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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UN의 주요기관인 ICJ는 국제분쟁해결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UN회원국은
UN헌장상 ICJ의 판결과 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ICJ 재판은 국내법 질서에
영향을 미친다. ICJ 재판의 구체적 이행은 국제법보다 패소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ICJ 재판의 효력과 이행의 문제는 국제법 차원에서뿐
만 아니라 국내법 차원에서도 다루어져야 한다. 최근까지 ICJ의 판결 이후의 과
정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ICJ 재판이 구체적으로 미국 국내에서 이행되는 과정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구체적 연구대상은 ICJ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영사협약)에 관한 사건 판결과 그에 대응하는 미연방대법원 판결이
다. 이 연구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사협약 제36조와 ICJ 재판의 국제법상
효력과 이행에 대하여 선행 검토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먼저 영사협약 제36조에 관한 법적 문제를 다루었다. 이 조항에 규
정된 권리가 개인의 권리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침
해가 있는 경우에 어떠한 구제방법이 제공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영사접견교통권의 중요성이 인식되었고, 미국 국내법의 소송상
해태의 원칙이 영사협약사건에 적용될지 여부에 대하여 ICJ와 미연방대법원의
상반된 입장 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ICJ 재판의 효력과 이행 문제를 국제법적 차원에서 고찰하였다.
ICJ 판결의 효력은 당사국과 그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을 확인
하였고, ICJ 판결의 해석·재심과 기판력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ICJ의 잠정조치
구속력의 인정여부는 ICJ의 LaGrand 판결 이전부터 국제법상 중요한 문제이었
기 때문에, 이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LaGrand 판결과 잠정조치의 구속력을 둘
러싼 쟁점을 살펴보았다.
ICJ 판결의 미국 국내법상 효력과 이행에 관한 연구는 미국 헌법상 외교에
관한 권한을 개관하고, 사법부, 행정부(대통령), 입법부와 주에 의한 이행을 순
차적으로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미연방대법원은 ICJ의 조약해석은 미국

법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결하였고, ICJ 판결의 집행가능성도
부정하였다. 나아가 연방대법원은 Bush 대통령이 각서를 발하여 ICJ 판결을 이
행하려는 시도를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연방의회에 의한 ICJ Avena 판결 이
행입법도 법률안이 제출된 상태에서 진척이 없는데, 여기에는 연방주의와 관련
된 우려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영사협약을 위반하여 미국의 국제책임을 유
발한 주(州)에서 ICJ 판결을 이행하는 것이 현재의 실효적인 미국의 ICJ Avena
판결의 이행방법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영사협약 사건을 둘러싼 논의는 우리나라에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특히 외국인의 영사접견교통권의 보장과 영사고지와 관련하여 우
리나라의 관계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ICJ 판결이 어떠한 효
력을 가지고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국제법
원과 국내법원 사이의 조약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법치주의
가 발전한 민주국가일수록 국내법상 제약으로 ICJ 재판의 이행이 오히려 더 어
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 영사접견교통권, 소송상 해태
의 원칙, 잠정조치, 연방주의, 대통령의 외교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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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대표적 국제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이하 ICJ)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UN과
함께 설립되어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UN헌장에 의
하여 UN 회원국은 ICJ가 내린 재판, 즉 판결과 잠정조치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ICJ가 내린 재판이 패소국에서 어떠한 효력을 가지고
어떻게 이행되는가라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이 내
려진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는 그 간 관심이 많지 않았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1)
국제법원의 판결은 국내법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도 “집단살해죄등의
피고사건에 관하여 이미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유죄 또는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免訴)를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제법원 판결
이 우리나라 국내법원 재판에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ICJ 재판을 이행할 의무를 지는 국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의
무를 이행할 것인지는 국제법에서 관여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그 국가의 국내
법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이다. ICJ 판결의 국내적 효력 문제도 결국에는 그 국
가의 사법부가 인정할 문제가 된다.
그 간 ICJ 재판의 효력과 이행의 문제는 UN헌장과 ICJ규정의 관련 조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국제법적 시각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국내법적 차원
에서 ICJ 재판의 국내법적 효력을 어떻게 인정하고 이 국제의무를 어떻게 이행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법상 문제로서 각국에서 해결할 문제이
다. 따라서 국제법적 차원의 연구와 더불어 국내법적 차원의 연구가 이중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1) 이재민,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의 이행: 이행분쟁 규율 규범의 공백과 대안의 모색”, 서울국제
법연구 제22권 제1호 (2015), 188-1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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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그 간의 이론적 차원의 논의에 구체적 실례
를 제시하며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는 ICJ 사건이 있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사건은 파라과이, 독일, 멕시코가 이 협약을 위반한 미국을 ICJ
에서 제소한 사건들인데, 특이하게도 이 사건들에 대한 ICJ 재판에 대응하여 미
국 국내법원의 판결도 내려졌다. 즉 국제재판절차와 국내재판절차가 서로 맞물
리어 가면서 진행되는 보기 드문 사례이었다.
따라서 이 영사협약 사건의 패소국인 미국의 경우를 참고하여 ICJ의 판결의
국내적 이행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미국에서 발생하였는지를 고찰하면, 국내법
차원에서 ICJ 재판의 효력과 이행을 둘러싸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어떠한
과제를 제시하였는지를 이해하는 데에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패소국의
ICJ 판결 이행은 그 자료와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면,2)
미국의 사례는 국내법 체계가 국제판결을 기꺼이 이행하려고 하는가라는 문제를
고찰하는 데에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ICJ규정 당사국으로서 상당수의 조약에서 ICJ 분쟁해결에 관하여
동의를 하고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분쟁의 강
제적 해결에 관한 임의의정서3)(Optional Protocol to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concerning

the

Compulsory

Settlement

of

Disputes, 이하 “영사협약임의의정서”라고 한다.)’의 당사국으로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이하 “영사협
약” 또는 “영사관계협약”이라고 한다.)’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임의의정서 당
사국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ICJ에 제소를 할 수 있고, 또한 제소를 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ICJ 재판의 효력과 이행의 문제는 실무적 차원에서도 연구할 필요
가 있다.

2) 이재민, 전게논문, 189면.
3) ‘optional protocol’은 ‘선택의정서’라고 지칭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정부는 ‘임의의정서’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 논문에서 조약에 관한 용어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관보에 게재한
우리말 조약문을 존중한다는 관점에서 선택한다. 또한 이 논문에서 사용한 우리나라가 당사자
인 조약의 조약문과 비준경위 등 국내 발효된 조약관련 정보는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 하부메뉴 ‘조약과 국제법 →조약정보’란을 순차적으로 검색하여 얻
을 수 있다.

