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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 ․일 동북아 국가에서 해 , 항만․선박보안, 해양테러 응을 한 로벌 해

양보안 짐들이 어떻게 수용되고, 각국의 사법체계에서 이러한 해양보안 짐들을 이행하기 한 법

 기반을 비교․평가하는 데 목 을 두고 있다. 9․11 테러 이후 비 통 인 해양안보 요인에 

처하기 해 국제사회는 기존의 국제법 체제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약을 채택하고 이행을 한 

지역 는  세계  력을 강화하고 있다. 유엔해양법 약은 이러한 변화된 해양안보환경에 응

하기 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뒷받침을 하는 데 많은 미비 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이 국

제 해양안보환경의 변화하고 새로운 안보 에 따라 해상교역에 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

․일 동북아 3국도 새로운 해양보안 짐에 한 참여와 국내  실행을 한 사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역외 해양에서의 해 ․해상테러 응, 해상교통로 안  확보에 하

여 공통의 국가  이익을 가지는 만큼 해양안   행 에 한 응 조치의 국내법 수용과 범죄

자 처벌을 한 사법체계의 균형에 한 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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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탈냉전 시대의 국제분쟁의 양상은 그 이전과 비교하여 뚜렷한 변화를 보

이고 있다. 냉전시기에는 미 ․ 소를 중심으로 한 이데올로기 대립, 핵무기에 

의한 공포의 균형 등 전통적 안보 위협이었다면 탈냉전 시대에는 전통적 안

보위협은 줄어든 반면 지역 ․ 민족 ․ 종교 ․ 자원 분쟁과 테러, 해적 등 비전통

적 위협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또 하나의 주목할 특징은 냉전시대에는 분쟁의 대부분이 육지분쟁이었던 

것에 비해, 탈냉전시기에는 육지에서 해양으로 그 중심이 옮겨가는 추세이다. 

냉전시기에 잠재되어 있던 해양자원, 해상교통로, 해양경계획정, 해양안보 등

을 둘러싼 해양분쟁 요인들이 갈등으로 표출되면서 저강도 해양분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Kim, 2008). 동북아에서는 해양영토 주권 및 해양자원 등 해

양을 둘러싼 이익을 두고 국가들의 대립이 날로 첨예화하면서 고강도 분쟁으

로 비화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새로운 해양질서의 기본 틀인 유엔해양법협약은 이러한 변화된 해양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뒷받침을 하는 데 많은 미비점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의 공통의 문제인 해적의 경우 적용범

위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현실과 괴리가 크고, 해상테러는 아예 정의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선박을 이용한 테러, 해상을 통한 대량살상무기 확산의 우려가 커지

고 있으나 항해자유에 최우선 가치를 두는 전통적인 국제법의 틀은 해양으로

부터 오는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9 ․
11 테러 이후 증대 되고 있는 비전통적인 해양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미국 주도로 기존의 국제법 체제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협약을 채

택하고 이행을 위한 지역 ․ 세계적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해상교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 ․ 중 ․ 일 동북아 3국도 이와 같이 

국제 해양안보환경이 변화하고 새로운 안보위협이 등장함에 따라 새로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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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안 레짐에 참여와 국내적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법체계의 정비가 필

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해적, 항만 ․ 선박보안, 해양테러 대응을 위한 글로벌 해양보안 

레짐들이 한 ․ 중 ․ 일의 입법체계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해양보안 레짐들을 이

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비교 ․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II. Maritime Security와 해양보안

Maritime Security는 흔히 ‘해양안보’로 번역되어 사용된다. ‘해양안보’라

는 용어는 군사적 요소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해양안전

(maritime safety)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해양위협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한 여러 조치들 가운데 군사적 요소를 제외한 비군사적 조치를 포괄하

는 의미로 ‘해양보안’이란 용어를 사용한다(김석균, 2001).

국제법에서 해양보안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또한 해상보안은 해양안전

(maritime safety)과 어떻게 다른가?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서는 해양보

안에 대한 합의된 정의를 찾기가 어렵고, 해양보안은 사용하는 사람이나 사

용되는 맥락에 따라 달리 해석된다. 다만 몇 가지 사용례를 통하여 해양보안

의 개념에 대한 공통 요소를 찾아 볼 수 있다. 

미 해군은 ‘해군 작전개념(Naval Operations Concept)’에서 “해양보안은 

비교리적 용어(non-doctrinal term)로서 주권 및 해양자원 보호, 자유롭고 개

방된 해상교역 지원, 해상테러, 무기확산, 국제성 범죄, 해적, 환경파괴 및 불

법 해상밀입국 퇴치를 위한 임무 및 작전”으로 정의하고 있다(NOC, 10).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양안전위원회의 주도로 해양안전과 해양보안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해양안전(maritime safety)은 “안전기준 미달 선

박, 미자격 선원이나 운영자의 과실 등에 의해 초래되는 해상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해양보안(maritime security)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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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부터 보호와 관련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Klein, 2011). 

UN 사무총장이 총회에 보고한 ‘Oceans and the Law of the Sea’ 보고서

에서는 통상적으로 수용된 해양보안에 대한 정의는 없고, 사용자와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틀리다고 하고 있다. 가장 좁은 의미로 해양보안은 “영토 보

전(territorial integrity)에 대한 직접위협으로부터 보호”를 의미하고, 일반적

으로 “해적, 해상강도, 테러와 같은 해상범죄 및 불법 투기, 선박으로부터 오

염물질 배출과 같은 해양환경에 대한 불법적이고 의도적인 파괴행위 및 불법

어업과 같은 천연자원을 고갈시키는 행위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UN, 2008). 

이와 같은 논의를 정리하면 해양보안은 ‘해양위협 요인으로부터 개인 및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여러 조치 및 노력의 총합’으로서 정의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해양보안은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해양위협 요인으로부터 개인이나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나 국제

적 사회가 시행하는 조치 및 노력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양위

협 요인은 해적, 테러, 대량살상무기 운송에서 고의적 환경오염, 불법조업 등

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지고 있다. 

해양의 여러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해양보안에 대

한 규정이 거의 없다. 타국 영해에서 무해통항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안전(peace, good order, or security of the coast 

state)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곤 security에 대한 규정을 볼 수 없다. 

