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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條約締結에 대한 國會의 同意制度*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중심으로―
1)

鄭 印 燮**

Ⅰ. 서

현행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

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헌헌

법 이래 일정한 조약의 체결에는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는 규정이 있었고, 우

리 헌정사에서의 잦은 改憲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내용은 그다지 큰 변화를 

겪지 않은 편이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조약 체결은 立法行爲의 일종이다. 따라서 일정한 조약의 체결과정

에 立法府가 관여하는 현상은 그 관여의 정도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 의

회 민주주의가 시행되고 있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의 공통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制憲憲法을 기초하 던 兪鎭午 박사는 우리 헌법상 조약체결에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범위가 “대단히 광범위하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조
약의 범위는 극히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하 다.1) 그러나 이러한 예상과

는 달리 체결과정에서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조약보다는 거치지 않는 조약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어떠한 조약이 체결에 앞서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느냐는 헌법 제60조 제1항

에 규정되어 있지만, 그 각각의 사유의 구체적 의미와 실태에 관하여는 아직 

연구가 그다지 많지 않다. 본고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유중 특히 “財

* 본 논문에 관하여는 1999년 서울대학교 일반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1) 兪鎭午, 憲法解義(명세당, 1949),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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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的 負擔을 지우는 條約”의 의미를 검토하려고 한다. 국가나 국민에게 財政

的 負擔을 지우는 條約이란 통상 條約을 체결함으로써 國家나 國庫로부터 재

정지출을 하게 되거나, 借款協定(또는 차관지불보증협정) 등과 같이 主債務나 

保證債務를 부담하는 조약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2)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조약은 제헌헌법 이래 일관되게 국회의 동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왔는

데, 다만 제5공화국 헌법부터는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조약” 앞에 “중대한”이
란 수식어가 첨가되어 동의대상이 부분적으로 축소되었다.3) 國會同意를 요하

는 조약의 유형으로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조약을 명기한 입법례는 사실 많지 

않은데, 이는 각국 헌법상의 國會同意 대상 조약을 표시하는 방법상의 차이에

서 오는 것이며, 豫算支出이 소요되는 이런 유형의 조약의 체결이나 이행에 

대하여 각국 立法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관여하게 된다.4)

이하 본고에서는 대한민국은 헌법의 해석상 어떠한 유형의 조약을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조약으로 처리하여 왔는가? 그러한 운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가?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조약으로 國會同意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國會同意 없이 체결된 조약은 없었는가 하는 점 등을 검토하려고 한다.

2) 金鎔珍, “國會의 同意를 요하는 條約의 범위”, 순간법제 1988. 10. 12. p.36; 박
태, “조약심사와 그 사례 소개”, 법제 1997년 5월, p.113.

3)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조약을 포함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을 규정한 
제헌헌법 제42조의 내용은 당시 프랑스 헌법 제27조 제1항의 직접적인 향을 받은 것
으로 보인다. 양자는 그 내용이 유사하여, 兪鎭午 박사도 제헌헌법 제42조를 설명하면
서 항시 프랑스 헌법 제27조 제1항을 같이 지적하 다. 兪鎭午(전게주 1), p.105; 兪鎭
午, 逐條比較 憲法解義(崇文社, 1954), p.318 등. 당시의 프랑스 헌법 제27조 제1항은 
현행 프랑스 헌법 제53조와 같은 내용이다. 프랑스에서 조약의 國會同意에 관하여는 P. 
Eisemann, France, in M. Leigh & M. Blackslee ed., National Treaty Law and 
Practice: France, Germany, India, Switzerland, Thailand, United Kingdom(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1995), pp.6-7 참조.

4) 예를 들어 네덜란드 헌법 제91조 제1항은 조약 체결에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법률로써 이에 대한 예외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Kingdom Act on Approval and Publication of Treaties(1994) 제7조 c는 상당한 재정적 
의무와 관련되지 않는 조약은 의회의 승인이 불필요하다고 규정하여 우리 헌법과 사실

상 같은 결과가 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의 조약의 國會同意에 관하여는 J. Brouwer, 
Netherlands, in M. Leigh, M. Blakeslee & L. Ederington ed., National Treaty Law and 
Practice―Austria, Chile, Colombia, Japan, Netherlands, United States(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1999), pp.138-139 참조. 일본에서도 헌법 제73조 제3항의 
해석관행상 재정지출과 관련된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 T. Kawakami, Japan, 위
의 책, pp.111-1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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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借款導入協定

가. 차관도입에 관한 법형식의 변천

국가나 국민에게 財政的 負擔을 주는 조약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았던 과거

의 대표적 유형은 借款導入協定이었다. 借款導入協定은 1973년 초까지 조약으
로 처리되었는데, 당시 한국의 조약업무중 가장 중요한 분야의 하나가 바로 

借款導入協定의 체결이었다. 1960년부터 1972년 말까지 한국이 체결한 다자 

및 양자조약 총수가 401건이었는데 그중 90건이 借款導入協定이었다. 이는 같

은 기간 중 國會同意를 받은 양자조약의 약 2/3에 해당하 으니, 당시 한국의 

조약체결업무중 借款導入協定이 차지하 던 비중을 알 수 있다.5)

한국의 公共借款 도입은 1959년부터 시작되었다. 6.25 직후의 외자도입은 
주로 미국으로부터의 무상원조 형식이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무상대외원조

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미국은 1958년 개발차관기금(Development Loan 

Fund; 이하 DLF)을 설치하여 대외원조의 有償化를 본격화하 다. 한국도 1959

년부터 DLF과 借款導入協定을 체결하 다. 첫 번째로 성사된 건이 1959년 4

월 8일 체결, 발효된 서울 등 주요도시 통신시설 확충을 위한 총350만 달러 

규모의 借款協定이었다. 借款協定을 체결한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처음에는 
이에 대한 國會同意 문제가 고려되지 않았던 듯 하다. 협정이 성립된지 근 반

년도 더 지난 10월 13일 정부는 이 협정이 상환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국

가 또는 국민에게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조약이라고 판단하여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 다. 뒤늦은 동의요청이었지만 국회에서는 별다른 이의없이 12월 9일 

동의가 부여되었다.6) 事後同意의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는 이 협정이 공포된 

관보 호외를 1959년 4월 8일자로 소급 제작하여 마치 이 협정이 발효일에 공
포된 것 같은 외관을 취하 다.7)

1959년 중에도 3건의 DLF 借款協定이 추가로 체결되었으나, 3건 모두 國會

5) 총 조약 숫자는 이 기간 중 발효 기준이고, 借款協定 수는 체결 기준이다. 借款
協定의 숫자에는 독일과의 4건의 재정원조협정이 포함되었으며, 한일 국교정상화에 따
른 청구권 자금과 관련된 협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6) 國會事務處, 國會史 제4대, 제5대, 제6대(국회사무처, 1971), pp.205-206.
7) 이 협정을 조약 제53호로 공포한 1959년 4월 8일자 관보 호외(기2)가 왜 소급 