- 2 -

한편 미국은 대통령제 국가로서 우리나라와 정부구조에서 유사한 조직을 가
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연방국가로서 우리나라와 다르게 연방과 주라는 독특
한 헌법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ICJ 판결의 이행과정을 고찰하면 비
교법적 시각에서 우리에게 유사점과 차이점을 모두 제공할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Ⅰ. 연구의 대상
위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의 인식 아래, 이번 연구는 ICJ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사건과 이와 관련된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ICJ 재판의 효력과 이행, 특히 국내적 이행에 초점을 맞춘다. 1990년대 말 ICJ
에서 시작된 미합중국을 상대로 한 일련의 사건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와 관련된다. 미국은 이 협약을 1969년에 비준하였고 동시에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임의의정서도 비준하였다. 이 임의
의정서에 따르면 영사협약에서 발생하는 국가 간의 분쟁은 ICJ에서 심리될 수
있다.
미국 내의 대부분 형사사건은 연방보다는 주와 지방 차원에서 다루어진다.
주는 연방과 별도로 독자적인 형사재판권을 소유하고 있다. 미합중국이 영사협
약을 비준한 후 오랫동안 주와 지방의 경찰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의
의무를 몰랐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체포하였을 때 이 영사관계협약 제36조의 권
리를 그들에게 알리지 않는 일이 자주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이러한 위반이 미국 법원의 쟁송의 대상이 되는 일은 드물었는데, 이러한 경향
은 1998년 Breard 사건을4) 계기로 변하였다.
버지니아 주 사형수인 파라과이 국민 Breard는 미연방법원에 인신보호영장
청구를 하면서 자신이 새로운 공판이나 양형절차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의 논거는 자신이 체포될 때 자국 영사에게 통보될 권리를 고지 받지
4) Breard v. Greene, 523 U.S. 37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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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였다는 점에 있었다. 하급심에서는 그의 권리구제를 부인하였고, 사형집행
일이 다가오자 파라과이가 미국을 상대로 ICJ에서 소송을 개시하였고, 사형집행
예정일 5일 전에 ICJ는 잠정조치명령을 발하였다.5) 그 내용은 미합중국은 ICJ에
서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Breard의 사형이 집행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명령이었다. 이 때 미국 내 Breard 사건도 미연방대법
원에 이르렀는데, 연방대법원은 Breard가 주법원에서 적시에 영사협약상 청구
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청구는 소송상 해태되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사
형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였다.6)
연방대법원이 국제조약을 해석할 관할권이 있는 국제법원이 내린 조약의 해
석에 정중한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은 연방대법원이 인정하였지만, 연방대법원은
명백한 반대의 언급이 없다면, 법정지국의 소송법상 원칙이 법정지국의 조약 이
행에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소송법상 원칙 중 하나가 형사소송상 과오
의 주장이 인신보호 구제의 기초가 되려면, 주법원에서 먼저 제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즉 소송상 해태의 원칙(procedural default rules)의 적용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연방대법원은 이 소송법 원칙이 적용됨을 긍정하였다. 한편 연
방행정부는 ICJ의 잠정조치가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하지만 당시
국무장관 Madeline Albright는 Virginia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주지사가 자
발적으로 사형 집행을 정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주지사는 이를 거절하였
고, Breard의 사형은 집행되었다. 이후 파라과이는 ICJ에서 소를 취하하였다.7)
다른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위반과 관련된 사건인 LaGrand 사건이
1999년 독일에 의하여 ICJ에서 시작되었다. 이 사건은 애리조나주 사형수 독일
인 형제에 관한 것인데, 독일의 제소 직전에 Karl LaGrand의 사형은 집행되었
다. ICJ는 미합중국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 남은 형제 Walter
LaGrand의 사형집행을 정지하라고 명하는 잠정조치명령을 발하였다.8) 그러나
5)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Paraguay v. United States of America),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9 April 1998, I.C.J. Reports 1998, p. 248.
6) Breard v. Greene, 523 U.S. 371, 375 (1998).
7)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Paraguay v. United States of America),
Order of 10 November 1998, I.C.J. Reports 1998, pp. 426-427.
8) LaGrand (Germany v. United States of America),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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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사형집행은 예정대로 실시되었다. 하지만 Breard 사건의 파라과이와는
다르게 독일은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판결절차로 밀고 나갔다. 2001년 6월에
ICJ는 다음 요지의 최종판결을 내렸다. ⓵ 영사협약 제36조는 국가 대 국가 권
리뿐만 아니라 개인의 권리도 부여하는바, 미합중국은 독일인 형제의 이러한 개
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⓶ 미국법원이 소송상 해태의 원칙을 적용하여 영사협
약 제36조의 권리에 충분한 효력이 부여되는 것을 막았다. 또한 ICJ는 ⓷ 장래
에 독일인이 미국에서 제36조의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고 중형선고를 받은 때에
는 미합중국은 이 위반을 고려하여 유죄판결과 형의 선고에 대하여 재심사를 부
여할 의무가 있다고 ICJ는 판결하였다. 그러나 ICJ는 이 의무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행될 수 있다는 점과 방법의 선택은 미합중국에 남겨있다고 하였다.9)
멕시코는 미국이 영사협약상 영사접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황에 대하
여 1998년 미주인권법원에 권고적 의견을 구하여 1999년 미주인권법원으로부터
영사협약상의 권리가 개인의 권리이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
약’ 제14조의 적법절차의 권리와 관련이 있다는 권고적 의견을 부여받았다.10)
멕시코는 2003년 초 멕시코는 미국 전역에 있는 54명의11) 멕시코인 사형수를
위하여 미국을 상대로 ICJ에서 소송을 개시하였다. 2003년 2월 ICJ는 사형 집행
을 당할 우려가 커 보이는 Torres 등 3인에 대한 잠정조치를 지시하면서, 미합
중국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그 개인들이 이 절차의 최종판결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라고 명하였다.12) 이번에는 이 개인 중 아무도 ICJ
가 심리하는 동안 집행되지 아니하였다. 2004년 3월 ICJ는 본안판결을 내렸
다.13) ICJ는 미합중국이 51명의 멕시코인의 영사협약상 권리를 침해하였고, 이
March 1999, I.C.J. Reports 1999, p. 9.
9) LaGrand (Germany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I.C.J. Reports 2001, pp.
513-514, para. 125.
10) I/A Court H.R., The Right to Information on Consular Assistance in the
Framework of the Guarantees of the due Process of Law. Advisory Opinion
OC-16/99 of October 1, 1999. Series A No.16 (1999).
11) 멕시코가 ICJ에 제소하였을 때는 처음에는 자국민 ‘54명’이 청구의 대상이었으나, 추후 ‘52명’
으로 조정하였다. ICJ Avena 판결에서 멕시코의 청구는 ‘51’명에 대하여 인용되었다.
12)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Mexico v. United States of America), Order of
5 February 2003, I.C.J. Reports 2003, pp. 91-92, para. 59.
13)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Mexico v. United States of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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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멕시코인에게 이들의 영사협약상 권리를 고지하지 아니한 결과로서 유죄판결
과 형의 선고의 재심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ICJ 판시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영사협약 제36조는 개인에게 권리를 부여하였고, ② 이 권리의
위반에 대한 적합한 구제는 이들 개인의 사건에서 제36조의 위반이 형사재판
운영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실제로 불이익을 야기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
국 법원이 이들 각 사건을 재심사하여야 한다. ③ 나아가 ICJ는 소송상 해태 원
칙이 이 재심사의 장애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원칙의 적용
이 이 권리가 충분히 실현되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ICJ Avena 판결이후 이 판결에 거명된 Torres는 이 ICJ 판결을 근거로 비
상구제절차 신청을 하였는데, 2004년 5월 오클라호마 주형사대법원은 증거심리
를 위하여 사건을 제1심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고,14) 오클라호마 주지사는
Torres의 감형을 결정하였다. 이로써 Torres에 대한 ICJ Avena 판결의 재심사
의무는 이행되었다.
2005년 2월 Bush 대통령은 법무장관에게 각서(memorandum)를 보냈는
데, 그 내용은 미합중국은 예양의 일반원리(general principles of comity)에
따라 ICJ Avena 판결의 범위에 든 51건에 대하여 주법원이 재심사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이 판결에 따른 미합중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것이었다. 한편 미국
은 약 1주일 후 Rice 국무장관 명의의 UN사무총장 앞 서한을 보내어 미국이
영사협약임의의정서를 탈퇴하여 자국에 대한 ICJ의 분쟁 관할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다고 통보하였다. 한편 Bush 대통령의 각서는 ICJ Avena 판결에서 거명
된 Medellín에게 허가된 상고를 각하하는 사유가 되었고,15) 그의 사건은 후술
하는 바와 같이 텍사스 주대법원을 거쳐 2008년 다시 연방대법원에 상고되었
다.
2006년 연방대법원은 Sanchez-Llamas v Oregon 사건 판결을 내렸다.16)
이 사건은 각각 오리건 주와 버지니아 주에서 상고된 사건을 병합한 사건이다.
Judgment, I.C.J. Reports 2004, p. 12.
14) Torres v. State, No.2004-442 (Okla. Crim. App. May 13, 2004).
15) Medellín v. Dretke, 544 U.S. 660 (2005).
16) Sanchez-Llamas v. Oregon, 548 U.S. 33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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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건 모두 주 경찰이 외국 시민에게 영사협약 제36조 권리를 고지하지 아니
하였다. 오리건주 사건에서는 멕시코 국민 Sanchez-Llamas가 조약 위반의 구
제방법으로 유죄 인정 진술의 배제를 구하였고, 버지나아주 사건에서는 온두라
스 국민 Bustillo가 주 비상구제절차에서 비로소 조약 위반을 제기한 경우에 이
를 못하게 막는 주의 소송상 해태 원칙의 적용 배제를 구하였다.
연방대법원은 두 상고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영사협
약 제36조가 재판상 행사 가능한 권리를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어떤 입
장도 취하지 않았다. 연방대법원은 비록 제36조가 그와 같은 권리를 부여하더라
도 증거배제는 그 조항의 위반에 적합한 구제방법이 아니며, 동 조항이 주의 소
송상

해태원칙을

무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Sanchez-Llamas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증거배제 문제와 소송상 해태 문제에
대한 미국헌법 제3조의 연방사법권을 강조하였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6조 위반에 대한 증거배제의 구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연방대법원은
주 법원이 제36조를 준수·이행하도록 증진시킬 구제법상 권한을 연방대법원이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연방대법원의 설명에 따르면, 주법원에
적용 가능한 사법상 구제를 창설할 연방대법원의 권한이 어디인가에 있다면, 그
것은 조약 자체이어야 한다. 영사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구제를 부과하면, 영
사협약에 따라 미합중국이 지는 의무를 확대하게 되는데, 이는 사법기능과 완전
히 모순된다. 그러므로 조약에서 특정구제수단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부여
되지 않았다면, 주법원에 대한 감독권행사나 연방대법원의 입법권을 통하여 주
에 구제를 부과하는 것을 연방법원이 할 수 없다고 연방대법원은 결론을 내렸
다.
연방대법원은 영사협약 제36조가 주의 소송상 해태 원칙을 적용하지 말 것
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ICJ의 영사협약에 대한 해석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연방대법원의 설명에
따르면, ICJ의 해석은 정중히 참작할 만하지만, 조약이 연방법으로서 적용될 때
에는 이 조약을 궁극적으로 해석할 권한은 국제법원이 아니라 미국 국내법원에
있어야한다. 1803년 Marbury v. Madison 판결을 인용하면서, 연방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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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이 미국법 체계 아래에서 연방법으로서 효력이 부여된다면, 연방법 문제로
서 그 의미를 판정하는 것은 단연코 연방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하나의 최고법원
이 이끄는 사법부의 소관이자 의무이라고 언급하였다.
Sanchez-Llamas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의 관심사는 ICJ 재판의 국내적 효력
에

관한

것,

즉

연방법

문제로서

조약의

해석에

관한

것이었다.