III. 해적 

1. 해적 발생 현황 및 대응노력

해적을 퇴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



韓 ․ 中 ․ 日 해양보안(Maritime Security)의 입법적 수용에 대한 비교론적 고찰   67

적행위와 그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적피해로 국제사회가 지불

해야 하는 비용도 막대하다.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피납 선원 ․ 선박에 대한 

몸값, 보험 프리미엄, 우회비용, 해적방어 장비, 해군력 운용 등의 직접비용

과 해적 위험지역으로 항행기피로 인한 인근 국가들의 무역손실, 외국인 투

자기피 등 간접비용까지 포함하면 연간 해적으로 인한 피해는 70억∼120억 

달러로 추산된다(Bodwen, 2010). 경제적 피해와 함께 해적행위는 누구나 자

유롭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는 인류의 전통적 권리를 방해하고 해상을 통한 

무역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최근 해적발생과 관련하여 가장 뚜렷한 특징은 해적발생의 중심지가 말라

카해협 인근의 동남아 해역에서 소말리아 연안, 아덴만 인근 해역으로 옮겨 

갔다는 것이다. 200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말라카해협 등 동남아 해역이 해

적발생에 가장 취약한 곳이었으나, 최근 몇 년간 동남아 해역에서의 해적발

생은 크게 줄어든 반면 소말리아 연안, 아덴만을 비롯한 아프리카 해역이 해

적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말라카해협(싱가포르 해협 포함)에서의 해적발생은 

2006∼2010년 사이 52건이 발생한 반면, 소말리아 및 아덴만 해역에서는 동 

기간 564건이 발생하여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IMB, 2010). 

동남아해역에서 해적발생의 감소는 연안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지

속적인 해적대응 노력의 결과로 평가될 수 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

가포르 등 말라카해협 연안국은 정기적 해 ․ 공 합동순찰, 해적 추적시 타국 

선박의 영해내 진입허용 및 해적처리를 위한 사법공조 강화 등의 노력을 기

울였다. 

특히 일본, 한국 등 역내국가 들은 해적퇴치에 필요한 순찰정 등의 장비 

지원, 해상법집행력 교육 등의 인적 ․ 물적 지원과 2006년부터 발효 중인 ‘아

시아 해적 ․ 해상강도 퇴치에 관한 지역협력 협정(Regional Agreement on 

Combating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Asia, ReCCAP)’

을 체결하여 해적대응을 위한 다자간 해적퇴치 협력레짐을 마련하였다. 동 

협정은 정보공유센터(Information Sharing Center) 설립, 해적 체포 ․ 송환 협

력, 해적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및 협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협정

은 이전의 해적대응을 위한 노력들이 대부분 선언적이었던 것에 비해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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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다자간 협력체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수출입물동량 및 에너지자원의 수송을 위해 해상교통로에 절대적으로 의

존하고 있는 한 ․ 중 ․ 일 동북아국가들은 해적으로부터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말리아 및 아덴만 해역을 통항

하는 자국의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동북아 3국은 자국의 군함을 파견하고, 

소말리아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1월 15일 소말리아 해역에서 몰타국적의 우리나라 화학운

반선 ‘삼호 주얼리호’를 납치했던 해적들에 대한 국내압송 및 재판과정에서 

나타났듯이 해적피해 선박의 기국이나 선원의 국적국이 체포된 해적을 압송

하여 자국에서 재판 관할권을 행사하는 데는 여러 가지 법적 제약요인이 있

다. 

2. 국내 입법조치

1) 국제법 규정 

해적행위에 대한 일반적 규정은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정하고 있다. 제101

조에서 선박에 대한 해적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민간선박의 승

무원 또는 승객이 사적 목적(private ends)을 위하여, (1) 공해상의 다른 선

박 또는 그 선박내의 사람이나 재산, (2) 국가관할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곳

에 있는 선박 ․ 사람이나 재산에 대하여 범하는 불법적 폭력행위, 억류 또는 

약탈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적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

위와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도 해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해적행위는 모든 국가가 자유롭고 평화롭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를 심각히 저해하는 보편적 범죄로서 해적선을 나포한 국가는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105조). 다만 해적선의 나포는 군함 또는 정부업무 선박으

로 한정하고 있다(제106조).

소말리아 해적이 창궐하면서 국제사회는 UN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해적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UN은 일련의 안보리 결의 1816(’08. 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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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10), 1846(’08. 12), 1851(’08. 12), 1897(’09. 11)호를 통하여 소말리

아 해적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동참과 그 조치에 대한 국제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 군함 및 항공기의 파견 촉구, (2) 해적에 대

한 수사 및 사법처리 용이를 위한 협정체결 촉구, (3) 해적추적을 위한 소말

리아 영해에 진입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한국

해적행위는 ‘형법’ 및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 행위의 처벌에 관

한 법률(이하 ‘위해행위 처벌법’으로 약칭)’ 등에 의하여 처벌되고 있다. 해

적행위는 형법 제3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선박을 강취하거

나 선박 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 및 “상해 ․ 살해 ․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 ‘해상강도죄’로 처벌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의 영역 외에

서 대한민국 선박이나 대륙붕상의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위해 하는 광의

의 해적행위에 대하여는 ‘위해행위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미국, 일본과 달리 독자적인 해적행위 처벌 규정이나 법을 두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덴만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해군함정의 원활한 해적행위 퇴

치활동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의 필요성과 더불어 ‘삼호 주얼리호’ 해적을 

국내로 압송하여 재판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 절차적 적법성의 문제가 제기 

되었다. 특히 형법상의 해상강도죄의 구성요건은 ‘유엔해양법협약’상의 해적

의 정의와 차이가 있고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국제적인 문

제와 필연적으로 연관되는 해적처리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먼저 유엔해양법협약상의 해적 정의와 형법상의 해상강도죄의 구성요건의 

차이와 관련하여 제기 될 수 있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적행위의 목적을 ‘사적 목적(private ends)’에 

한정시키고 있으나 형법에는 행위의 목적에 대한 제한이 없다. 

둘째, 유엔해양법협약상의 해적행위에는 해적선과 피해선박이라는 두 척의 

배가 필요로 하는 이른바 ‘two ship rule’이 적용되는 반면, 형법에는 이에 

대한 요건이 없다. 

셋째,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적행위가 복수의 사람에 의해 행해져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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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한 사람에 의한 해적행위도 해적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형법은 ‘다중의 위력’이라고 하여 복수

의 행위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한 사람에 의한 범행의 경우 해적행위 

여부의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넷째, 유엔해양법협약은 자발적으로 해적행위에 참여하거나 교사 ․ 방조하

는 행위도 해적행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형법상의 해상 강도죄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다섯째, 해적의 발생장소에 있어서 유엔해양법협약은 ‘공해상’ 또는 ‘국가

관할권 밖’이라고 하고 있으나 형법에서는 ‘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발생

지의 장소적 범위에 제한이 없다.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적의 장소적 범위를 

공해 또는 국가관할권 밖으로 한정하고 있고, IMO는 국가의 관할권내에서 

행해지는 범죄를 해상강도(sea robbery)로 정의하여 재판관할권의 효력에 있

어서 양자를 구분하고 있다. 