제작되었다고 추측하는가에 대하여는 拙稿, “條約締結에 대한 國會의 事後同意”, 서울
국제법연구 제9권 제1호(2002), p.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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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意 없이 체결되었다. 다만 정부는 그 해 연말인 1959년 12월 4일 “대한민국

과 미합중국 개발차관기금과 앞으로 체결할 借款協定에 대한 사전비준동의안”

이란 제목으로 총 37건의 사업을 위한 1억 달러 규모의 차관도입계획에 대하

여 國會同意를 요청하 다. 이 차관도입계획에는 借款協定이 이미 체결된 4건

의 사업을 포함하여 DLF 내부적으로 차관공여가 사실상 승인된 사업, DLF측

에서 검토중인 사업은 물론 당시 국내에서 신청서를 작성중인 사업까지 포함

된 상태 다. 정부는 DLF 차관을 좀더 많이 도입하려면 협상이 타결된 사업

마다 신속하게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데, 사업별 차관도입 협상이 타결된 

이후 개별적으로 國會同意를 받아 정식으로 협정을 체결하려 하면 시간도 많

이 걸리고 사업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니 협정이 타결되기 이전 우선 

도입계획만으로 一括同意를 하여 달라는 요청이었다. 이러한 정부측 요청에 

대하여 조약에 대한 동의는 그 문안이 확정된 이후에야 가능한 것이지, 차관
을 도입하여 어떠한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만으로는 일괄동의를 부여할 수 

없으며, 구체적 도입조건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동의는 違憲이라는 

비판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기되기도 하 다. 그러나 부족한 산업자금 도입

이 시급하 던 당시 국회는 결국 정부 요청에 동의하 다.8) 차관도입 계획에 

대한 일괄적 사전 國會同意는 60년대 이후에도 借款協定에 대한 통상적인 國

會同意의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5.16 후 군정기간 중에는 국회의 권한을 행사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조약

체결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 으나,9) 이 기간 중 체결된 借款協定들은 조약

등록조차 누락된 것이 여러 건이며,10) 최고회의의 회의록이 일반적으로 공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 여부의 확인도 어렵다. 借款協定이 다시 조약으로 

정상적으로 등록되고 처리된 것은 1963년 12월 17일 민정 이양 이후이다. 이

때부터 公共借款의 도입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인 제8대 국회까
지 借款導入協定은 조약으로 처리되었다. 제6대 국회부터 제8대 국회에서는 

정부가 향후 추진 예정인 財政借款協定과 차관 지불보증계획안을 일괄 작성하

여 국회의 동의를 받는 방식을 자주 사용하 다. 물론 개별 借款協定別로 국

8) 國會史(전게주 6), pp.207-216, 당시 체결된 4건의 DLF 借款導入協定은 사실 
조약이라기보다는 계약에 해당하 다. 이 점에 대하여는 아래 다. 條約으로 오인된 借
款導入契約 항목 참조.

9) 國家再建非常措置法 제9조, 姜炳斗, 革命憲法(수학사, 1961), p.274.
10) 이 점에 대하여는 아래 라. 누락된 借款導入協定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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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동의를 받은 사례도 많았다.

1972년 10월 유신의 선언으로 국회의 기능이 정지된 시기에 정부는 借款導

入協定의 성격을 재규정하 다. 公共借款의 내용이 대부분 특정사업의 추진에 

소용될 대외지불수단의 제공과 그 상환에 관련된 조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

므로 條約이라기보다는 단순한 契約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내에서 

제기되었다. 비록 국가가 협정의 주체일지라도 그 실질내용은 私法的 行爲에 
해당하므로 公共借款 도입합의는 조약이 아닌, 국가의 부담이 될 契約으로 파

악함이 옳다는 것이었다.11) 이러한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았다. 

차관도입계획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사전동의를 요청하여도 國會同意가 항상 

신속하게 부여되지 않았으며, 국회에서 여러 가지 부대조건을 추가하는 경우

도 많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借款提供先과 도입교섭을 마쳐 협정을 체결하

어도 國會同意를 바로 받지 못하여 실제 발효시까지 상당한 추가시간이 소요

되기도 하 다. 경제개발 투자를 위하여 대규모 산업자금의 신속한 확보가 간

절하 던 당시 한국정부로서는 좀더 간이하고 신속한 도입절차를 마련하고 싶

어하 다. 또한 도입의 실질 교섭과 결정은 경제기획원 등 경제부처가 담당하

는데, 조약 체결은 외무부 소관사항이라서 일관된 업무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 다. 이에 1973년 2월 16일 비상국무회의는 公共借款의 導入 및 管理

에 관한 法律을 새로이 제정하 다.
이 법에 따르면 公共借款 도입업무의 주무부처를 경제기획원으로 통일하고, 

경제기획원 장관이 차년도 公共借款 추진계획을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 사

업을 추진하도록 하 다(동법 제7조). 여기서 조약체결시 사용되는 “國會同意” 

대신에 국회의 의결이란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借款導入協定을 국가의 부담이 

될 契約으로 파악하려는 의도 다.12) 이 법은 1973년 말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제8조의2가 신설되었는데, 公共借款協定은 경제기획원 장관이 정부를 대표하
여 이를 체결하고 官報에 공고하도록 하여 借款協定이 條約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 다.13)

11) 金贊鎭, 外資導入論(일조각, 1976), p.260.
12) 제3공화국 헌법 제54조, 유신헌법 제93조, 현행 헌법 58조 참조.
13) 제8조의2가 추가되기 전까지는 公共借款의 導入 및 管理에 관한 法律에는 공고

에 관한 조항이 없었다. 이에 개정 이전에는 借款導入協定을 대통령이 공고하 다. 예
를 들어 1973년 2월 28일자 대한민국(차주)과 미합중국(AID가 대행)간의 협정(대통령 
공고 제37호)(1973년 4월 23일자 관보 제6431호(그2), p.4246-3 이하). 대통령 공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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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973년 이후 체결된 대부분의 借款導入協定은 국내적으로 조약의 지

위를 부여받지 못하 다.14) 즉 당시 公共借款의 주도입선이었던 미국으로부터

의 借款導入協定은 1972년 9월 13일에 발효된 조약 제451호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조약으로 처리되지 않았다. IBRD로부터의 借款導入協定도 1973년 1월 

27일에 발효된 조약 제464호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조약으로 처리되지 않았으

며, ADB로부터의 借款導入協定도 1973년 1월 27일 발효된 조약 제466호가 
조약으로 처리된 마지막 사례 다. 다만 외교통상부 발행의 대한민국 조약목

록(1948-2001)에 따르면 일본으로부터의 公共借款 도입협정은 그 이후에도 계

속 조약으로 처리되었다.15) 왜 일본으로부터의 借款導入協定만은 계속 조약의 

형식으로 체결되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의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닌가 싶다. 한편 독일로부터의 차관도입은 예정된 기간동안 공여될 차관의 

총액과 사업의 기본방향만을 정한 재정원조협정을 조약으로 먼저 체결하고, 
구체적인 공여조건과 상환방법, 이자 등에 관하여는 추후 독일 재건은행

(Kreditanstalt für Wiederaufbau)과 한국정부간에 별도로 체결되는 財政借款協

定을 통하여 합의하 다. 재정원조협정이 한국과 독일간에 체결된 조약임에 

반하여, 財政借款協定은 독일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契約의 형식을 취하 다.16) 

당시 일본과 독일로부터의 차관도입 형식은 전체적으로 볼 때 예외적인 방식

이었다.