Sanchez-Llamas 사건의 상고인 모두 Avena 사건에서 거명된 51명 중에 속하
지 않았다. 그러나 Medellín v. Texas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ICJ Avena 판결
에 거명된 51명 중 한명인 Jose Ernesto Medellín이 제기한 인신보호청구를
심리하였다. Medellín은 살인죄로 1994년 텍사스 주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
다. 그는 영사협약에 기한 청구를 주의 비상구제절차에서 처음 제기하였으나 주
법원은 그 청구는 소송상 해태되었다고 판시하였다. 왜냐하면 상소절차에서 이
에 대한 제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ICJ Avena 판결 선고와 Bush 대통령의 2005
년 2월 각서의 발령 이후 Medellín은 다시 한 번 주의 비상구제절차를 시작하
였다. 그러나 텍사스 주대법원은 이 인신보호청구를 기각하면서 ICJ Avena 판
결도 대통령의 각서도 연속적인 비상구제절차 신청에 대한 주법상 제한을 배제
시키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17)
미연방대법원은 2008년 3월 상기판결을 확정하였다.18) 연방대법원에 따르
면, 이 사건에서 직면한 문제는 ICJ Avena 판결이 자동적인 국내법적 효력을
가져 주법원과 연방법원에서 자동적으로 적용·집행되는지 여부이다. ICJ Avena
판결에는 이러한 효력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연방대법원은 UN헌장 제94조
의 ‘undertake to comply’는 국내법원에 대한 명령(directive)이 아니라 오히
려 장래 정치적 기관의 조치에 대한 공약(committment)이 된다고 보았다. 나
아가 연방대법원은, ICJ 판결의 이행은 사법적 집행보다는 정치적 집행, 특히 미
합중국에 거부권이 있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집행 체계 내에 위치하고 있다
고 언급하였다.
2008년 7월 멕시코가

ICJ Avena 판결의 해석 청구를 하면서 Medellín 등

17) Ex parte Medellín, 223 S.W.3d 315 (Tex. Ct. Crim. App. 2006).
18) Medellín v. Texas, 552 U.S. 49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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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형집행을 구하는 잠정조치 지시를 다시 신청하자 ICJ는 해석청구에 관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Medellín, Garcia 등의 사형 집행을 삼가라는 잠정조치
를 지시하였다.19) 그럼에도 사형집행일이 지정되자 Medellín은 하원의 Berman
의원이 2008년에 제출한 Avena 사건 이행법안에 근거하여 사형집행의 일시정
지를 신청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Medellín의 사
형은 집행되었다.20) 2009년 1월 ICJ는 멕시코에 의한 해석요청이 Avena 판결
의 주문과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멕시코의 해석요청을 배척하였다.21)
2011년 6월 상원의 Leahy 의원은 2011년 영사고지이행법안을 제출하였다.
ICJ Avena 판결에 거명된 Garcia는 사형집행일이 지정되자 상기 법안에 근거
하여 사형집행 정지를 구하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그의 사형집행이 연기되는 것
을

강력히 지지하였다. 그럼에도 연방대법원은 제정되지 아니한 법안에 비추어

사형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없다고 하면서 Garcia의 청구를 기각하였다.22)
2012년 네바다 주대법원은 ICJ Avena 판결에 거명된 Gutierrez의 청구에
대하여 그가 영사고지불이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불이익을 입었음을 인정하고 증
거심리를 위하여 하급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23) 이로써 ICJ Avena 판결이
요구하는 재심사 기회를 부여한 두 번째 미국 법원이 되었다.