한편 ‘삼호 주얼리호’를 납치한 해적을 우리나라로 이송하여 재판 관할권

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괴리 또는 국내사법 체

계의 미비로 인하여 몇 가지 절차적 적법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동 선박

은 몰타 국적이지만 유엔해양법협약 제105조의 보편적 재판관할권 규정1에 

따라 우리나라가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재판과정에

서 (1) 해군의 해적 체포 및 인도, (2) 체포 및 인도 후의 구속영장 청구 문

제, (3) 변호인의 조력 문제 등의 대한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첫째, 해군 승무원에 의한 해적의 체포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13조(체

포된 현행범인의 인도)와 관계가 문제된다. 동조 제1항은 ‘사인이 현행범인

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고 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해군이 체포한 해적의 신병이 

해양경찰 수사관에게 인계될 때까지 9일이 경과하여 이 기간이 ‘즉시’에 해

당되는 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다. 부산지방법원은 제1심 판결에서 인접국

1. 유엔해양법협약 제105조: “모든 국가는 … 해적의 지배하에 있는 선박. 항공기를 나
포하고, 그 선박과 항공기 내에 있는 사람을 체포하고,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 나포
를 행한 국가의 법원은 부과될 형벌을 결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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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신병인수 거절, 국내이송 항공편 마련 곤란 등의 사정을 인정하면서 

‘청해부대가 피고인들을 체포한 후 국내로 압송하는 데 9일이 소요된 것은 

공간적 ․ 물리적 제약상 불가피한 것으로 ‘즉시’에 해당 한다’고 판결하였다.2

둘째,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2 제5항과 관련하여 구속

영장 청구시한 내에 영장이 청구되었는 지에 대한 논란이다. 이에 대하여 부

산지방법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도 받은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한 200조의 2 제5항을 들어 사인에 의하여 체포된 

현행범이 수사기관에 인도될 때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이 같은 특수한 상황

에서는 48시간의 기산점은 수사기관이 현행범을 인도 받은 때로 보아야 한

다고 판결하였다.3

셋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그 시점이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역시 수사기관이 인도를 

받은 때부터 발생한다고 하였다.4

위의 쟁점에 대하여 법원의 적법판결이 있었지만 소말리아 해역에 활동하

는 해군의 해적 체포행위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국가공권력 행사임에도 일

반사인에 의한 체포로 동일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즉

시’와 관련해서도 해적 체포 후 또 다른 해적 검거 작전의 필요성이 생기거

나 현지 기상 악화, 주변국의 정치적 상황 등의 이유로 사법당국에 인도하는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남해지방해양경찰청,  

2011). 이와 반대로 해적의 체포와 신병처리에는 중무장한 해적에 대한 군사

작전을 전제로 하는 만큼 상황이 유동적 ․ 가변적일 수 밖에 없어서 규정을 

세분화시켜 명시하는 것은 불리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국제사회의 강력한 해적퇴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발생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앞으로 또 다른 해

적 체포 및 국내이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제사회의 해적퇴치 활동에 

 2. 2011고합93, 2011. 5. 27.

 3. 전게서.

 4.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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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의 지속적 참여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삼호 주얼리호’ 해적사건 처리에

서 나타난 사법체계상의 논란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사법체계

상 논란이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해적의 사법처리에 관련된 국내법을 정

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1) 형법, 형사소송법, 선박 ․ 해상구조물위해법 등 관련 법

률의 해당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 (2) 소말리아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해군의 

해적행위 퇴치 활동에 대한 사법처리에 관한 특례법 제정, (3) 해적의 퇴치 

및 사법체계에 관한 별도의 법 제정 등의 방안이 논의 될 수 있다. 

2011년 3월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형법 개정안에서는 제7조에 세

계주의를 신설하여 인류공통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국제적 범죄 증가를 반

영하여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폭발물 사용, 통화위조, 위조통화의 취득 등의 

죄를 범한 외국에도 형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동 조항에 열거된 국제성 

범죄 중 ‘해상강도죄’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동 조항 제5호의 ‘대한민국에 대

하여 구속력 있는 조약에 따라 처벌하는 범죄’ 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선박이나 선원에 대한 해적행위에 대한 형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적용 근거를 마련하였다.5 그러나 형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 개정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채 18대 국회의 회기의 종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소말리아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해군의 해적에 대한 사법처리에 관한 특례

법안은 2009년 11월 의원발의로 제출되었으나 입법과정에 별다른 진전이 없

이 18대 국회 회기 만료로 법률안이 자동 폐기된 상태이다.6

일본의 예와 같이 해적 대처 및 체포된 해적의 사법체계에 관한 별도 입

법의 경우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적 규정과 균형을 맞추어 국제 ․ 국내법 규정

의 괴리를 해소 할 수 있고 해적 나포 및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해

 5.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률개정안 현황 참조.

 6. 2009년 11월 17일 이진복 의원 등 12인의 발의로 제출된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국
군부대 활동에 관한 특례법안’은 교전규칙에 따른 함장의 자위권 행사, 소말리아 해
역에서 해적행위죄에 관하여 함장은 사법경찰관의 직무수행, 함장의 지명을 받은 자
는 사법경찰리의 직무 수행, 해적행위의 현행범은 영장 없이 체포, 체포한 경우 지체 
없이 영장청구(전자문서 형태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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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새로운 입법의 부담이 남는다. 해적문제의 심

각성과 함께 개별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현행 법 체계만으로 사법처

리에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3) 중국

중국은 소말리아 해역에서 많은 자국선박들이 해적피해를 보고 있어 2척

의 구축함과 1척의 보급함으로 구성된 함대를 파견하는 등 국제사회의 해적

퇴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해적 처리를 위한 국내사법체계는 

미비한 상태이다. 

중국 사법체계에서 ‘해적(海盜)’에 관하여 정해 놓은 법률규정은 없으며 

해적행위에 관한 처벌은 중국 형법 조항(제8조, 제9조 및 제263조)을 근거로 

삼고 있다. 형법 제8조는 “외국인이 중국 영역 밖에서 중국 및 중국민에 대

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본 법을 

적용한다” 고 하고, 제9조는 “중국이 체결했거나 참여하고 있는 국제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중국은 조약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내

에서 관할권을 행사하며 본 법을 적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조항이 

중국의 관할권 밖의 해역에서 일어나는 자국선박 및 외국선박에 대한 해적행

위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해적행위는 제263조의 강도죄(强劫罪)로 처벌하고 있으나 바다에서 해상

강도를 직접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다. 강도죄로 열거된 범죄행위 중 해적

과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행위는 (1) 강도사상범(제5조), (2) 총기를 소지

하고 강도를 한 자(제7조), (3) 군용물자 또는 구호, 구제물자를 강도한 자

(제8조) 등의 규정을 들 수 있다. 