형식은 1974년 3월 14일자 관보 제6698호에 공고된 1974년 2월 18일자 대한민국과 아
세아개발은행간의 협정을 마지막으로 없어지고, 법 개정에 따라 1974년 2월 20일자 제
2종합제철 건설 타당성 조사를 위한 미국 수출입은행 및 US Steel Engineers and 
Consultants Inc.와의 借款協定부터는 경제기획원 장관이 借款協定을 공고하게 되었다
(1974년 3월 22일자 관보 제6705호). 公共借款의 導入 및 管理에 관한 法律은 그 후 
폐지되고 1984년부터는 외자도입법이, 다시 그 후에는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
한 법률이 근거법의 역할을 하 다.

14) 9대 국회 이후 차관도입협정은 행정협정의 형식으로 체결되고 있다는 해설도 
있다. 곽재규, “國會의 條約 비준 동의에 관한 고찰”, 國會報 1988년 4-6월호, pp.103- 
104. 행정협정을 국회의 동의 없이 행정부가 단독으로 체결하는 조약 유형이라고 보았
을 때, 1973년 이후의 차관도입협정은 대부분 조약으로 취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
정협정이라는 해석은 옳지 않다.

15) 일본으로부터의 借款導入協定은 70년대 초부터 계속 각서교환에 의한 조약의 
형식으로 체결되었다. 1973년 이후에도 1990년 9월 11일 공포된 조약 제1106호 대한민
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제7차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각서 교환까지 
총 16건의 차관도입 합의를 일본과 조약으로 체결하 다.

16) 1973년 이후에도 독일과는 총10건의 재정원조협정이 조약으로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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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借款導入協定의 법적 성격

한국의 借款導入協定은 1973년 2월 초까지만 조약으로 취급되었고, 그 이후

부터는 계약으로 취급되었다고 설명하 다. “국가나 국민에게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조약”이 되는 경우 國會의 同意를 받아 체결되고, 조약 번호가 부여되
며, 조약으로서의 효력을 지니게 된다. 반면 契約이라면 國會의 議決을 거쳐야 

하나, 조약으로서의 형식과 효력은 갖지 않게 된다.17) 어떠한 취급방식이 올바

른 것인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조 제1항 a는 조약이란 그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국제법의 지배를 받는 국가간의 서면합의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

의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위한 것이지만, 관습국제법적 요소가 반
된 것으로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국가간의 서면합의만이 조약이 아니라, 

국제법 주체간의 합의를 조약으로 볼 수 있다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이러

한 조약의 정의에 입각하여 借款協定을 살펴본다. 借款協定의 당사자는 차주

가 대한민국 정부이고, 대주는 외국 정부 또는 세계은행과 같이 조약체결능력

을 인정받는 국제기구이다. 즉 借款協定은 국제법 주체간의 합의이다. 따라서 

借款協定이 특정국의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한다거나, 합의의 구속력을 인정하
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국제

법 주체간의 권리의무를 창설하는 條約으로 보아야 한다. 단지 합의의 내용이 

특정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의 공여와 상환 조건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이

유로 일률적으로 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18)

계약으로 처리된 借款協定을 살펴보아도 단순한 계약이라면 담을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어 借款協定에 따라서는 일정한 
한국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합의를 포함하는 경우가 적지 많다. 즉 1973년 3

월 21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국제개발처 대리)간의 주택건설사

업을 위한 보증협정 제1조 제4항은 “현재 또는 향후 어떤 법률 및 규칙이나, 

보증어음의 적기상환 또는 차관계약, 보증어음, 집행협정, 보증계약 또는 상술

한 바에 대한 AID의 권리에 향을 주는 어떤 판결도 이 보증협정에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9) 단순한 계약을 통하여는 판결의 효력

17) 예를 들어 공포에 있어서도 양자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각각 별개의 
조항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 동법 제6조 및 제8조.

18) 張孝相, 국제경제법(박 사, 1985), pp.203-2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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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래의 국내법의 적용배제까지 약속하는 이러한 내용이 삽입될 수 없다. 

일정한 국내법의 적용배제를 규정한 조항은 여타의 借款協定에서도 일반적으

로 발견되는 조항이었다.20)

또한 한국이 借款導入協定을 조약이 아닌 계약으로 취급하고 있는 태도는 

협정 상대방의 의도와도 어긋난다. 예를 들어 한국에 대한 公共借款의 주공여

국이었던 미국은 USAID를 통한 對韓借款協定을 조약으로 취급하고 있다.21)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 역시 借款協定을 조약으로 간주함은 물론이다. 

국 정부도 차관제공협정은 통상적으로 조약으로 처리하고 있다.22)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1973년 이후 한국정부가 차관도입협정을 일률적으로 

조약이 아닌 계약으로 파악한 것은 잘못된 업무처리 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1973년 이후의 모든 借款導入協定이 조약으로서의 성격을 지니지는 

않았다. 일부 借款協定은 공여국의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체결 상대방이 
국제법 주체가 아닌 등 條約으로서의 성격을 지니지 못하 다. 예를 들어 

1973년 3월 29일 서명된 한국과 독일간의 통신시설차관협정(대통령 공고 제39

호)이나23) 같은 날 서명된 한국과 독일간의 농업육성차관협정(대통령 공고 제

19) 1973년 4월 23일자 관보 제6431호(그2), pp.4246-21. 대통령 공고 제38호.
20) 예를 들어 1973년 6월 13일 서명된 1973년 대통령 공고 제42호 대한민국과 국

제부흥개발은행(IBRD)간의 제4차 개발금융차관사업을 위한 보증협정 제5장(1973년 6월 
28일자 관보 제6487호(그3), pp.6370-3 이하), 1974년 2월 18일 서명된 대통령 공고 제56
호 대한민국과 아세아개발은행간의 국도개선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술원조 

및 借款協定(1974년 3월 14일자 관보 제6698호, p.2724 이하) 제4.07조 및 제4.08조 등.
21) 예를 들어 1975년 9월 19일 체결의 Loan Agreement(Korea― Standard 

Research Institute Project) between the R.O.K and the U.S.를 한국은 경제기획원 장관 
공고 제99호로만 처리하고 조약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으나(관보 1975년 11월 
10일자 제7193호, p.3805), 미국은 조약목록집에 등재하고 28 UST 827; TIAS 8483의 
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좀더 예를 들면 1974년 9월 11일 체결의 경제기획원 장관 공고 
제71호(1974년 9월 27일자 관보 제2957호, p.6862)의 Loan Agreement(Korea―
Construction of Irrigation Systems) between the R.O.K and the U.S.는 28 UST 572; 
TIAS 8476으로, 1975년 9월 13일 체결의 경제기획원 장관 공고 제93호(관보 1975년 
11월 10일자 제7193호, p.3805)의 Loan Agreement(Korea― SNU Graduate Program of 
Basic Science) between the R.O.K and the U.S.는 28 UST 860; TIAS 8484으로, 1975
년 9월 13일 체결 경제기획원 장관 공고 제94호(1975년 9월 24일자 관보 제7156호, 
p.2516)의 Loan Agreement(Korea―Health Demonstration Project) between the R.O.K 
and the U.S.는 28 UST 311; TIAS 8471으로 처리되어 있다.