Ⅱ. 연구의 방향
Louis Henkin은 일찍이 “거의 모든 국가가 거의 모든 국제법 원칙과 거의
모든 그들의 의무를 거의 언제나 준수한다.”라고 언급하였다.24) 이 연구의 중심
19) Request for Interpretation of the Judgment of 31 March 2004 in the Case
concerning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Mexico v. United States of
America) (Mexico v. United States of America),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16
July 2008, I.C.J. Reports 2008, p. 311.
20) Medellín v. Texas, 554 U.S. 759 (2008).
21) Request for Interpretation of the Judgment of 31 March 2004 in the Case
concerning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Mexico v. United States of
America)(Mexico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I.C.J. Reports 2009, p.3.
22) Garcia v. Texas, 131 S.Ct. 2866 (2011).
23) Gutierrez v. State, No. 53506, 2012 Nev. Unpub. LEXIS 1317 (Sept. 19, 2012) (order
of reversal and r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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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패소국인 미국 국내에서 국제법상 이행 의무가 있는 ICJ 판결이 어떠한 효력
을 가지고 어떻게 이행되었는지를 알아보는 데에 있다. 미연방대법원은 ICJ 판
결의 효력과 집행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가. 대통령은 ICJ 판결의 이행
을 위하여 어떠한 수단을 가지며, Bush 대통령이 발한 각서는 무엇이고, 왜 문
제가 되었는가. 의회는 ICJ 판결의 이행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고, 이행입
법 제정에는 국내법상 장애가 없는가. 헌법상 연방국가의 통치 구조를 가지 미
국에서 주는 ICJ 판결의 이행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상기 쟁점을 연구하기 위하여 연구의 출발점은 ICJ 사건의 쟁점이 된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가 개인에게도 권리를 부여하였는지 여부를 고
찰하는 것이다. 만약에 개인의 권리로서 그 법적 성격이 인정되면, 이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구제가 주어지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다음으로 ICJ의 판결이 국제법상 어떠한 효력이 인정되고 어떻게 이행되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즉 ICJ가 판결을 선고하면 어떠한 효력이 있고, 패소당사국
이 자발적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
지 고찰한다. 또한 ICJ는 LaGrand 판결에서 잠정조치명령의 구속력을 인정하였
는데, 어떠한 논거로 이를 인정하였는지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영사관계비엔나협약사건의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함의와 시사점
을 고찰한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이 ICJ 쟁송의 패소국 위치에 섰을 때의 함
의는 무엇인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Ⅲ. 논문의 구성
상기의 논의의 방향에 따라 이 논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제2장
에서는 영사관계비엔나협약 제36조를 고찰하여 ICJ 사건의 배경을 먼저 알아본
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ICJ 재판의 효력과 이행에 관하여 고찰한다. 이 장에
24) “[A]lmost all nations observe almost al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nd almost
all of their obligations almost all of the time.” Louis Henkin, How Nations Behave:
Law and Foreign Policy, 2nd ed.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9),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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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국제법상 ICJ 재판의 효력과 잠정조치의 구속력에 대하여 연구한다. 또한
ICJ 판결 집행기관인 UN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ICJ 판결의 집행에 대하여 고찰
한다. 제4장은 ICJ 재판이 미국 내에서 가지는 효력과 그 이행에 대한 연구이
다. 여기에서는 먼저 미국헌법상 외교에 권한을 개관하고, ICJ 재판의 미국법원
에 대한 효력과 미국법원을 통한 집행의 문제를 고찰하며, 다음으로는 연방행정
부에 의한 ICJ 판결의 이행 즉 대통령의 권한을 통한 ICJ 판결의 이행 문제를
살펴본 후, 연방의회의 ICJ 판결 이행을 위한 법률 제정 문제, 주에 의한 ICJ 판
결의 이행 문제를 순차적으로 살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함의에 대하여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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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
제1절 문제의 제기
교통수단이 발전함에 따라 사업, 취업, 유학, 관광 등 외국으로 이동하는 사
람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간 해외 출국자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4
년에는 1600만 명에 이르렀다.25) 이런 현상과 함께 외국인이 자신이 체류하는
곳에서 가해자이던지 피해자이던지 범죄에 관여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2014
년 1만 664명(범죄피해 5,952명, 범죄가해 1,552명, 기타 3,160명)의 재외국민
이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26)
외국인이 범죄피의자로서 체포·구속되는 경우에는 이 외국인이 체류국의 적
법한 절차에 따라 적합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 이
러한 경우 국제법에서는 당해외국인의 국적국, 즉 파견국(sending state)은 자
국민이 체재하는 국가, 즉 접수국(receiving state)에 대하여 적절한 구제를 하
도록 요구하는 것이 인정된다. 영사관원 등에 의한 재외자국민의 신체·재산의
보호는 영사의 주요 임무이자 다른 직무의 직·간접 목표이다.27)
영사의 보호기능의 주요내용 중 하나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체포 또는 구
속되거나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자국민을 접견·교통하는 일이다. 이러한
영사의 직무는 국제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증대한다. 영사는 자국민
이 체포되었을 때부터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접수국의 법에 따라 변호될 수
있도록 그 자국민을 조력한다. 그런데 지역의 법집행공무원이 영사와 구속된 파
견국민의 접견·교통을 용이하게 하지 못하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영사조력을 받지 못한 외국인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 유죄판결과 형의 선
25) 외교부, 2015 외교백서 (외교부, 2015), 372, 379면. 외교부 통계에 따르면 2012년 1400만
명에서 2013년 1500만 명, 2014년 1600만 명으로 매년 100만 명씩 우리국민의 해외출국자가
늘고 있다.
26) 외교부, 전게서, 379면.
27) Rudolf Bernhardt (ed.), International Relations and Legal Cooperation in General
Diplomacy and Consular Relations,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9,
(North-Holland, 1986),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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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즉 양형에 대하여 다시 재판하여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해석, 적용에 관
한 사법적 판단이 국제차원에서 수차례 내려졌다. ICJ의 판결뿐만 아니라, 미주
인권법원(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도 동종의 사건에 관하여
권고적 의견을 부여하였다.28)
이들 사건에서 주된 쟁점이 된 것은 영사협약 제36조에 정해진 권리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해석이다. 이 조에 규정된 파견국 국민의 “권리”의 성질이 이들 사
건에 대한 재판의 큰 쟁점이 되었다. 즉, 영사협약 제36조가 개인이 주장·행사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이었다. 예컨대, 영사협약은 국가
간의 권리·의무가 규정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ICJ는
영사협약 제36조가 개인의 “권리”를 창설한다고 인정하였다.29) 나아가 이 조문
이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였다면, 이 개인의 권리는 인권인가라는 또 다른 문제
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이 문제는 영사협약과 여타 인권조약, 국제기구의 결의
등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어떤 조약이 인권조약의 범주에 들어간다면 그 조약은 국가가 자국민에 대
하여,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에 대하여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분명히 개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조약이 된다. 그런데 이번 연
구의 검토 대상이 된 영사관계협약과 같이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국가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조약의 조문에 개인의 “권리”에 대하여 언급이 삽입되어 있는
경우30), 조약상 개인에게 “권리”가 부여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나아가 이
권리가 인권인지는 일단 명확하지 아니하다.
게다가 LaGrand 사건과 Avena 사건에서 ICJ는 피고국인 미합중국이 영사
협약상의 국가(각각 독일과 멕시코)의 권리뿐만 아니라, 국민 개인의 권리를 침
28) I/A Court H.R., The Right to Information on Consular Assistance in the
Framework of the Guarantees of the due Process of Law. Advisory Opinion
OC-16/99 of October 1, 1999. Series A No.16 (1999).
29) LaGrand (Germany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I.C.J. Reports 2001, p.
494. para. 77.
30) 영사관계협약과 가장 밀접한 성질과 구조를 가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특권·면제
등 대부분의 방면에서 영사관계협약과 유사하다. 하지만, 영사관계협약 제36조와 같은 조문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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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였다고 하여 그 개인에 대한 책임도 인정하였다. 전통적으로 외교적 보호권
의 행사라는 맥락에서는 자국민에 대한 피해는 곧 국가 자신의 피해로 바꾸어
생각하였다31)는 점에서 생각하면, 이들 사건의 개인에 대한 침해도 국가에 대한
침해로 바뀌어 외교적보호가 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영사관계협약 제36조가 개
인의 권리를 인정하였는지 여부는 외교적 보호권 행사를 좌우하는 문제가 된다.
이 장에서는 먼저 영사관계협약 제36조의 의미, 구조 등을 탐구한다. 이러
한 탐구에는 영사협약의 기초과정(起草過程)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체결한 영
사관련 양자조약도 살펴본다. 이러한 배경 논의에 기초하여 영사협약 제36조에
규정된 개인의 “권리”의 성질에 대하여 접수국의 의무와 그 책임의 범위를 중심
으로 검토하고, 관련 국제사건을 고찰하며, 영사협약 제36조에 언급된 권리가
개인의 권리로서 포착되는 것에 대하여 논한다. 또한 이 조문에 규정된 개인의
“권리”의 인권적 성격에 대하여도 논의하겠다. 다음으로 영사협약 제36조의 권
리가 침해된 경우의 권리구제 문제에 관하여 고찰한다. 이어서 영사협약과 국내
법의 충돌 문제로서 ICJ와 미연방대법원에서 문제가 된 소송상 해태의 원칙의
적용 문제를 살펴본 후 영사협약 제36조와 관련된 기타 문제를 논의한다.

제2절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
Ι. 서
1963년 비엔나에서 작성되어 1967년 발효된 영사협약32)은 ⒜ 접수국에서
파견국과 파견국 국민의 이익보호, ⒝ 양국간의 통상, 경제, 문화, 과학관계 및
우호관계의 발전, 촉진, ⒞ 접수국의 통상, 경제, 문화, 과학상의 정보파악 및
파견국에 보고, ⒟ 여권, 도항문서, 사증의 발급, ⒠ 파견국 국민의 원조, ⒡ 등
31)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제4판 (박영사, 2013), p. 369.
32) 우리나라는 1976. 12.26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1977.3.7에 가입서를 기탁하였고, 이후 이 협
약 제77조제2항에 따라 1977.4.6.에 발효(조약 제594호)하였다. 영사협약의 당사국은 177개국
이고, 영사협약임의의정서의 당사국은 51개국이다. UN 회원국이 193개국이므로, UN회원국 대
부분이 영사협약의 당사국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은 2005년 3월 7일 영사협약임의의정서에서
탈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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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사무, ⒢ 상속인의 이익보호, ⒣ 후견, 재산관리 ⒤ 법원에서 파견국 국민의
대리, ⒥ 문서의 송달과 파견국 재판소의 증거조사 촉탁, ⒦ 선박, 항공기와 승
무원의 감독, 검사, ⒧ 선박, 항공기와 승무원의 원조, 사고 조사, 그리고 ⒨ 기
타 업무를 영사임무(영사직무 또는 영사기능)로 규정하고 있다.33)
후술하는 제36조에 따라, 또한 영사임무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영
사관원은 파견국의 국민과 자유로이 통신하고 면담·면접·면회·접견할 수 있고,
특히 파견국의 국민이 체포, 그 밖의 사유로 구금된 경우,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영사관할구역의 영사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당해 파견국 국
민으로부터 영사기관 앞으로 한 통신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영사관원
은 구금된 파견국 국민을 방문하고, 당해 국민을 위하여 변호인을 주선할 수 있
다. 게다가 판결에 따라 신체를 구속당한 파견국 국민을 방문할 수 있다. 영사
관은 이 임무를 수행할 때에 그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접수국의 법령에 반하
면 안 되고, 접수국 법령은 영사관원의 임무를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영사관계법의 법원(法源)은 다자조약인 영사관계비엔나협
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사관계에 관한 양자조약으로서 한미영사협약, 한러영
사협약, 한중영사협정이 있다. 게다가

한미우호통상항해조약, 특히 제5조는 영

사관계협약 제36조에 상응하는 조항으로서 양국 사이의 영사관계에 관한 중요
한 법원이 된다. 국내법으로는 경찰청과 국민안전처의 훈령이 있다.

