's main 

land coast and minor coastal projection of the mainland coast.

   Secondly, the cut-off effect related to the land coast is an important relevant 

factor in the choosing the appropriate base points, adjusting the provisional 

equidistance line, and applying the disproportionality test in the equidistance 

method. However, in the international cases this effect is usually limited to the 

terms of the distorting effect and disproportionate effect, so this study examine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ut-off effect and two other effec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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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rms the concept of the cut-off effect. Also, due to the nature of the islands 

generating coastal projections in all directions, it is noted that depending on the 

geographic situation, they creates various coastal relationships with the other 

State's coasts: adjacent coasts, opposite coasts, and coasts facing the same 

direction. Ther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 of avoidance of a cut-off 

effect by islands coast is examined for each coastal relationship and maritime 

areas.

Keywords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maritime delimitation, equitable principle, the land dominates 

the sea, cut-off effect, principle of non-enchroachment, title, 

entitlement, maritime right, relevant coast, relevant area, coa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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