22) Sir Sinclair, United Kingdom, in M. Leigh & M. Blackslee ed.(전게주 3), 
p.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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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호)은24) 독일법을 준거법으로 하 다. 1974년 2월 20일 서명된 한국과 미합

중국 기관인 미국 수출입은행 및 USS Engineers and Consultant Inc.간 제2 종

합제철소 건설 타당성 조사를 위한 借款協定(경제기획원 공고 제61호),25) 1974

년 2월 25일 서명된 한국과 캐나다 수출진흥공사간의 시외전화 시설확장을 위

한 借款協定(경제기획원 공고 제62호)26) 등도 供與國法을 準據法으로 하고 있

다. 이상의 借款協定의 경우 일방 당사자는 한국 정부라고 하여도, 타방 당사
자는 상대국 정부가 아닌 미국 수출입은행, 독일 재건은행, 캐나다 수출개발공

사 등 별도의 國內法人이었다는 점에서도 합의의 성격은 條約이라기보다 契約

이었다.

한편 차관도입협정(지불보증협정 포함) 중에는 한국과 상대국(또는 국제기

구) 뿐만 아니라, 차관이 도입된 후 실제 해당 자금을 사용할 國內法人이 당사

자의 하나로 포함된 경우가 적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시와 같은 지방
자치단체나 체신부와 같은 정부부서가 대한민국과 나란히 차관도입협정에 서

명한 경우도 있다.27) 예를 들어 조약 제122호 대한민국 및 한국전력주식회사

와 미합중국간의 차관협정(964년 3월 9일 체결)과 같이 국제법 주체가 아닌 

한국전력주식회사가 포함된 경우도 조약으로 볼 수 있는가? 이러한 협정의 경

우 대한민국(정부)은 借主(지불보증협정에서는 保證人)로 표현되고, 地方自治團

體나 法人은 수익자, 수혜자, 사용자 등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차관도입협정
의 핵심은 借主인 한국 정부가 貸主에 대한 상환책임을 진다는 점이다. 민간

법인이 수혜자로 등장하여도 이들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에 대하여 借主로서

의 책임을 직접 지는 것은 아니며, 이들은 차관자금이 어떠한 사업에 사용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일 뿐이다. 조약 제122호에서

23) 제11조 제4항 참조, 1973년 5월 4일자 관보 제6441호(그2), pp.4456-3 이하 수록.
24) 제11조 제5항 참조, 1973년 5월 4일자 관보 제6441호(그2), pp.4456-175 이하 수록.
25) 제12조 제9호 참조, 1974년 3월 22일자 관보 제6705호 수록.
26) 제10.01조 참조, 1974년 4월 19일자 관보 제6728호, p.3813호 이하 수록.
27) 예를 들어 조약 제135호에는 체신부, 제136호에는 대구시, 제137호에는 한국전

력주식회사, 제140호에는 석탄공사, 제152호에는 남화학, 제194호에는 한국전력주식
회사, 제195호에는 현대건설, 제202호에는 대한합성섬유주식회사, 제205호에는 한국나
일론주식회사, 제208호에는 서울시, 제214호에는 중소기업은행, 제225호에는 한국산업
은행, 제250호에는 한국전력주식회사, 제251호에는 한국전력주식회사, 제253호에는 인
천시, 제277호에는 한국산업은행, 제315호에는 충주비료주식회사, 제316호에는 동서석
유화학주식회사가 협정의 당사자로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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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국전력주식회사도 대한민국 및 미합중국과 차관도입협정상의 대등한 당

사자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위와 같은 차관도입협정을 條約으로 

파악하여도 무리는 없다고 본다.

다. 條約으로 오인된 借款導入契約

1973년 초 이전에 체결되어 條約으로 처리된 借款導入協定 중 일부도 사실

은 조약이 아닌 계약에 불과한 경우가 있었다. 즉 차관공여국의 법률을 협정

의 準據法으로 지정하고 있었거나, 협정의 상대방이 國際法의 주체가 아닌 경

우가 있어서 條約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즉 한국 정부가 1959년과 1960년에 미국 개발차관기금(DLF)과 체결하여 條
約으로 처리된 3건의 借款導入協定은 모두 당해협정을 미국 워싱톤 D.C. 법률

의 지배를 받는 계약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갖고 있었다.28) 그리고 이들 협

정의 체결 상대방은 미국정부가 아니고, 미국정부의 기관인 DLF이었다. 이는 

60년대 들어 DLF을 이은 AID와 한국정부가 借款協定을 체결할 때는 체결의 

상대방을 “미국 정부를 대행(대신)하는 AID” 또는 “AID를 통한 미합중국 정

부”라고 표현하 으며, 미국 국내법을 협정의 준거법으로 한다는 조항이 없었
던 예와 대비된다. 또한 1959년 12월 11일 서명되었으나, 대한민국 조약목록

집에는 조약번호 누락으로 기록되어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의 소다회 건설을 위한 AID 借款協定”도 협정문이 공포되지 않아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29) 당시는 체결 상대방이 AID의 전신인 DLF이었으리

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借款協定文들이 통상 전형적인 모습을 띠었음을 감안할 

때, 그 법적 성격은 위의 다른 3건의 협정과 마찬가지로 미국 국내법의 지배
를 받는 계약이었으리라 추측된다.

28) 조약 제53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기관인 개발차관기금간의 단기 
4292년 4월 8일자 借款協定”과 조약 제54호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조선전업주식회사, 대한민국 정부 및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기관인 개발차관기금간의 단
기 4292년 5월 26일자 借款協定”의 각 제8.05조 및 조약 제60호 “한국산업은행, 대한
민국 정부 및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기관인 개발차관기금간의 단기 4293년 4월 12일자 
借款協定” 제10.06조.