Ⅱ.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와 관련 조약·법령
1. 영사관계협약 제36조
영사관계협약 전문에는 “영사상 특권과 면제의 목적이 개인에게 이익을 주
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사기관이 자국을 위하여 행하는 임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다.”라고 규정되었다. 이 전문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33)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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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권리”의 창설 또는 개인의 대우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영사기관과 영
사관원 개인과 관련된 문제이다.34) 반면에 제36조에서는 파견국 국민과의 통신
및 접촉이라는 표제 하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35)
제 36 조
파견국 국민과의 통신 및 접촉
1. 파견국의 국민에 관련되는 영사기능의 수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의

34) Mark J. Kadish, “Article 36 of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 A
Search for the Right to Consul”,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8
(1997), p. 594.
35) 영어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36
Communication and contact with nationals of the sending state
1.
With a view to facilitating the exercise of consular functions relating to
nationals of the sending State:
(a)
consular officers shall be free to communicate with nationals of the
sending State and to have access to them. Nationals of the sending State shall have
the same freedom with respect to communication with and access to consular officers
of the sending State;
(b)
if he so request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receiving State
shall, without delay, inform the consular post of the sending State if, within its
consular district, a national of that State is arrested or committed to prison or to
custody pending trial or is detained in any other manner. Any communication
addressed to the consular post by the person arrested, in prison, custody or
detention shall also be forwarded by the said authorities without delay. The said
authorities shall inform the person concerned without delay of his rights under this
sub-paragraph;
(c)
consular officers shall have the right to visit a national of the
sending State who is in prison, custody or detention, to converse and correspond with
him and to arrange for his legal representation. They shall also have the right to visit
any national of the sending State who is in prison, custody or detention in their
district in pursuance of a judgment. Nevertheless, consular officers shall refrain from
taking action on behalf of a national who is in prison, custody or detention if he
expressly opposes such action.
2.
The right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exercised in
conformity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ceiving State, subject to the
proviso, however, that the said laws and regulations must enable full effect to be
given to the purposes for which the rights accorded under this Article are int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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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적용된다.
(a) 영사관원은 파견국의 국민과 자유로이 통신할 수 있으며 또한 접촉할 수 있
다. 파견국의 국민은 파견국 영사관원과의 통신 및 접촉에 관하여 동일한 자유를 가
진다.
(b) 파견국의 영사관할구역내에서 파견국의 국민이, 체포되는 경우, 또는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구금 또는 유치되는 경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구속되는 경우에,
그 국민이 파견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면,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체포,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자가 영사기관에
보내는 어떠한 통신도 동 당국에 의하여 지체없이 전달되어야 한다. 동 당국은 관계
자에게 본 세항에 따른 그의 권리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c) 영사관원은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파견국의 국민을 방문하며 또한
동 국민과 면담하고 교신하며 또한 그의 법적대리를 주선하는 권리를 가진다. 영사
관원은 판결에 따라 그 관할구역내에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파견국의 국민
을 방문하는 권리를 또한 가진다. 다만,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국민을 대신
하여 영사관원이 조치를 취하는 것을 동 국민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에, 동 영
사관원은 그러한 조치를 삼가하여야 한다.
2. 본조 1항에 언급된 권리는 접수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다
만, 동 법령은 본조에 따라 부여된 권리가 의도하는 목적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어
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야 한다.

2. 한미우호통상항해조약 (1957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우호, 통상 및 항해조약(Treaty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하 “한미우호통상항해조약”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에도 영사접견 관련 조항이 있다.36)

36) 이 조약은 1956년 11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1957년 2월 4일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어
1957년 11월 7일 조약 제40호로서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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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方締約國의 領域內에서 他方締約國의 國民이 抑留된 境遇에는 當者의 要求에
基하여 最近接地에 駐在하는 當者의 本國의 領事官에게 卽時 通告되어야 하며 그
領事官은 當者와面會하며 通信할 權利를 가진다. 當者는 (ㄱ) 相當하고 人道的인 待
遇를 받고 (ㄴ) 自己에 對한 被疑事實을 正式으로 또한 卽時 通知받고 (ㄷ) 자기의
辯護를 爲한 適當한 準備에 支障이 없는 限에 있어서 迅速히 裁判에 回附되며 또한
(ㄹ) 自己가 選任하는 資格있는 辯護人의 役務를 包含하는 自己辯護에 應當 必要한
모든 手段을 享有한다.”37)

3. 한미영사협약 (1963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영사협약 (Consular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하 “한미영사협
약”이라고 한다.)38) 제5조에도 국민의 보호(protection of nationals)라는 제목
아래, 영사관계협약 제36조에 상당하는 조항이 있다. 영사관(consular officer)
은 그의 영사구역내에서 파견국의 국민을 면접하고(interview), 그와 통신하고
(communicate with), 그를 원조하고(assist), 그에게 조언하며(advise) 또한 필
요한 때에는 그를 위한 법률상의 조력을 행하는(arrange for legal assistance)
권리(right)를 가진다.39) 전기 국민이 그와 같이 요청하거나 자발적으로 영사사
37) 한미우호통상항해조약 제3조제2항. 이 조약의 정본의 하나인 우리말본(국문본)이 국한문혼용
체로 작성되었다. 영어본 해당 부분은 아래와 같다.
article 3
1. … (생 략) … .
2. if, within the territories of either party, a national of the other party is taken
into custody, the nearest consular representative of his country shall on the
demand of such national be immediately notified and shall have the right to
visit and communicate with such national. such national shall: (a) receive
reasonable and human treatment; (b) be formally and immediately informed of
the accusations against him; (c) be brought to trial as promptly as is
consistent with the proper preparation of his defense; and (d) enjoy all means
reasonably necessary to his defence, including the services of competent
counsel of his choice.
38) 이 협약은 1963년 1월 8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같은 해 2월 5일 당시 국회의 기능을 수행하
던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동의를 얻어 1963년 12월 19일 조약 제121호로서 발효되었다.
39) 한미영사협약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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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를 방문하거나 또는 영사관의 문의나 내방을 거부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접
수국은 파견국의 국민의 자국영사기관에의 출입을 결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
다.40)
접수국의 관계관헌은 체포되거나(under arrest) 억류되어(detained) 있는
파견국의 국민의 요청에 의하여(at the request of any national of the
sending state) 지체없이(immediately) 파견국의 영사관에게 통지하며(inform)
그 영사관에 대하여는 전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를 방문하고
(visit) 그와 통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41) 파견국의 영사
관은

교도소의

규칙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신체형(a

sentence

of

imprisonment)에 복역중인 파견국의 국민을 방문하고 또한 그와 통신할 권리
를 가진다.42)

4. 한러영사협약 (1992년)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간의 영사협약(Consular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ussian Federation, 이하 “한러영사협약”이라
고 한다.)의43) 제38조와 제39조에는 영사협약 제36조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다.
영사관원(consular

officers)은

파견국의

국민과

자유로이

통신할

(communicate with) 수 있으며 또한 접촉할(have access to) 수 있고, 파견
국 국민은 파견국의 영사관원과의 통신 및 접근에 대하여(with respect to
communication with and access) 동일한 자유를 가진다.44) 파견국 국민이
영사관할 구역 안에서 구속된 경우,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지체없이
(without delay) 파견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한다.45) 파견국의 구속된 국민의 영
40) 한미영사협약 제5조제1항.
41) 한미영사협약 제5조제2항.
42) 한미영사협약 제5조제3항. 이 조항 국문본의 ‘신체형’은, 영어본(영문본)의 대응 표현과 대조
하여 보면, 우리 형법상의 ‘징역, 금고, 또는 구류’ 즉 ‘자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43) 이 협약은 1992년 3월 18일에 서울에서 서명되고, 1992년 7월 29일에 조약 제1099호로서
발효되었다.
44) 한러영사협약 제38조제1항.
45) 한러영사협약 제3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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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관과의 어떠한 통신도 지체없이(without delay) 접수국당국에 의하여 영사
기관에 개진되어야 한다.46) 영사관원은 구속된 파견국 국민과 면담 및 교신을
위하여, 그 국민으로부터 우편 및 소포를 전달하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국
민의 법적 대리를 주선하기 위하여 그 구속된 국민을 방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최초의 방문은 가능한 한 빨리 허용되어야 한다.47) 연속되는 방문은 정기적으
로, 그러나 2월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허용된다.48) 영사관원은 관계국
민이 영사관원 앞에서 명백히 그러한 행동을 거부하는 경우, 파견국의 구속된
국민을 대리하여 행동을 취하는 것을 삼가한다.49) 접수국은 구속 중이거나, 재
판 또는 그 밖의 다른 절차에 회부되어 있는 파견국 국민에게 제39조의 제 규
정을 알려야 한다.50) 이 조에서 구속된 자에 대한 규정은, 접수국 안에서 복역
중이거나 재판에 회부되어 구금된 자를 포함하여 ‘구속·체포 또는 그 밖의 다른
형태의 개인적 자유가 제한된 자(a person who has been detained,
arrested or subjected to any other form of limitation of his or her
personal freedom)’에 대한 것을 포함한다.51) 제39조에 포함된 권리는 접수국
의 법령에 따라, 그러한 법령이 이러한 권리가 부여되는 목적에 최대한의 효력
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행되어야 한다.52)

5. 한중영사협정 (2015년)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Consular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이하 “한중영
사협약”이라고 한다.)의53) 제7조에도 ‘구속 및 체포의 통보와 접견’이라는 표제
46)
47)
48)
49)
50)
51)
52)
53)