4) 일본

일본은 1999년 발생한 ‘알론드라 레인보(Alondra Rainbow)호’ 사건7을 

 7. 알론드라 레인보호는 총톤수 7,762톤의 파나마 선적의 일본 화물선으로서 1999년 10

월 22일 심야에 알루미늄 잉곳 약 7,000톤을 싣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쿠알라탄
존항을 출항하여 일본으로 항해하던 중 권총과 칼로 무장한 해적에게 납치되었다. 당
시 선장 및 기관장 등 일본인 2명과 15명의 필리핀 선원 등 17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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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로 해적 ․ 무장 강도사건 공동대처를 위해 2004년 4월 동경에서 아시아 

15개국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해적대책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해적대책 행동계획’, ‘아시아 해적대책 과제 2000’ 등을 채택하였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성과 해상보안청이 중심이 되어 동남아 연안국과 해적대처 협

력을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말라카해협 연안국과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해

적에 대한 인식공유와 정보교환, 순시선 ․ 항공기를 파견하여 취약해역 공해

상 초계, 기항국과 합동훈련 ․ 승선연수, 해상단속능력 향상을 위한 해상치안

기관 직원의 초청연수, 기술 제공 등의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일본은 2009년 6월 ‘해적행위의 처벌 및 해적행위 대처에 관한 법률(海賊

行爲の 處罰及び海賊行爲への對處に關する法律)(이하 ‘해적처벌 및 대처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해적행위는 형법 조항을 적용하였으나 2009년 3

월 해상자위대 호위함 2척을 소말리아 및 아덴만 인근해역에 파견하면서 외

국국적선 및 외국인 해적 피해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동 법률을 시급하게 제정하였다. 동 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동 법이 적용되는 해적행위의 대상을 ‘선박’이라고 규정하여 국내외 

국적선을 불문하고 있어 외국적선에 대한 해적행위에 대처 하거나 보호활동

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다. 다만, ‘선박’의 범위에 군용 및 관공

선은 제외하고 있다. 

둘째, 해적의 정의에 있어서 ‘사적 목적’으로 제한하여 유엔해양법협약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장소적 범위에서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공해 및 

국가 관할권 밖’으로 한정한 데 비하여, ‘해적처벌 및 대처법’은 공해뿐만 아

니라 영해 및 내수까지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제2조). 공해의 범위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공해의 범위에 대하여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하고 있다. 한편 유엔해양법협약이 정한 ‘해적 행위를 

15명으로 이루어진 해적들은 습격 후 승선원들을 해적선에 옮겨 싣고 후 6일간 감금
한 후 10월 29일 구명보트에 태워져 풀려났고 그 후 11일간 해상을 표류한 후 태국
의 푸켓섬 연안에서 어선에 의해 발견되어 전원 무사히 구조되었다. 11월 16일 해적
선은 인도 남서 연안의 공해상을 항해 중 인도 코스트 가드 및 해군에 의해 나포되었
고 인도네시아 해적 15명 전원이 체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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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하거나 고의적으로 방조한 행위’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고, 미수죄는 처

벌조항이 있으나 교사 및 방조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없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이 해적행위의 내용으로 ‘선박 ․ 사람이나 재산에 대하

여 범하는 불법적 폭력행위, 억류 또는 약탈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 

‘해적 처벌 및 대처법’에서는 해적행위를 (1) 폭행 ․ 협박을 이용한 선박 ․ 재
산 강취 및 운항지배 행위, (2) 인질 목적으로 승선자를 약취하는 행위, (3) 

약취된 자를 인질로 재물교부 강요 또는 의무 없는 행위 ․ 권리 불행사 요구 

행위, (4) 항해 중인 타 선박에 침입 ․ 손괴행위, (5) 해적 목적으로 항해 중

인 선박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6) 흉기를 준비해서 선박을 항해시키는 

행위 등 구성요건을 보다 구체적이고 넓게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내지 

제7항). 

셋째, 해적행위의 대처의 주무기관은 해상보안청으로 하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위대가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해적 대처를 

위한 기관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제5조 및 제7조). 즉 통상의 경우 

해적대처의 주무기관은 해상보안청으로 하되, 소말리아 해적해적 행위와 같

이 해상보안청의 역량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 해상자위대가 총리

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상자위대가 해적

대처 행위를 하는 경우 해상자위관은 해상보안청법에 의한 해상보안관의 직

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준용하고 무기사용에 있어서도 관련된 해상보안청법 

규정을 준용(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하여 사법경찰권이 없는 자위대원이 해

적 대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한편 해상보안청은 소말리아에 파견된 자위함 2척에 6개월 교대방식으로 

국제수사관 8명을 승선시키고 있으며, 유사시 소속 항공기를 이용하여 해적

압송을 위한 연 1회 중동 및 유럽지역을 대상으로 장거리 비행훈련을 실

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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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위에서 보았듯이 일본의 경우 ‘해적 처벌 및 대처법’이라는 별도의 법을 

제정하여 해상자위대의 외국해역에서 해적퇴치 활동 및 해적 처리에 필요한 

법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한국과 중국은 형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하여 해적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한 ․ 중 ․ 일은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소말리아 해역에서 활동 중

인 자국 군함이 자 ․ 외국선박에 대한 해적 행위에 대처하거나 사법관할권 행

사에는 문제가 없지만, ‘삼호 주얼리호’ 사건 처리에서 볼 수 있듯이 재판관

할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형사 절차적 문제들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한국, 중국의 현행 해적 관련 사법체계상 자국선박이 아닌 

타국 선박에 대한 호송서비스나 해적 피해시 이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가 약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해역에서 활동 중인 자국군인에 대

하여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특례법 제정, 별도의 해적대처법 제정 또는 관

련 법률의 개정 등의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이것은 해적처리에 관한 입법

적 수요, 현행 해적 관련법령의 유효성, 새로운 입법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

로 검토하여 자국의 사법실정에 맞게 결정할 문제이다. 