29) 외교통상부 조약국, 대한민국 조약목록(1948-2001)(외교통상부 조약국, 2002), 
p.388. 이 협정은 1965년 6월 3일자 AID 借款協定(조약 제150호)이 바로 1959년 12월 
11일자 협정을 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 확인될 수 있었다. 이 
협정에 대하여는 1960년 1월 19일 國會同意 기록이 있다. 國會史(전게주 6), 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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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60년대 독일과 체결한 5건의 財政借款協定도 국제법 주체가 아닌 독일

재건은행이 체결 당사자 으며, 독일법이 합의의 準據法으로 지정되었다는 점

에서 이의 법적 성격은 국제법상의 조약이 아닌 계약에 불과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건의 財政借款協定은 조약으로 처리되어 현재 대한민국 조약목

록에 등재되어 있다.30)

라. 누락된 借款導入協定

현재 외교부 조약목록에 기록된 借款協定은 적어도 1973년 초까지 한국이 

체결한 借款導入協定을 망라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 누락된 것은 없을까 하는 

점을 생각하여 보았다. 실제로 과거 조약대장 누락사례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누락된 협정은 조약번호를 

부여받지 못하고 관보에도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

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필자는 借款協定으로 도입된 외자가 실제로는 

경제부처를 거쳐 지출되었다는 점을 착안하여 借款協定을 형식적 측면에서만 

관리한 외교부보다도 당시의 경제기획원이나 재무부측 자료가 정확하게 정리

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이들 부서에서 작성한 借款協定 目錄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아직 발견하지 못하 다.31)

한편 재무부가 1988년 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公共借款現況이란 책자를 보면 

현재의 조약목록에 일부 누락이 있으리라 점을 간접적으로 증빙해 주고 있다. 

이 책자는 1959년 이래 도입된 公共借款의 연도별, 도입선별 건수와 액수를 

보여주는 표를 수록하고 있다.32) 이 자료에 따르면 1959년 한국은 미국 DLF

로부터 4건의 차관을 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조약으로 등재된 

30) 조약 제158호 “MRO 자재 도입을 위한 대한민국과 서독 KFW간의 財政借款協
定”(1965년 9월 17일 서명) 제10조 제4항, 조약 제160호 “대한민국과 서독 KFW간의 
통신망 확정사업을 위한 財政借款協定”(1965년 11월 4일 서명) 제10조 제4항, 조약 제
188호 “대한민국과 서독 KFW간의 부산시 상수도 확장사업을 위한 財政借款協定”(1966
년 1월 24일 서명) 제10조 제4항, 조약 제191호 “대한민국과 서독 KFW간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財政借款協定”(1966년 1월 24일 서명) 제10조 제5항, 조약 제269호 “대한
민국을 대표한 체신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재건은행간의 1967년 9월 14일자 借款協
定”(1967년 9월 14일 서명) 제11조 참조.

31) 국회에서의 차관도입 동의기록을 검토하는 것도 생각하여 보았으나, 國會同意
를 받은 차관도입계획이 실제로 성사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없었다. 
32) 재무부, 公共借款現況(1988. 12. 31 현재)(재무부, 발간년도 미상), pp.2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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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借款協定은 2건뿐이며, 외교부가 조약번호 누락분으로 파악되고 있는 1

건을 추가하여도,33) 아직 또 다른 借款協定 1건이 누락되고 있다. 그런데 국회

의 차관도입 동의기록을 보면 1959년 체결된 미확인의 借款協定이 동양시멘트

의 시멘트 공장 확정을 위한 214만 달러의 DLF 借款協定임을 알 수 있다.34) 

당시의 다른 DLF 借款協定과 마찬가지로 이 협정의 법적 성격은 조약 아닌 

계약이었으리라 추측된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 우리 정부의 관행에 비추어 보
았을 때 이 협정을 조약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조약대장에서 제외시킨 것이 아

니라, 업무처리 착오로 인한 누락일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위의 재무부 기록에 따르면 1962년 중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3건의 

AID 차관을 통하여 총 3345만 달러의 차관을, 독일 재건은행으로부터 1건 약 

880만 달러 상당의 차관을, 기타 국제개발협회로부터 1건 1,400만 달러의 차

관을 도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5건의 합의는 당시 한국정부의 업
무처리 관행상 모두 조약으로 처리될 대상이었으나, 조약목록에는 전혀 등재

되어 있지 않다. 이 중 독일 재건은행 借款協定은 조약이 아닌 계약이었으리

라고 추측되지만, 나머지 4건은 조약이었으리라고 판단된다. 단지 1962년 8월 

17일 서명된 제1차 철도사업계획을 위한 국제개발협회 개발융자협정만 조약번

호는 누락인 상태에서 존재만 확인되고 있다.35) 5.16 직후 군정기간중의 행정

혼란 속에서 벌어진 일이었다고 추측된다.

Ⅲ. 借款供與協定

1988년부터는 한국도 외국으로 公共借款을 공여하고 있다. 한국은 1987년부

터 정부가 조성한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재원으로 현재까지 34개국에 총 101건

의 公共借款을 제공하 다. 그 누적금액은 16억 5,900만 달러이다.36)

한국 정부가 최초로 公共借款을 외국에 제공한 사례는 1988년 11월 10일 
인도네시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다. 이 借款協定은 양국 정부

33) 1959년 12월 11일자 소다회공장 건설을 위한 DLF 借款協定. 
34) 1960년 1월 19일 국회 동의. 國會史(전게주 6), p.208. 
35) 외교통상부 조약국, 대한민국 조약목록(1948-2001)(외교통상부 조약국, 2002), p.154.
36) 이 수치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실제 관리하는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 자료에 

따른 것이다(www.koreaexim.go.kr 2002. 9. 3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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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각서교환의 형식으로 체결하여 조약으로 공포되었다(조약 제963호). 1997년

까지 모두 27건의 대외경제협력기금 借款供與協定이 각서교환이란 형식의 조

약으로 체결되었다.

한편 1995년 4월 12일 한국은 베트남과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

정을 체결하 다(조약 제1284호). 이 협정(agreement)은 한국이 제공할 차관의 

구체적 금액과 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조약이 아니고, 향후 한국이 상대국에 
대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는 점만을 확인하고, 차

관이 제공될 경우 그 운 방식의 골격에 대하여만 합의하는 조약이었다. 이러

한 일종의 골격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에 대하여 이후 실제로 차관이 공여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 여기에 차관액수를 포함한 구체적인 차관공

여조건을 규정하 다. 대개 차관제공에 관한 골격조약의 체결과 동시에 첫 번

째 차관공여약정을 체결함이 통례 다. 이러한 합의는 약정(arrangement)으로 
호칭되며, 국내에서는 外交部 告示로만 처리된다. 1995년 이후 차관을 제공하

는 경우에는 이러한 골격조약을 우선 체결하는 것이 한국정부의 관행이다. 이

에 2001년 말까지 발효기준 한국은 총 25개국과 이러한 골격조약을 체결하

고,37) 이 조약을 바탕으로 총 46건의 구체적인 차관공여약정을 체결하 다.38) 

이 46건은 모두 外交部 告示로 처리되었다. 다만 차관공여에 관한 골격조약을 

체결한 바 없는 국가에 대한 차관제공은 계속 각서교환 형식의 조약으로 처리

되었으나, 1997년을 끝으로 더 이상 각서교환의 방식은 사용된 바 없다. 외교

통상부 조약목록(1948-2001)에 따르면 2001년 말까지 발효된 借款供與協定은 

총 75건이었다.39) 차관공여에 관한 어떠한 조약도 국회 동의 하에 처리된 사

례는 없었다.