한러영사협약 제39조제2항.
한러영사협약 제39조제3항.
한러영사협약 제39조제3항.
한러영사협약 제39조제4항.
한러영사협약 제39조제5항.
한러영사협약 제39조제6항.
한러영사협약 제39조제7항.
이 협정은 2014년 7월 3일에 서울에서 서명되고, 2015년 4월 12일에 조약 제2231호로서 발
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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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영사협약 제36조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다. 파견국 국민이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구속, 체포 또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였을
경우, 그 당국은 그 국민이 요구하든 그러하지 아니하든 간에 지체 없이 그러나
그 강제행동이 취해진 날부터 4일이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파견국 영사기관
에 그 국민의 이름, 신분확인 방식, 그 강제행동의 이유, 날짜와 장소 그리고 그
국민을 접촉할 수 있는 정확한 장소를 통보한다.54) 그런데 파견국 국민이 접수
국의 출입국관리 법령 위반으로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구속되는 경
우에는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 국민이 서면으로 그 통보를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영사기관에 통보한다.55)
파견국의 국민이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구속, 체포 또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였을 경우, 영사관원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접수
국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영사기관
에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여권 번호 또는 그 국민의 다른 신원확인 방식, 그리
고 그 강제행동이 취해진 날짜, 장소, 이유, 법적 근거 및 상황, 그리고 관할 당
국의 이름과 연락처를 포함한 그 국민의 혐의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56)
영사관원은 구속, 체포, 또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 자유를 박탈당한 파견국의
국민을 접견하고, 그 국민과 면담 및 의사소통을 하며, 그 국민을 위한 법적 지
원을 주선할 권리를 가진다.57) 만약 영사관원이 요청을 하면, 접수국의 권한 있
는 당국은 그가 지체 없이, 그 요청한 날부터 4일이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그 국민을 접견하도록 주선한다.58) 다만 영사관원이 구속, 체포, 또는 다른 어
떤 방식으로 자유를 박탈당한 파견국의 국민을 위한 행동을 취하는 것에 대하여
그 국민이 반대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명하고 그 당국이 이를 영사관원에게 제
시하였을 경우에는 영사관원은 조력 제공을 삼가야 한다.59) 영사기관과 구금 등
을 당한 국민 간의 모든 서신은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지체 없이
54)
55)
56)
57)
58)
59)

한중영사협정
한중영사협정
한중영사협정
한중영사협정
한중영사협정
한중영사협정

제7조제1항.
제7조제1항.
제7조제6항.
제7조제2항.
제7조제2항.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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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수신인에게 전달된다.60) 또한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협정 제7조 언급된
파견국의 국민의 권리에 대하여 그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61)

6. 「범죄수사규칙」 제241조
접수국의 입장에서 영사접견교통을 피구금외국인에게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
려면 현지 경찰당국이나 기소당국의 조력이 요구된다. 많은 경우에 경찰 당국은
영사접견교통에 관한 지침을 제정한다. 우리나라는 영사협약 제36조를 구체화하
기 위한 규정을 훈령인 「(경찰청) 범죄수사규칙」과 「(국민안전처) 범죄수사규칙」
에 규정하고 있다.62)
경찰관은 외국인의 조사와 체포·구속에 있어서는 언어, 풍속과 습관의 특성
을 고려하여야 한다.63) 사법경찰관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을 체포·구속하였을 때에는 체포·구속시 고지사항 외에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구속사실의 통보와 국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
당 영사기관원과 접견·교통을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64) 사법경찰관
은 전기의 내용을 고지하고 피의자로부터 영사기관통보요청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65)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영사기관 통보 및 접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영사
기관 체포·구속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영사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
다.66) 사법경찰관은 별도 외국과의 조약에 따라 피의자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경우(즉 자동통보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통
보하여야 한다.67)

60) 한중영사협정 제7조제3항.
61) 한중영사협정 제7조제5항.
62)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경찰청훈령 제774호, 2015.9.1.시행]. 「(국민안전처) 범죄수사규칙」
[국민안전처훈령 제73호, 2015.7.1.시행].
63)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40조, 「(국민안전처) 범죄수사규칙」 제240조.
64)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41조제1항, 「(국민안전처) 범죄수사규칙」 제241조제1항.
65)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41조제2항, 「(국민안전처) 범죄수사규칙」 제241조제2항.
66)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41조제3항, 「(국민안전처) 범죄수사규칙」 제241조제3항.
67)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41조제4항, 「(국민안전처) 범죄수사규칙」 제24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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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 제1항
1. 영사접견교통권의 중요성
외국의 재판제도는 복잡하고, 그 업무처리 속도가 느리며, 담당공무원이 부
패한 경우도 있다. 또한 외국법은 국내법과 너무 다르고, 언어 장벽까지 그 외
국 법제도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68) 게다가 신체의 자유마저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통의 심각성은 굳이 말할 필요조차 없다. 따라서 신체가 구속된
파견국 국민에 대한 영사의 조력은 중요하며, 영사가 자국민의 보호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 요망된다. 미국의 영사업무에 대한 지침이 되는
Foreign Affairs Manual은 신체가 구속된 미국인의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다.69)
법적 대리의 수준 즉 형사변호의 질을 확보하는 문제는 공판이나 공판 전,
모든 시기에 외국인에게는 어려운 문제이다. 영사는 자국민에게 당지 변호사 명
단을 제공할 수 있다. 법원의 심리나 공판이 진행되면 영사는 이를 참관하여 보
고를 한다. 이와 같은 영사의 참관은 외국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스트
레스 완화,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중요한 기능을 한다. 따라서 영사가 구금된
자국민의 형사절차에 관여하는 것은 자국민이 접수국의 형사절차에서 정당한 대
우를 보장받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70)
이러한 영사의 자국민 보호 기능인 영사지원·조력은 영사가 구금된 자국민
과의 접견·교통을 통하여 가능하다. 영사의 접견은 영사실무의 오랜 특징이다.
미국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체결 전에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28개국과
양자영사조약을 체결하였다.71) 미국은 조약이 없더라도 국제관습법에 기하여 영
68) V. S. Mani, “The Right to Consular Assistance as a Basic Human Rights of Aliens
– A Review of The ICJ Order Dated March 1999”, Indi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9 (1999), p. 438.
69) 7 FAM 412.
70) V. S. Mani, supra note 68, p. 438
71) Luke T. Lee and John Quigley, Consular Law and Practice 3r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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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접견이 보장된다는 입장을 가졌었다.72) 반면에 일본은 영사의 자국민 방문을
예양으로서 허용하였다.73)

2. 주요 용어의 의미
서로 대응하는 조문을 검토하면, 상기 5개 조약은 내용상 유사하면서도 특
히 영사접견권 고지 또는 통보 시점에 대하여 차이(“지체 없이” 또는 “즉시”)를
보인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먼저 주요 용어의 의미를 알아보고, 별도로
체포·구금의 의미를 고찰한 후에, “지체 없이”의 의미를 둘러싼 논의, 즉 영사접
견교통권의 고지시기에 대하여 알아본다.
가장 기본적인 용어인 “파견국”과 “접수국”에 대하여는 영사협약에 정의가
없다. “파견국(sending state)”은 영사관원을 파견하여 주재국에서 영사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외국 국적자의 출신 국가를 의미하고, “접수국(receiving state)”
은 영사관원 또는 영사기관이 주재하면서 영사직무를 수행하는 국가이다. 영사
협약 제36조와 관련하며 설명한다면, 예컨대 출장 목적으로 다른 나라를 방문하
였다가 체포된 외국인74)의 국적국이 파견국이 되고, 체포된 지역에서 영사업무
를 수행하는 파견국의 총영사관 등이 “영사기관”이 된다. 당연히 “다른 나라”는
접수국이 된다.
“영사기관(consular post)”이란 총영사관, 영사관, 부영사관, 또는 영사대리
사무소를 의미한다.75) "영사관할구역(consular district)"이라 함은 영사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영사기관에 지정된 지역을 의미한다.76) "영사관원(consular
officer)"이라 함은 영사기관장을 포함하여 그러한 자격으로 영사직무의 수행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한다.77) “영사기능”은 전술한 제5조에 포괄적으로 열거된 기
능을 말한다.
72)
73)
74)
75)
76)
77)

Ibid. pp. 141-142.
Ibid. p. 142.
좁은 의미의 외국인이다. 즉 외국 국적자만 포함되고, 무국적자는 제외된다.
영사관계협약 제1조제1항⒜.
영사관계협약 제1조제1항⒝.
영사관계협약 제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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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포·구금의 의미
체포, 구금, 유치, 구속이라는 용어는 형사소송법에서는 구별을 하여야 하는
용어이다. 체포(arrest)는 최초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속
또는 구금(detention)은 체포의 상태를 지속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체포와
동의어로 쓰이기도 한다. 영사협약의 취지는 이 용어들을 넓게 해석하라는 것이
다. 따라서 영사관계협약 제36조에서는 이들 용어를 엄밀히 구별할 필요가 없
고, 통칭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모든 경우’로 보면 된다.78)
전술한 대로 한러영사협약도 제39조제6항에서 ‘구속·체포 또는 그 밖의 다
른 형태의 개인적 자유가 제한된 자’라고 규정하여 이러한 입장에 서 있다. 따
라서 영문본의 “detained”가 한미영사협약의 우리말본에서는 ‘억류된’으로, 한
러영사협약의 우리말본은 ‘구속된’으로 되어 있는바, 두 표현 모두 신체의 자유
가 제한된 경우, 즉 한중영사협정상의 강제행동의 예시로 보는 한, 구체 사건에
서 문제가 된 경우 법 적용상 차이는 없을 것을 보인다.
또한 체포·구금의 개념과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것은 영사협약 제36조 등
의 조항들이 단지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그 밖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이다.79) 즉 구금의 근거와 상관없이
예방적 구금, 행정적 구금에도 영사협약 제36조는 적용된다. 따라서 전염병으로
인한 격리처분이 있는 경우, 외국인의 추방을 위한 구금에도 영사협약 제36조는
적용된다.
한편, 이러한 조항들은 전술한 한중영사협약 제7조제1항에서 볼 수 있는 것
과 같이 파견국 국민이