한국의 경우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률’에 의하여 필요한 입법사항이 수용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으나, 국외에서 체포한 해적의 호송과 재판관할권 행사과정

에서 드러난 형사소송법과의 괴리를 해소하여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

한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입법 논의와 별개로 사법경찰권이 없는 군함 승조원에 의한 해적 처리과

정에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함에 사법경찰관이 동승하여 형사절

차를 처리하거나, 소말리아 인근 국가와 사법공조 협약을 체결하여 현지 국

가에 형사절차를 위탁하는 방안도 실효적인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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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선박 및 항만 보안

1. SOLAS 협약의 개정 

2001년 9 ․ 11 테러 이후 취약한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

해 국제사회는 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보안규정인 ‘국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The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ISPS Code)’8을 마련하였다. ISPS Code는 2002년 12월 12일 ‘1974 해상인

명안전 협약(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SOLAS)’의 당사국 

회의에서 결의로 채택한 Part A(의무사항)와 Part B(권고사항)로 구성된 선

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을 위한 국제규칙을 말한다.9

9 ․ 11 테러 발생 2개월 후인 2001년 11월에 개최된 ‘국제해사 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의 제22차 총회에서 선박 및 

항만보안에 대한 조치를 개발하기 위하여 SOLAS 협약 당사국 간 회의를 

2002년 12월에 개최하기로 하고, 해양안전위원회(MSC)에 초안 마련을 위탁

하였다. 이후 MSC는 2002년 2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초안을 마련하였

고, 같은 해 12월 런던에서 113개국 정부대표가 참석한 ‘해상보안에 관한 외

교회의(Diplomatic Conference on Maritime Security, DCMS)’에서 SOLAS 

협약의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동 회의에서 채택된 SOLAS 협약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5장을 개정하여 총톤수 300톤 이상 50,000 미만의 선박(유조선 및 여

객선 제외)에 자동 식별 장치(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AIS) 

설치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 총톤수 300톤 이상 화물선 ․ 이동

식 해상구조물 중 2008년 이후 건조 선박의 장거리 식별 ․ 추적장치

 8. 정식 명칭은 ‘The International Code for the Security of Ships and of Port 

Facilities’이고 축약형으로 ‘The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라고 하고, 줄여서 ISPS Code라고 한다.

 9. SOLAS 협약 제11-2장 제1조 1항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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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LRIT) 설치 의무화

∙ 제11-1장(해상안전 강화 특별조치)을 개정하여 (1) 총톤수 100톤 이상의 

모든 여객선 및 300톤 이상의 화물선은 선박식별 번호(Ship Identifi- 

cation Number, SIN) 표시, (2) 운항 요건에 대한 항만국 통제, (3) 선

박이력 기록부(Continuous Synopsis Record, CSR) 비치 등의 의무화 

∙ 제11-2장(해상보안 강화 특별조치)을 신설하여 (1) 선박 및 항만보안

에 대한 세부사항의 ISPS Code 위임, (2) 모든 선박의 선박보안경보 

시스템(Ship Security Alert System, SSAS)의 설치 의무화, (3) 입항

거부 등 입항선박에 대한 항만국의 통제 등 규정

∙ 부속서로 ISPS Code를 채택

SOLAS 협약은 해상에서 인명안전을 위한 선박의 설비 ․ 구조 ․ 운항요건 

등을 규정하는 데 비해, ISPS Code는 선박과 항만시설 종사자의 상호협조

(interface)를 통하여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을 저해하는 행위를 식별하여 

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양자는 입법목적과 적용범위가 달라 

SOLAS 협약에 ISPS Code를 수용하기에는 당초 한계가 있었다(이윤철, 

2005). 그럼에도 ISPS Code를 항만시설까지 확대한 배경에는 9 ․ 11 테러 이

후 해상테러 위협이 높아지면서 취약한 해상보안 강화 및 새로운 국제 해양

보안레짐의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국제

협약을 제 ․ 개정하는 절차에는 통상 수년이 소요되지만 회원국 2/3 찬성으로 

개정안 의결 후 1년 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6개월 후 자동발효 되도록 한 

‘1974 SOLAS 협약’의 ‘묵시적 수락(tacit acceptance)’ 절차10도 ISPS Code

10. SOLAS 협약은 타이타닉호 침몰사건을 계기로 구명보트, 기타 비상장비의 설치 및 
통신청취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1914년 처음 채택되었다. 그 후 1929, 1948, 

1960, 1974년에 새로운 개정안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IMO에 대한 국가 통보절차, 

최소 국가 및 톤수요건 등으로 인하여 개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수년이 소요되었
다. 1974년에는 발효절차 등을 포함하여 완전히 새로운 협약이 채택되었다. 현재 시
행되고 있는 ‘1974 SOLAS 협약’은 1974년에 개정되어 1980년에 시행된 것이다. 

‘1974 SOLAS 협약’의 특징의 하나는 발효요건으로 ‘묵시적 수락(tacit acceptance)’ 
규정을 채택하여, 회원국 2/3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의결된 후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1년 후 채택된 것으로 간주하고 6개월 후 자동적(by default)으로 발효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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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동 협약에 규정하게 한 중요한 고려요인이었다. 이와 함께 미국 코스트 

가드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강력한 추진의지도 신속하게 입법절차가 마무리

되게 한 요인이었다.11 이러한 절차를 거쳐 개정안은 2004년 7월 1일 발효되

었다.

2. ISPS Code의 내용 

ISPS Code는 SOLAS 협약 개정안의 부속서 형태로 19개 조항으로 구성

되어 있고, 의무규정인 Part A와 그 이행지침을 규정하고 있는 Part B로 구

분되어 있다. Part B의 규정들은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보안규정을 수립하고 

이해하는 데 반드시 참조하여야 하는 규정으로서 실질적으로 Part A와 동일

하게 강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Part A에서는 보안시스템에 대

한 기본원칙만 정하고 구체적 사항들은 Part B를 참조하도록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윤철, 2005).

ISPS Code의 적용 대상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1) 모든 여객선, (2) 총

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3) 이동식 해상구조물, (4)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선박이 사용하는 항만시설 등 이다. 주요 의무사항으로는, (1) 각국 정부는 

보안등급 설정과 그에 따른 적절한 지침의 제공, (2) 자국 선박 ․ 항만의 보안

계획 승인 ․ 보안심사 및 외국선박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IMO에 자국

의 보안관련 사항 보고, (3) 선박에는 선박보안 책임자를 지정하고 자체보안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기국정부의 보안심사를 받은 후 국제선박 보안증서 비

11. 미국은 협약제정 작업을 독려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IMO 임시회의 개최비용을 
부담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협약채택을 위한 외교회의가 개최
되기 전 미 상원의 상업 ․ 과학 ․ 운수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IMO 사무총장에 서한을 
보내 국제해사보안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 코스트 가드 사령관 
Thomas Collins 제독은 IMO를 방문하여 사무총장에게 협약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IMO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미국은 ISPS Code를 수용하기 위해 ‘1936 해상법(1936 

Merchant Marine Act)’을 개정하여 ‘2002 해사운송보안법(Maritime Trans-portation 

Security Act of 2002)’을 제정하였고, 110개국에 검사관을 보내 이행사항을 파악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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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4) 선박회사는 회사보안 책임자 지정, (5) 항만당국은 보안등급에 따른 