37) 앙골라(2000, 체결년도 이하 동), 방 라데시(1997), 볼리비아(2001), 캄보디아
(2001), 중국(1995), 크로아티아(2001), 온듀라스(2000), 인도네시아(1997), 꼬뜨디브와르
(1999), 요르단(2000), 카자흐스탄(1999), 키르키즈(1998), 라오스(1997), 몽골(1996), 미얀
마(1997), 네팔(1997), 니콰라구아(2000), 파키스탄(2000), 파나마(2000), 파라과이(1996), 
루마니아(1997), 스리랑카(1995), 튀니지(1997), 우즈벡키스탄(1999), 베트남(1995).

38) 골격협정을 체결한 국가와도 교환각서의 형식의 차관공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
우가 1건 있었다(1996년 중국), 이 합의는 국내적으로 고시로 처리되었다. 

39) 告示類 條約 포함, 단 기존 협정을 개정하는 합의는 건수에서 제외하 다. 1개
의 借款供與協定에서 동시에 여러 건의 프로젝트에 대한 차관공여를 합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외교부의 借款供與協定 수는 한국수출입은행이 파악하고 있는 차관건수와

는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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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관공여 형식에 대하여는 두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借

款供與協定은 國會同意를 필요로 하는 조약이 아닌가? 둘째, 실제 借款供與協

定이 告示類 條約으로 처리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인가? 각각에 대하여 검토한

다.

借款供與協定은 國會同意가 필요없는 조약인가? 이 점에 대하여 借款供與協

定은 재원의 근거법인 대외협력기금법에 규정된 용도(제7조 참조)에 합당한 
경우라면 따로 國會同意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40) 개도국에 대한 

차관공여는 당연히 이 기금법상의 용도의 합당한 제공이므로, 이 같은 견해에 

입각한다면 國會同意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용도의 합당성이 國

會同意 필요 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근거법상

의 용도에 합당하다고 하여 정부의 모든 지출행위가 자동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인 경우 국회의 예산승인이라는 별도의 조치를 필요로 하
기 때문이다. 용도에 합당하지 않은 지출은 위법한 지출이 되므로 단순히 國

會同意를 통하여도 합리화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借款供與協定이 國會同意

를 필요로 하는 조약이냐의 문제는 이것이 국가에 중대한 財政的 負擔을 지우

는 조약인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외협력기금과 같이 국가가 설치한 별도의 기금을 재원으로 한 대외지출도 

국가에 대한 財政的 負擔에 해당하는가? 대외협력기금은 정부예산에 의한 출
연금과 차입금의 방법으로 조성되며, 그 운 주체는 물론 정부이다.41) 그렇다

면 비록 정부 예산안과는 별도로 운 되는 자금이라 하여도 이의 대외적 지출

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財政的 負擔을 결과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면 이 같

은 財政的 負擔이 “중대한” 부담에 해당할 것인가? 현재까지 한국이 제공한 

대외차관은 개별 협정당 액수가 평균 2200만 달러를 넘는다.42) 이 정도의 규

모면 중대한 부담에 해당한다는데 이의가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차관 공여
의 합의는 헌법 제60조 1항에 따른 國會同意의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그럼에

40) 朴世鎭, “조약심사기준과 조약심사업무 개선방안”, 순간법제 제287호(1989), p.32.
41) 2000년말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조성재원을 보면 정부예산에 의한 출연금 

5,299억원, 재정융자특별회계(차입금) 3,050억원, 기금운  수익금 6,209억원, 차입금 상
환으로 인한 ― 354억원 총누적재원 1조 4,204억원이었다. 결국 전체 재원은 정부 예
산과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금이라고 할 수 있다. 전게주 36의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
지 참조.

42) 전게주 36 및 해당본문 참조. 개별 프로젝트당 차관규모도 1,600만 달러를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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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어떠한 借款供與協定도 國會同意를 거쳐 체결된 예가 

없었다.

2001년까지는 해외경제협력자금의 사용 자체가 국회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

았다. 기금의 운 계획은 대통령의 승인으로 확정되었고, 기금관리주체는 단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운용계획을 보고하고, 기금운 에 있어서 국회의 의견

을 반 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었을 뿐이었다.43) 그러나 2001년 말 基金管理
基本法의 개정으로 2002년부터는 기금관리 운 주체가 차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을 회계연도 개시 80일 이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기금의 결산에 관

하여도 감사원의 검사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로 제출하

여야 한다.44) 이 같이 앞으로는 기금운용계획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 이에 근거한 借款協定 締結에 대하여는 별도의 國會同

意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본다.
현재 차관공여합의가 告示類 條約으로 처리되고 있는 점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가? 告示類 條約이란 그 존재조차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제

도이다. 일반조약은 체결 전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도 거쳐 체결된 후 관보에 공포됨으로써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45) 반면 告示類 條約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치지 않고 외교부 장관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체결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告示함으로써 효력을 발효하는 조약이다. 이에 대하여는 조약번호와는 

별도의 고시번호가 부여된다. 알려진 바로는 1976년부터 이러한 방식이 사용

되어 왔다고 한다.46) 현재 告示類 條約에 대하여는 그 근거나 절차에 대한 아

43) 基金管理基本法 구법 제5조 및 제7조 참조.
44) 基金管理基本法 제7조 및 제9조 참조. 여기서 기금관리 운용계획이 사전에 국

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명시적 조항은 없으나, 제8조에 기금운용계획중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나, 단 주요항목 지출금액
의 3/10의 범위 안에서는 국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제7조에 따른 운용계획은 국회의 사전동
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수출입은행 실무자에 따르면 차년도 차관공여
계획의 경우 대상국과 건별 예상금액과 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여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45) 헌법 제6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73조, 제89조 등 참조.
46) 告示類 條約 제1호는 1976년 1월 7일 체결된 “부산시 하수도 사업에 관한 대

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을 위한 약정”이다. 2001년말까지 총
439건이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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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런 국내법적 근거도 없이 외교부 실무상의 관행을 통하여만 시행되고 있어

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告示類 條約이란 형식의 조약은 母條

約의 구체적 실시를 위하여 母條約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보충적으로 체결

되는 합의나 집행적 성격의 세부합의, 이미 체결된 조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

한 변경은 없이 경미한 사항에 대한 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동의표시 등 

기존 조약의 범위 내에서 수용이 가능한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 등에 사용되고 

있다.47)

告示類 條約이란 형식을 인정한다 하여도 차관공여의 합의가 告示類 條約으

로 처리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국가간의 전혀 새로운 합의가 告

示類 條約으로 처리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

한 협정을 이미 한국과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차관을 제공

하는 경우 그 합의는 告示類 條約으로 처리되고 있음은 앞서 지적하 다. 기
존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을 모조약으로 보고, 실제 차관제공 합

의는 이의 구체적 시행조약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모조약으로 보는 협정에

서는 차관이 앞으로 제공될 경우 그에 관한 기본적 운  방식에 대하여만 규

정하고 있을 뿐, 어느 정도의 액수가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조건으로 

제공된다는 등의 구체적 내용은 하나도 없다. 모조약을 통하여는 차관을 제공

할 의무조차 발생하지 않는다.48) 실제 차관제공과 관련된 양국간 權利義務는 
告示類 條約으로 처리되고 있는 차관공여약정을 통하여 비로소 발생한다. 그