접수국으로 입국하는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구금 등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공항, 항만의 출입국절차와 관련된 구
금 등에도 접수국의 출입국 당국은 파견국의 영사기관 또는 영사관원에게 당해
구금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다.
78) Luke T. Lee and John Quigley, supra note 71, pp. 151-152.
79) Ibid. p.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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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사접견권의 고지 또는 통지 시기
(1) 통지는 다른 조약이나 문헌에서 통고, 고지, 통보, 알림 등으로 표현되
기도 하는데, 의미상 차이는 없고, 실제로 혼용된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한미우호통상항해조약은 통고를, 한미영사협약은 통지를, 한러영사협약은 통보
를 사용하고 있다. 제36조제1항⒝의 ‘관계자(the person concerned)’는 구금
등 신체구속을 당한 외국 국적자를 말한다.
(2) “지체 없이(without delay)”는 영사협약 제36조에서 모두 3회 규정된
것인데, 논란이 많은 용어이다. 이 용어와 즉시(immediately)와는 같은 의미인
가를 두고 의견 대립이 있다. 한편 영어본의 ‘immediately’에 대응하는 우리말
본(국문본)이 한미우호통상항해조약에는 ‘즉시’로, 한미영사협약은 ‘지체 없이’로
규정되어, ‘지체 없이’라는 용어와 관련되어 혼란이 가중되어 있다. 한편, 영사
관계협약 제14조에도 ‘즉시(immediately)’라는 용어가 등장하여 제36조의 ‘지체
없이’의 해석과 관련하여 문제가 복잡한 상태이다.
당초 국제법위원회 초안, 즉 ILC Draft의 해당 부분은 “without undue
delay(부당한 지체 없이)”로 되어 있었으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회의에서
영국 대표의 제안으로 현재의 “without delay”로 수정하는 제안이 제출되었고,
당시 소련 대표가 이는 결국 ‘immediately’를 의미한다고 하여 반대하였으나,
영국 대표의 수정안이 최종안으로 채택되었고, 따라서 이러한 기초과정을 감안
하면 ‘without delay(지체 없이)’와 ‘immediately(즉시)’는 같은 의미를 가진
다.80)
실제로 Avena 사건에서 멕시코는 ‘지체 없이’는 ‘즉시’를 의미하는 것이라
고 주장하였다.81) 즉 효과적인 영사조력과 구금된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구금외국인에 대한 영사고지’는 구금 즉시 그리고 적어도 ‘신문(또는 심문)
80) Ibid. p. 153.
81)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Mexico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I.C.J. Reports 2004, pp. 46-47. paras 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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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82)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멕시코의 주장에
반대하였고, 미국 국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지체 없이’란 ‘고의적인 지연 없이
(there should be no deliberately delayed)’를 의미하며, ‘요구된 행위가 상
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조속히 이행되어야 하는 것(as soon as
reasonably possible under the circumstances)’을 말하여, 통상적으로 영사
관원에게 하는 통지는 체포나 구금 후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이루어진다고
한다.83)
이러한 양국의 주장에 대한 ICJ는 ‘지체 없이’가 ‘체포된 직후 그리고 신문
전(immediately upon arrest and before interrogation)’으로 해석하여야 하
는 것은 아니라고84)하면서도, 체포 당국이 구금된 자가 외국인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즉시 고지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였다.85) 즉 ICJ는 접수국의
고지(통지, 통보, 또는 통고)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접수국의 사법당국이 구금
된 자가 외국인임을 알았을 때, 또는 외국인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때 이를 파견국 영사에게 고지하여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86) 최초
심문시 멕시코인이라는 징표가 있던 자에게 체포 후 40시간이 지나 영사접견권
을 고지한 미국 FBI의 행위는 영사협약상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ICJ는 판시하였
다.87)
우리나라 법에서도 ‘지체 없이’와 ‘즉시’는 다른 의미로 쓰인다. 예컨대, 우
리나라 헌법상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88) 반하여,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89) 또한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에도 수사기관이 긴급체포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82)
83)
84)
85)
86)
87)
88)
89)

Ibid.
Ibid. p. 47. para 81.
Ibid. p. 48. para 85.
Ibid. p. 49. para 88.
Ibid.
Ibid. pp. 49-50, para. 89.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제4항.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제5항.

- 27 -

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
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90)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
다.91) 또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 또는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
는데,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
고,92) 만약에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
시’ 반환하여야 한다.93)
(3) 이상의 ‘지체 없이’와 관련된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사
관계협약 제36조 기초과정 또는 성안과정에 비추어 해석하면 ‘지체 없이’는 ‘즉
시’의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 법에서 양자는 다른 의미로 사용된
다. 둘째, ICJ는 접수국의 고지의무의 발생 시기는 접수국의 사법당국이 구금된
자가 외국인임을 알았을 때, 또는 외국인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
었을 때이며, 그 구체적인 시기는 사건별로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셋
째,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을 통하여 볼 때94), ‘지체 없이’는 일단 ‘체포 후 48시
간 이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영사관계협약 제36조의 ‘지체 없이’는
ICJ의 판시사항과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을 결합하면, ‘우리나라 당국이 구금한 자
가 외국인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48시간 이내’가 일단 우리나라가 접
수국(receiving state)으로서 영사협약 제36조의 ‘구금된 외국인에 대한 고지의
무’의 이행을 위한 최대 시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넷째, 한미영사협약 국문본
제5조제2항의 ‘지체 없이’는 조문 표현에도 불구하고 ‘즉시’로 해석하여야 한다.
⓵ 우선 대응하는 영문본이 ‘immediately’라는 점과 ⓶ 한미우호통상항해조약
의 상응 조항의 국문본과 영문본이 각각 ‘卽時’, ‘immediately’로 되었기 때문
에 우리나라가 접수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즉시’ 이행하지 아니하면
90)
91)
92)
93)
94)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1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2항.
형사소송법 제217조제2항.
형사소송법 제217조제3항.
특히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와 제2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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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우호통상항해조약을 위반하게 된다는 점 때문에 한미영사협약 제5조2항의
‘지체 없이’를 ‘즉시’의 의미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섯째, 한중영사협정
은 이와 관련하여 “지체없이 그러나 그 강제행동이 취해진 날로부터 4일이 넘
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지체없이, 그 요청한 날부터 4일이 넘지 아니하는 기
간 내에”라고 규정하여 통보기간을 최장 96시간으로 연장시켰는바, 이는 영사관
계비엔나협약 제36조의 특칙이 되고, 실질적으로 한중영사협정의 체결로 영사협
약에 의한 보장보다 불리한 영사조력을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받는 결과를 낳았
다.