항만시설 보안조치 및 시설보안 평가보안 책임자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국내법 수용과 평가

1) 한국

한국은 ISPS Code가 전면적으로 시행 이후 2011년 1월 기준으로 1,004

척의 국적선이 보안증서를 취득하였고 국제항행 선박들이 이용하는 28개 무

역항만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03년 협약발효 시기가 촉박하고 준

비기간 부족의 이유로 해양수산부 고시로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ISPS Code의 국내적 수용은 국민의 권리 ․ 의
무에 직접 관계되는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고시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에는 

법적 지위가 미약하였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2007년 8월 ‘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동 법은 (1) 국제 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등급 설정(제5조 및 

제6조), (2) 국제항해 선박소유자의 총괄보안 책임자와 선박보안 책임자 임

명(제7조 및 제8조) 및 국제선박 보안증서 획득(제11조 및 제12조), (3) 외

국선박에 대하여 국제선박 보안증서 비치여부 검사에 의한 항만국 통제(제19

조제1항), (4) 대한민국 항만 입항 외국선박은 입항 24시간 전 선박보안 사

항 통보의무 및 이에 따른 이동제한 ․ 시정요구 ․ 선박점검 또는 입항거부 조

치권(제19조 제4항 및 제6항), (5) 항만시설소유자의 항만보안 책임자 임명 

및 보안평가 실시(제23조 및 제24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 중국

중국도 SOLAS 협약 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중국은 SOLAS 협약

의 체약국으로서 선박 및 항만보안을 위한 협약개정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2003년 ‘항만시설 보안규칙’과 ‘국제선박 보안규칙’의 2개 법률을 제정하여 

2003년 11월과 2004년 4월부터 각각 시행하고 있다(Shoguo,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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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는 130개의 무역항과 10,000여 개의 항만시설이 있다. 중국의 해

운 ․ 항만 보안담당기관에 있어서 해운은 교통부 수운사(해운국)에서 담당하

고 있다. 항만의 경우 2003년 개정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항만법’에 의한 항만관리체제 개혁에 따라 항만관리권이 지방정부로 이양되

고 정치와 기업을 분리하여 항만기업이 더 이상 행정관리기능을 담당하지 않

도록 하고 있다. 즉 중앙과 지방정부의 항만에 대한 이중적인 복잡한 관리체

제에서 지방정부가 하나의 항만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일항일정(一港一政)’ 

정책을 확립하여 지방정부 중심의 일원관리체제를 확립하였다(제6조)(윤재호 

2010). 항만법 제4장에서는 항만 경영인과 항만 행정관리 부서가 항만안전과 

보안의 책임주체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항만시설보안규칙에는 보안

등급, 보안평가, 보안계획, 보안요원의 교육과 훈련 등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

다. 중국은 이 법률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선박보안규칙’을 공포하

고,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에 관한 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최재선 

외, 2006).

3) 일본 

일본은 ISPS Code의 이행을 위해 2004년 4월 ‘국제항해 선박 및 국제항

만 시설의 보안확보 등에 관한 법률(国際航海船舶及び国際港湾施設の保安

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을 제정하여 국제항해 선박과 국제항만 시설에 대

한 보안조치를 의무화하고 외국으로부터 일본으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 

선박보안정보의 사전통보를 의무화하여 위험선박을 통제하고 있다. 동법의 

시행을 위한 ‘국제항해 선박 및 국제항만 시설의 보안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외국에서 처음 입항하는 국제항해 선박은 24시간 전까지 

28개 항목의 선박보안정보를 입항하고자 하는 항만을 관할하는 해상보안관

서에 통보해야 한다(제74조 및 제75조). 이와 함께 해상보안청은 ‘해상보안

청법(海上保安庁法)’(제2조)에 의하여 선박보안정보 및 해상치안유지, 범죄

예방, 진압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일본은 2004년 6월 일본을 둘러싼 국제정세를 고려하여 특정 

국가의 선박 및 특정 선박의 입항을 금지할 수 있는 내용의 ‘특정선박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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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금지에 관한 특별조치법(特定船舶の入港の禁止に関する特別措置法)’을 

제정하였다. 특정 선박은 (1) 각의에서 정하는 특정 외국의 국적선, (2) 각의

에서 정하는 입항금지기간에 특정 외국항에 기항한 선박, (3) 특정 외국과 

앞의 두 가지 관계에 유사한 관계를 갖는 선박 등이다(제2조). 각의가 이 사

항을 결정한 경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5조).

4) 평가  

2001년 11월 제22차 IMO 총회에서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새

로운 조치를 결의하고, 2002년 12월 ‘1974 SOLAS 협약 체약국회의’(외교

회의)에서 기존협약 개정안을 전원 일치로 채택하였다. 국제협약의 개정이 1

년의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고, 이후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ISPS 

Code가 전면 시행된 것은 국내수용을 위한 국내법의 정비, 보안평가, 교육훈

련 등 여러 가지 실행준비 등을 감안할 때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것은 국제

사회가 9 ․ 11 테러를 계기로 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강화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취한 공동조치라 할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은 ISPS Code가 발효되기 전 국내법을 제정하여 국내시행을 

위한 입법적 뒷받침을 하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은 ISPS Code 시행

까지 촉박한 기한 내에 입법이 뒷받침 되지 않아 해양수산부 고시를 제정하

여 시행하였다. 그러나 부처의 고시로는 ISPS Code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

적 기반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오다 2007년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법적 기

반을 강화하였다. 

ISPS Code에 의한 선박 및 선박회사에 대한 보안체제는 전 세계적으로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해상안전, 해양사고방지 및 해양환경보

호를 위한 국제적인 관리기준인 ‘국제안전관리규정(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ISM Code)’12과 일정 부분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선사

12. IMO는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주로 선박의 구조와 설비 
강화 및 선원의 자질향상 등 주로 선박자체의 구조 ․ 설비를 중시하여 왔으나, 해양사
고의 대부분이 선박자체의 결함보다는 인적 과실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
지하고 ‘국제안전관리규정(ISM Code)’을 제정하였다. 한국은 1999년 2월에 ‘해상교
통안전법’을 개정하여 제10조 내지 21조에서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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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또한 현재 실행되고 있는 컨테이너보안 조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관련 법령의 제 ․
개정을 통한 법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2006년 ‘전 항만의 안전 및 책임성에 관한 법률(Security and 

Accountability For Every Port Act: SAFE Port Act)’을 제정하여 항만보안

을 위한 관련기관 운영센터 설치, ‘컨테이너 안전구상(CSI)’, ‘대테러 세관-

교역 파트너쉽(C-TPAT)’, 미국에 도달하는 모든 컨테이너의 사전검색을 목

표로 하는 ‘안전화물구상(SFI)’ 등에 대한 법률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 

V. 해양테러

1. 국제법상의 해양테러 

1985년 이집트 연안에서 발생한 ‘Achille Lauro’호 납치사건, 2000년 예

멘에 정박 중인 미 구축함 ‘U.S.S Cole’ 폭파사건, 2002년 프랑스 유조선  

‘M/T Limburg’호 폭발물 공격사건 등에서 드러났듯이 선박을 상대로 한 해

양테러가 현실화하고 있다. 