렇다면 현재의 차관공여약정이 모조약 내용에 대한 구체적 집행적 성격의 조

약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차관에 관한 기본협정과 차관공여약정간의 관

계가 母條約과 이에 대한 施行條約으로 파악되어 後者가 告示類 條約으로 처

리될 수 있으려면, 과거 독일과의 재정원조협정과 같이 母條約에 최소한 차관

액수의 上限과 대강의 제공시기는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고 본다. 현재와 같은 
대외차관 제공구조 속에서의 차관공여약정은 국내적으로는 告示類 條約이 아

닌 일반조약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47) 오윤경 외, 21세기 현대 국제법 질서(개정판)(박 사, 2001), pp.15-16. 또한 모
조약에 근거가 없어도 정부 부처간 소관업무에 관한 기술적 협력사항을 기관간 약정으

로 합의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외무부 조약국, 조약업무 처리지침(외무부, 1995), p.4.
48) 실제로 한국이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꼬뜨디브와르, 라

오스, 파라과이에 대하여는 2001년말까지 아무런 차관도 제공된 바 없다.



2002. 9.] 條約締結에 대한 國會의 同意制度 95

Ⅳ. 기타 재정적 지출에 관한 조약

借款協定 이외에 국가나 국고로부터의 재정적 지출을 유발함으로써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조약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그 유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나

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조약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정적 지출이 필요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간의 직업훈련원 설치
에 관한 협정,49)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에 관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

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50) 

구러시아 공관 부지문제 해결과 양국 외교공관 건축부지에 관하여 1997년 러

시아와 체결한 2개의 조약51) 대한민국 정부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간의 북한

에서의 경수로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협정,52) 대한민국 정부와 이
스라엘 정부간의 민간부분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협정53)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유형은 국가나 국민에게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조약의 

전형적인 예이다.

둘째, 국제금융기구 설립협정의 가입과 같이 조약 가입으로 인하여 일정한 

지분출자가 요구되는 조약이다.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은 물론,54) 아시아개

49) 조약 제929호, 1986년 2월 5일 서명, 1986년 6월 24일 國會同意, 1987년 8월 
28일 발효. 이 조약을 시행을 위하여 총 5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50) 조약 제1040호, 1991년 1월 25일 서명, 1991년 2월 8일 國會同意, 1991년 2월 
21일 발효.

51) 조약 제1437호, 서울소재 구러시아 공사관 부지 문제해결에 관한 대한민국과 
러시아 연방정부간의 협정. 1997년 7월 24일 서명, 1997년 11월 17일 國會同意, 1997
년 11월 28일 발효. 이 조약 체결을 통하여 한국은 러시아에 약 244억 6천만원을 지불
하기로 하 다. 그리고 조약 제1438호 외교공관 건축부지교환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 연방정부간의 협정. 서명일, 國會同意日, 발효일 위와 동일. 이 조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한국은 주한 러시아대사관 부지 매입자금으로 약 215억원, 실제로는 5년 분할 
매입으로 인한 이자부담을 더하면 총2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52) 조약 제1491호, 1999년 7월 2일 서명, 1999년 8월 12일 國會同意, 1999년 8월 
19일 발효. 한국이 이 사업경비의 70%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약 3조 5420억원이 소
요될 것으로 당시 예상되었다.

53) 조약 제1501호, 1998년 11월 25일 서명, 1999년 12월 13일 國會同意, 1999년 
12월 17일 발효. 이 조약의 체결로 양국 정부는 각각 300만 달러의 출연을 약속하 다.

54) 조약 제24호 및 제25호, 양자 공히 1955년 6월 20일 국회 가입동의, 1955년 8



鄭 印 燮 [서울대학교 法學 제43권 제3호 : 79∼10096

발은행 설립협정,55) 아프리카개발기금 설립협정,56) 아프리카개발은행 설립협

정,57) 유럽부흥개발은행 설립협정58)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국제금융기구 

설립협정은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조약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

기구에 관한 조약에도 해당하며, 대체로 이러한 국제금융기구에 관하여는 당

사국이 일정한 특권과 면제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조약의 체결이나 가입으로 인하여 회원국으로서의 회비(운 부담금)를 

내어야 하는 경우이다. 국제도량형사무소 설치 협약,59) 1959년 국제소맥협

정,60) 1977년 국제사탕협정61) 등이 있다. 과거에는 적은 액수에 대하여도 國

會同意를 요청하는 예가 많았으나, 특히 1980년 개헌으로 國會同意의 대상이 

“중대한”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조약으로 축소된 이후 단순히 회원국으로서의 

회비만을 이유로는 국회에 가입동의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 국제백신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정은 본부를 한국에 설치함에 따라 통상적인 분담금 이상의 추

가적 재정부담이 예정된 조약으로 國會同意를 받았다.62) 대체로 국제기구는 

월 26일 가입서 기탁 및 대한민국에 대하여 적용.
55) 조약 제212호, 1966년 4월 8일 국회 가입동의, 1966년 8월 16일 비준서 기탁, 

1966년 8월 22일 대한민국에 적용.
56) 조약 제706호, 1979년 12월 3일 국회 가입동의, 1980년 2월 27일 가입서 기탁 

및 대한민국에 적용.
57) 조약 제804호, 1981년 5월 19일 국회 가입동의, 1982년 9월 27일 수락서 기탁, 

1983년 2월 19일 대한민국에 적용.
58) 조약 제1048호, 1990년 12월 15일 국회 가입동의, 1991년 1월 14일 비준서 기

탁, 1991년 3월 28일 대한민국에 적용.
59) 조약 제51호, 1959년 6월 15일 국회 가입동의, 1959년 7월 28일 비준서 기탁 

및 대한민국에 적용. 당시 가입비가 36,845 프랑, 연간 부담금이 11,200 프랑 정도 다. 
이 점이 국가의 財政的 負擔을 가져오므로 국회의 동의가 요청되었다. 國會史(전게주 
6), p.127 참조.