해상을 통해 전 세계 수출입물품의 대부분이 운송되는 현실에서 해상테러

에 의한 주요 해상교통로의 일시적인 폐쇄의 경우라도 세계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각국은 선박, 항만, 해양시설 등 다양한 해양테러 대상

과 한정된 대(對)테러 자원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한 정책수

단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국제법상 해양테러에 대한 명확

한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해양테러 정책수립, 국제협력 및 테러행위

자에 대한 재판관할권 행사 등에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 

해양테러의 개념은 해적과 비교함으로써 그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

다. 해양테러는 ‘Achille Lauro’호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적 이념이 행위의 동기인 반면, 해적은 사적 목적, 경제적 이득을 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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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한다(Kim, 2005). 이러한 개념상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해양테러와 

해적은 목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해상에서 불법행위로서 항해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본질

적으로 유사하다(Kim, 2005).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해적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

다. 해적의 요건인 (1) 공해 또는 국가관할권 밖에서 발생, (2) 가해선과 피

해선이 있어야 하는 ‘2척 룰(two ship rule)’ 등과 같은 유엔해양법협약상의 

해적 구성요건은 승객이나 승무원이 배를 납치하거나 납치된 선박을 항만시

설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는 ‘해양에서의 9 ․ 11 상황’과 같은 행위

는 해적으로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해적행위를 발견하거나 제압한 어느 국가든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해

적의 경우13와 달리, 해적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해양테러의 경우 범죄

구성 요건, 범죄인 송환, 재판관할권 행사 등 기존의 국제법 틀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국제사회는 해양테러 행위자가 재판관할권 행사에 

관한 국제법상의 미비점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관할

권의 행사범위를 넓힌 ‘항행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SUA 협약)’을 1988년 3월에 채택하였다. 

2. SUA협약 체제의 입법적 수용 및 평가

1) 등장 배경 

SUA 협약은 항행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범죄자에 대한 

기소와 처벌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SUA 협약 채

택의 직접적인 계기는 1985년 10월 7일 발생한 초호화 이태리 유람선 

‘Achille Lauro’호 납치사건14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12월 9일 

13. 유엔해양법협약 제105.

14. 1985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4명이 이태리를 출발하여 이집트로 가는 ‘아
킬레 라우로’호를 납치하여 승객과 승무원을 인질로 잡고 이스라엘에 수감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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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결의 40/61’에서 국제해사기구(IMO)에 선박 및 승무원에 대한 해

양테러 문제에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1988년 3월 10일 

SUA 협약이 채택되어 1992년 3월 1일부터 발효되었고, 2011년 현재 144개

국이 가입하고 있다. 이와 함께 IMO는 SUA 협약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

는 대륙붕에 위치한 고정구조물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대륙

붕에 설치한 고정 해상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에 관한 의정서

(The Protocol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Fixed Platforms Located on the Continental Shelf)’를 채택하였다.

2001년 9 ․ 11 테러 이후 미국 주도로 선박이 테러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대량살상무기 운송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988년 SUA 협

약을 재검토하게 되었다. 그 결과 IMO는 ‘SUA 협약 2005년 의정서(Protocol 

of 2005 to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를 채택하였다. 개정된 SUA 협약(제1조 내

지 제16조), SUA 협약 2005년 의정서(제17조 내지 제24조) 및 부속서를 통

합하여 ‘2005년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2005: 2005 SUA 협약)’이라고 규정하였다. 

1988년 SUA 협약은 ‘범죄행위(offences)’로서 (1) 선박 ․ 화물의 파괴 ․ 손
괴, (2) 선박의 안전운항 저해행위, (3) 승무원에 대한 위해행위, (4) 이들 행

위에 대한 기도 ․ 선동 ․ 협박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 협약은 피해선박의 

기국, 범죄행위 발생지국, 범죄자 ․ 피해자의 국적국, 무국자의 거주지국 등 

다양한 관할권을 인정15하고 재판관할권의 창설과 범죄인의 송환을 용이하게 

동료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50명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승객 중 몸이 
불편하여 휠체어를 타고 있는 미국인 남자를 사살하여 휠체어와 함께 바다에 던져버
리는 범행을 저지른다. 협상이 여의치 않자 이집트 당국에 투항하는 조건으로 튀니지
행의 보장을 요구하여 받아들여졌다. 미국은 이들 테러리스트를 태운 비행기가 이집
트를 떠나 튀니지를 행하는 도중 차단하여 이태리 내에 있는 NATO군 비행장에 강
제로 착륙시켰다. 미국은 ‘아킬레 라우로’호 승객 중에는 미국인이 포함되어 있었고, 

미국인 인질이 피살되었으므로 이태리 정부에 대하여 선박 탈취범들의 해적행위를 
이유로 범죄인 인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태리 정부는 테러범의 인도를 거부하고, 

자국법원에 테러범을 기소하였지만, 납치사건을 주도한 Abul Abbas는 증거 부족으로 
석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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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관할권 미비 때문에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는 데 중

점을 두었다(지상원, 2002).

그러나 테러위협이 높아진 변화된 안보환경에서 1988년 SUA 협약은 선

박을 테러 행위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대량살상무기와 같은 테러물자를 운송

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2005 SUA 협약에

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몇 가지 규정을 신설하였다.

첫째, 3조의 2를 신설하여 ‘불법행위’의 범위에 (1) 다중 ․ 정부 ․ 국제기관

에 대한 행위 또는 부작위 강요, (2) 선박에 방사능 ․ 생화학무기를 사용하거

나 방출하는 행위, (3) 기름 ․ 독성물질 방출, (4) 폭발물, 생화학 ․ 방사능 무

기(BCN) 및 관련 장비 ․ 물자의 운송(transport)16 등을 새롭게 추가하고 있

다.17

둘째, 2005 SUA 협약은 테러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승선 ․ 검색조항(8bis)

을 신설하였다. 요청국은 타국의 선박이나 승무원이 범죄행위를 하거나 가담

하려 했다고 의심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기국 정부에 승선 ․ 검색 요

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국은 요청을 허용하거나 자국이 직접 승선 ․ 검색

을 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18

셋째, 범죄인 인도 또는 사법공조와 관련하여 정치범이라는 이유로 당사국

이 범죄인 인도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19

2005 SUA 협약은 12개국이 체약국이 된 후 9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발

효되도록 하고 있는데, 2010년 7월 28일부터 발효되고 있다. 2012년 4월 30

일 현재 22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15. 1988 SUA Convention, 제3조 및 제6조.

16. 2005 SUA 협약, 제3조의 2 제1항(f): “운송(transport)이란 사람 또는 물자의 이동에 
대하여 의사결정 권한을 포함한 효과적인 통제를 시작하거나 수배 또는 행사하는 것
을 말한다.”

17. 2005 SUA 협약, 제4조 제5항.

18. 전게 협약, 제8조의 2 제4항 및 제5항.

19. 전게 협약, 제1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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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적 수용 및 평가

1) 한국

한국은 1988년 SUA협약에 2003년 5월 가입하였으나 2005 SUA 협약에

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1988 SUA 협약 및 의정서를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같은 해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해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선

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를 한 외국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할권

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위해행위를 한 범죄인의 인도절차 및 위해행위의 구

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에 대하여 범

죄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한 처벌(제3조), ② 법무부 장관의 승인 후 SUA 

협약 당사국에 선장의 범죄인 인도(제4조), ③ 선박 ․ 해상구조물에 있는 사

람의 살인 ․ 상해 및 선박납치, 선박 등 손괴, 위협물건의 설치, 허위정보의 

전달 및 협박 등을 위해행위(제5조 내지 제13조)로 처벌하고 있다.

(2) 일본

일본은 1988년 SUA협약에는 가입하고 있으나, 동 협약을 수용한 국내 법

률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05년 SUA 협약은 미가입 상태다. 일본은 동 협

약에 가입시 일본 인근 공해상에서 의심 외국선박에 대한 임검 가능성에서는 

유리한 면이 있으나 외국 해역 항해중의 자국선박에 대한 타국의 임검요

청에도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3) 중국

중국도 1988년 SUA 협약에는 가입하고 있으나, 2005년 SUA 협약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SUA 협약을 별도로 수용한 법률은 없으며, 해

상에 운항중인 선박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형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SUA 협약의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집행은 공안, 변방, 해방군, 해관 

등에서 담당하고 있다. 

3) 평가

해상에서의 테러행위는 준비와 실행 및 범죄발생 효과 등이 한 국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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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루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이다. 따라서 테러 범죄의 수사, 범죄인의 처

벌을 위해서는 복잡한 국제법적 문제가 작용한다. 한중일은 1988년 SUA 협

약은 가입하고 있으나 2005 SUA 협약은 모두 미가입 상태다. 

1988년 SUA 협약은 재판관할권 확대, 범죄인 인도의무 등을 규정하여 해

양테러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특히 개정된 2005 SUA 

협약은 9 ․ 11 테러 이후 해양에서 선박을 이용한 테러 및 테러 관련물자 수

송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범죄행위에 BCN 및 관련 물자의 수송을 새롭게 추

가하고, 의심선박에 대한 검문 ․ 검색 조항을 신설하였다. 

2005 SUA 협약의 발효가 늦어진 것은 신설된 조항에 따른 자국의 주권

침해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SUA 협약의 주요 당사국들이 주도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의하여 해상을 통한 대

량살상무기의 운송 차단 및 필요한 검문 ․ 검색 등이 가능한 것도 한 이유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미국 주도로 시작된 PSI는 군사적 행동이 수반됨에 불구하고 UN

의 틀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 UN 회원국 중 참가국이 상대적으로 소

수라는 점으로 인하여 국제법적 정당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2005 SUA 협약은 국제법적 정당성과 조약으로서 기속력 등에서 

느슨한 형태의 행동협의체인 PSI보다 우위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및 

테러 방지 목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VI. 결언

해양을 통한 교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 ․ 중 ․ 일에게 해상교통로

의 안전 확보는 국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방해하고 해상교역질서를 어지럽히는 

해적 등 해양위협 요인으로부터 해양질서를 지키고 해양안전을 확보하기 위

한 보안조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韓 ․ 中 ․ 日 해양보안(Maritime Security)의 입법적 수용에 대한 비교론적 고찰   89

해양에서의 선박을 대상으로 한 테러 위협이 높아지고 있으나 살펴본 바

와 같이 국제법에서 해양테러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없고, 해양테러 행위자 

처벌을 위한 국내법 체계가 상이하여 범죄인 처벌을 위한 협력 등에서 혼선

이 야기 될 수 있다. 

해적문제가 국제적 문제로 이슈화되기 전에 마련된 각국의 형사법 체계는 

타국 수역에서 일어나는 자국선박에 대한 해적행위의 처벌을 위한 입법체계

를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늘날 소말리아 해역과 같이 멀리 떨어진 

타국 수역에서 체포한 해적의 국내 처벌을 위한 형사법 절차 등 보완해야 할 

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반인류적 범죄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국제

형사 사법재판소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체포된 해적

에 대한 처벌을 전담하는 ‘국제해적재판소’의 설립도 적극 검토해 볼 문제이

다.

해양보안은 국제적인 특성상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보장되기 어렵다. 이러

한 측면에서 해양을 통해 인접한 한 ․ 중 ․ 일은 해양보안을 위한 긴밀한 지역

협력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한 ․ 중 ․ 일은 역외 해양에서도 해적 ․ 해상테러 대응, 해상교통

로 안전 확보에 관하여 공통의 이익을 가지는 만큼, 효과적인 해양보안을 위

해서는 해양보안 관련 사법체계에 관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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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n Maritime Security Related 

Legislations in Korea, China, and Japan

Suk Kyoon Kim
Vice Commissioner General

Korea Coast Guard

The domestic accommodation and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treaties 

regarding piracy and maritime security of the three Northeast Asian states of Korea, 

China, and Japan are discussed in this article. As these states entirely are dependent 

upon seaborne trade, securing safety of the sea lanes of communication has become 

part of their respective national agendas. 

Thus, these countries are making great efforts to ensure safe passage of their ships 

from pirates who disturb maritime trade order and interfere with the free passage of 

vessels. These countries are also committed to provide security measures for their 

major national port facilities and marine structures. 

Korea, China, and Japan, which neighbor by the seas, need to build a close 

regional cooperative system for maritime security. Furthermore, in order to combat 

piracy and maritime terrorism in waters beyond their national territory and to secure 

the safety of the sea lanes of communication, beneficial to all parties involved, there 

is an urgent need for a balanced justice system to cope with acts that threaten the 

safety of the seas.

Keywords: maritime security regime, piracy, maritime terrorism, ship and port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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