60) 조약 제56호, 1959년 4월 24일 가입서 기탁, 1959년 7월 16일 일부 적용 및 
1959년 8월 1일 일부 적용, 1960년 1월 11일 국회 가입동의. 당시 연 분담금이 약 450
달러 정도 는데, 이 액수로 인하여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조약으로 판단되어 뒤늦게 
국회의 사후동의를 받았다. 제33회 국회 제29차 회의 회의록(1960년 1월 11일), p.4. 연 
분담금이 약 1,000달러 내외 던 1971년 국제소맥협정에 대하여도 다시 국회 가입동의
를 받았으나, 연 분담금이 14,500달러에 해당하 던 1986년 국제소맥협정 가입 시에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

61) 조약 제700호, 1978년 11월 14일 국회 가입동의, 1978년 12월 5일 비준서 기
탁, 1980년 1월 2일 대한민국에 적용. 당시 연 분담금은 12,000달러로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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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에서 일정한 특권과 면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중요한 국제조직의 

가입은 그 자체만으로도 國會同意 대상이므로 財政的 負擔만을 이유로 國會同

意의 필요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63)

일부에서는 “중대한 財政的 負擔”에서 중대한이란 매우 모호한 형용사이므

로 차라리 과거와 같이 이를 삭제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었다.64)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극히 소액의 財政的 負擔을 유발하는 조약도 모두 國會

同意의 대상이 되는 등 너무 광범위하게 범위가 확장되어 현실적으로 그럴 필

요도 없으며, 헌법상 일정한 조약에만 國會同意를 요구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

는다고 판단된다. 한편 財政的 負擔이 되는 조약도 체결에 따라 얻게 되는 이

익을 교량하여 國會同意의 필요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

러한 근거로 1,280만 달러 규모의 군산화전건설을 위한 借款協定(조약 제122

호)은 國會同意를 받아 체결하 는데, 불과 1년 뒤인 1965년 6월 24일 체결된 
2,420만 달러 규모의 제3 및 제4 비료공장 건설을 위한 AID 借款協定(조약 

제152호)은 財政的 負擔으로 보지 않고 國會同意가 생략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하 다.65)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다. 조약 

제152호 AID 借款協定은 이에 대한 정부의 동의안이 1964년 10월 2일 국회

로 회부되어, 1965년 1월 30일 國會同意를 받은 조약이다.66) 財政的 負擔이 

되는 조약이란 조약체결이 당장 국가의 재정지출이나 채무부담을 야기하는 조

62) 조약 제1411호, 1996년 10월 28일 서명을 위하여 개방, 1996년 11월 20일 國
會同意, 1996년 12월 17일 비준서 기탁, 1997년 5월 29일 대한민국에 적용, 한국이 운
비의 약 30% 부담을 예정하고 있었다. 또한 일정한 특권과 면제도 인정되었다.

63) 국제기구 가입협정의 國會同意 요건이 “중대한” 국제조직으로 강화된 제5공화
국 헌법이래 國會同意를 받은 사례를 보면 단순히 국제기구라서 동의를 받았기보다는 

연회비 이상으로 기구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유럽부흥개발은행 
설립협정, 국제투자보증기구 설립협정 등), 해당 국제기구에 대하여 국내에서 일정한 
특권과 면제를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국제노동기구, 국제백신연구소), 국제기구 가입으
로 인하여 국내법 정비가 요구되는 경우(세계무역협정) 등 헌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한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국제
기구의 가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國會同意가 요청되지 않고 있다.

64) 李相敦, “條約의 締結批准에 대한 國會의 同意權”, 고시계, 1985년 10월호, p.50.
65) 박 태(전게주 2), p.113. 위 에서는 조약 제152호를 ADB 차관으로 설명하고 

있었으나, 이는 AID 차관을 오인한 것임. 그리고 조약 제122호가 國會同意를 받았다고 
설명하 으나, 엄격히는 1963년 12월 11일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동의를 받았다. 관보 
1964년 3월 17일자 호외, p.외431 참조.

66) 國會史(전게주 6), p.884, 8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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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의미하는 것이지, 장래의 기대이익과 교량한 이후 財政的 負擔이 된다고 

판단되는 조약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익교량론에 입각한다면 財政的 

負擔이 되는 조약이라는 사유로 國會同意를 받을 조약은 거의 없어진다고 보

아야 한다. 借款協定이든 국제기구의 출자든 국가의 조약 체결행위는 언제나 

보다 더 큰 장래의 이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잘못된 주장이 

나온 이유는 외교부의 조약목록집에 조약 제152호의 國會同意 사실이 누락되
어 있어서, 이를 보고 나름대로 해석한 결과라고 생각된다.67)

Ⅴ. 결

이상 국가나 국민에게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조약에 대한 國會同意의 실태

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 다.

1973년 초까지 한국이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으로 취급한 대표적 유형
은 借款導入協定이었으나, 그 이후에는 이를 條約이 아닌 契約으로 취급하여 

왔다. 조약이란 국제법 주체간의 國際法의 지배를 받는 法的 拘束力 있는 합

의라고 보았을 때, 1973년 이후 체결된 상당수의 차관도입협정은 성격상 단순

한 契約이 아닌 조약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았다고 판단되었다. 한편 1973년 

이전에 체결된 일부 차관도입협정은 단순히 계약적 성격만을 지니었음에도 불

구하고 조약으로 처리된 사례도 있었음이 발견되었다. 반대로 한국이 대외경
제협력기금을 재원으로 外國에 公共借款을 제공하는 합의의 경우 그간 國會同

意가 필요없는 조약으로 처리하여 왔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국가예산을 재원

의 바탕으로 하고 政府가 운 주체이므로, 이를 통한 차관제공도 국가에 재정

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일종으로 보아 국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본

다. 다만 2001년 말 基金管理基本法의 개정으로 앞으로는 구체적 차관제공계

획이 국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되게 되었다. 한편 事前에 대외경제협력기금 차
관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하여 공공차관을 제공할 경우 이 합의는 

67) 이 조약에 대하여는 최신판 조약목록집에서도 國會同意 사실이 누락되어 있다. 
외교통상부 조약국, 대한민국 조약목록(1948-2001), p.388. 이것 이외에도 외교통상부 
조약목록상의 國會同意 여부, 조약 공포일 등에는 오류가 상당하며 특히 오래된 조약일
수록 잘못이 많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전적으로 신뢰하면 이상과 같은 엉뚱한 오류를 범
할 수 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관보와 국회기록을 항상 대조 확인하여야만 
실수를 피할 수 있다.



2002. 9.] 條約締結에 대한 國會의 同意制度 99

約定으로 호칭되고 告示類 條約으로만 처리되어 왔는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

관에 관한 협정의 내용은 공공차관 제공에 관한 구체적 約定의 母條約的 性格

을 지니지는 않는다고 판단되어 차관제공약정은 일반조약으로 처리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개별조약이 국회동의 하에 체결되었는가는 1차적으로 외교통상부 발행의 대

한민국 조약목록(1948-2001)을 참고하게 되는데, 차관협정의 경우 國會同意 여
부에 대한 기록의 상당수가 부정확하여 이를 신뢰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한 보

정이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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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gislative Approval for the Conclusion 

of Treaties in Korea
―mainly regarding treaties requiring 

substantial financial burden―
68)

In Seop Chung
*

The approval of the National Assembly is required to conclude treaties 

requiring substantial financial burden according to the Article 60, paragrah 1 
of the Korean Constitution. Until early 1973 the most typical category of 

treaties requiring financial burden was loan agreements to borrow money from 

foreign governments or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Since then loan 

agreements were treated not “treaties,” but “contracts.” The reason for this 

change of the position of Korean Government was that the contents of loan 

agreements were only of private character. However, Author's conclusion is 
that loan agreements should have been treated as “treaties,” because they were 

a kind of binding agreements governed by international law between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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