제3절 영사관계협약 제36조상의 권리에 관한 법적 성격
Ι. 서
(1) 영사관계협약 제36조의 모두(冒頭)에서 “파견국의 국민에 관한 영사임무
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이 조항은 개인의 권리
의 창설보다 영사기능의 원활한 수행에 주안이 두어졌다고 이 조항을 이해할 수
도 있다. 영사관계협약 제5조의 영사임무에 대하여 규정하는 ⒜에서 “접수국에
서 국제법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파견국과 그 국민(자연인인가 법인인가를 묻지
아니한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규정되고, ⒠에서 “파견국의 국민(자연
인인가 법인인가를 묻지 아니한다.)을 조력하는 것”이라고 규정된 점으로부터
외국인피구금자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는 당해조문도 영사직무로서 영사의 자국
민의 보호를 주로 유념하면서 해석하는 점 자체는 당연하다.
한편, 제36조의 구조상 이 조문에서 개인의 권리를 언급하거나 그렇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즉, ㉠ “파견국의 국민은 파견국 영사관원과의 통
신 및 접촉에 관하여 동일한 자유를 가진다.”라는 부분,95) ㉡ 체포 등 구금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 “외국인피구금자가 파견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
하면,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부분,96) ㉢
95)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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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피구금자의 제1항⒝에 기한 권리에 대하여 “동 당국은 그의 권리를 지
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부분,97) 그리고 ㉣ “동 국민이 명시적으로 반대
하는 경우에 동 영사관원은 그러한 조치를 삼가하여야 한다”는 부분이다.98) 또
한 ㉤ 외국인피구금자가 송부하는 통신을 접수국 당국이 지체 없이 영사관원에
게 전달하여야 하는데,99) 이 역시 외국인 피구금자의 권리로서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외국 국적자로서 구금된 자, 즉 외국인 피구
금자의 ‘파견국의 영사관원과 접견·교통하는 권리’, 즉 영사접견권 또는 영사접
견·교통권이라는 맥락에서 외국인피구금자는 접수국 당국에 의하여 영사기관에
통보될 것을 지체 없이 ‘고지 받을 권리’와 영사기관에게 하는 통보를 ‘접수국의
당국에게 요청하는 권리’와 ‘영사관원의 조력을 못하게 막을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고 구조화할 수 있다. 이들 권리·의무의 대응관계에 대하여는 ㉡,㉢과 ㉤에
대하여는 외국인피구금자와 접수국 당국 사이의 법적 관계라고 볼 수 있고, ㉠
과 ㉣에 대하여는 외국인피구금자와 영사관원 또는 영사기관 사이의 법적 관계
라고 볼 수 있다. 마치 형사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접견교통권에 상응하는 권리
를 인정한 것과 같은 점을 명문상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조문에 “그의 권리(his
rights)”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다. 그런데 영사협약 제36조에서 개인에게 권리
를 부여한 점에 대하여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2) 그런데 아래에서 살펴 볼 바와 같이, 미국은 ICJ와 미주인권법원에서 제
36조가 개인의 권리를 부여하는 점을 줄곧 부인하였다.100) 또한 ICJ 재판관 가
운데에도 제36조가 개인에게 권리를 부여한 점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 의견도
있다. LaGrand 사건에서 이들 권리가 “조력하는 당사국의 권리로부터 독립한
96)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제1항⒝
97)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제1항⒝
98)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제1항⒞
99)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제1항⒝
100) 영사협약 전문을 근거로 개인에 권리 부여함을 부인한 미국의 사례로는, The Right to
Information on Consular Assistance in the Framework of the Guarantees of Due
Process of Law, Written Observation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 June 1998.
pp.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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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그 국가의 권리로부터 파생되었다고 생각하는 Shi 재판관의 의
혹101) 등 당해조약의 체계와 기초과정의 검토를 통하여 영사협약 제36조가 개
인의 권리를 창설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3) 영사협약 제36조의 권리가 개인의 권리도 인정한 것인가라는 문제는 ⓵
파견국의 자국민을 위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 문제(국제법 차원의 문제)와 ⓶ 접
수국 내에서 파견국 국민의 권리구제 문제(국내법 차원의 문제)와 직결된다. 만
약에 영사협약 제36조의 권리가 파견국 국민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침해된 권리가 없으므로 권리침해를 전제로 하는 전술한 두 문제는 모두 인정될
수 없게 된다.

Ⅱ. 기초과정(起草過程)의 검토
영사협약 제36조에 개인의 권리가 창설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기초과정 또는 성안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인식되었는지에 대하
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술한 분류, 즉 파견국 국민의 영사관원과 접견·교통할
권리, 외국인피구금자의 구금이 영사기관에 통보될 권리, 영사기관에 통보를 요
청할 권리, 그리고 영사관원의 조력을 삼가게 할 권리에 대하여 검토한다.
애초에 국제법위원회는 기초과정 논의에서 파견국 국민이 구금된 경우, 접
수국당국이 영사기관에 자동적으로 통보하는 것을 의무로 부과하는 취지의 제안
을 하였다.102) 그러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회의에서 주로 다음 두 가지 사
유에서 국제법위원회의 제안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현행의 조문으로 변경하였다.
그 이유는 ⓵ 우선 실무적 측면에서 영사통보에 관련된 접수국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⓶ 다음으로는 원칙적인 측면에서 영사관원과 통신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함103)이었다. 여기에서 ‘과도한 부담’
101) LaGrand (Germany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I.C.J. Reports 2001, p.
520, para 4 et seq. (Separate Opinion of Judge Shi)
102)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Vol. 1 (1960), UN doc.
A/CN.4/SER.A/1960,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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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는 예컨대 국민의 다수가 외국인인 나라, 또는 외국인이 다수 체제하는
나라를 고려할 경우, 접수국 당국에게 ‘불가능한 임무를 과한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104) 상기 외교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은 전자의 내용이었고, 후
자의 논의, 즉 “권리”의 인정에 대하여 반드시 참가국 간의 견해가 일치한 것은
아니었지만, “선택의 자유(freedom of choice)”105) 또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그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the fundamental rights of man – the
right to express his will freely)”106)를 개인에게 부여한다는 맥락에서 영사고
지의 요청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다.
제36조제1항⒞의 영사관원의 조력을 삼가게 할 권리는 개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한다는 고려에 기초한 개인의 희망을 보장하는 규정으로 보이므로, 개인의
의사 여부에 따라 영사기관의 조력의 행사가 좌우되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상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에게 일정의 재량이 부여된 것이
라고 생각된다.
제36조에 규정된 권리들은 영사협약 당사국의 권리로부터 생긴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107) 이 점에서 개인에게 부여될 대우나 처우가 기본적으로
국가의 권리와 관련되고 또한 여기에서 파생된 것이라는 인식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으로써 개인의 권리 창설 자체가 부정된다는 결론에
는 동의하기 어렵다. 당해 조문에 실제로 “권리”라는 문언이 있는 것 자체가 개
인의 “권리”라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제36조 조문
자체를 보는 한, 개인의 “권리”의 창설이 배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고,
오히려 영사직무를 지장 없이 수행하는 것에 더하여 개인에게 권리를 부여한 것
이라고 보는 것이 기초과정에 대한 타당한 이해라고 생각한다.
103)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Consular Relations, Vol 1. (1963), UN Doc.
A/CONF.25/16, p. 82, para 62.
104) LaGrand (Germany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I.C.J. Reports 2001, p.
523, para. 14. (Separate Opinion of Judge Shi).
105)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Vol. 1 (1960), UN Doc.
A/CN.4/SER.A/1960, p. 82.
106) Ibid. p. 38.
107) LaGrand (Germany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I.C.J. Reports 2001, p.
521, para. 8 (Separate Opinion of Judge 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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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관련 사례의 검토
영사관계협약 성안 이전에도 영사관원과 통신하는 것에 대하여, 개인의 권
리성을 인정하는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108) 하지만, 영사접견권이 개인의
권리인지 여부는 ICJ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사건에서 본격적으로 문제
가 되었다. 또한 미주인권법원도 영사접견권에 관하여 중요한 권고적 의견을 내
렸다. 이하 이들 사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1. LaGrand 사건
(1) 독일의 주장에 따르면, 미합중국은 LaGrand 형제를 체포, 구금, 기소를
하고 유죄를 확정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 영사협약 제5조와 제36조가 규정하는
독일의 권리와 독일 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에 대하여 독일에 대한 법적 의
무를 위반하였다.109)
독일은 다음 사항을 논거로 하여 영사협약 제36조 제1항 (b)의 권리를 통지
받는 것은 접수국에 있는 파견국 국민의 개인적 권리라고 주장하였다.110) ① 제
36조 제1항 (b)의 마지막 문단에 ‘관계자에게 본 세항에 따른 권리’라고 언급하
였기 때문에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가 독일의 견해를 지지하고, ⓶ 이 조항의 규
정은 체포된 자가 영사에 대한 통지를 결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관련
된 외국인에 대한 개인적 권리를 부여하는 효과를 가지며, ③ 위의 협약의 교섭
기록(travaux préparatoires, 준비작업)과 1985년 12월 13일 UN총회결의
40/144에 의해서 채택된 “UN 외국인의 권리에 관한 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who are not nationals
of the country in which they live)이 자국의 영사에 대한 접견교통권과 이
108) Luke T. Lee and John Quigley, supra nate 71, pp. 141-142
109) LaGrand (Germany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I.C.J. Reports 2001, p.
471, para. 10.
110) Ibid. pp. 492-493, para.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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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에 대한 통보는 외국인의 개인적 권리(individual right)를 구성하며 외국인
의 인권(human rights)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확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미합중국은 독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인정하였으나 독일
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에 관련하여 영사협약이 개인의 권리를 설정한 조약
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111) 왜냐하면, 외교적 보호권이 국제관습법의 범위에
포함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영사조력과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는 법적으로 다른
문제이고, 설사 영사협약이 개인에게 이익을 준다고 하여도 당해 규정의 “권리”
라 함은 국가의 권리를 의미하고 개인의 권리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
서 개인의 권리의 침해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독일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112) 또한 미국은 ‘비엔나영사협약’ 제36조가 그 문언에 개인
의 권리를 인정하였다는 사실이 이 권리의 본질과 그 위반에 대한 구제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113) 미국은 제36조가 ‘파견국의 국민에 관
련되는 영사기능의 수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라고 시작하며, 이는 제36조
제1항에서 열거된 권리와 의무가 파견국의 국민이 형사절차에서 특별한 권리를
가지거나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관념을 지지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은 특히 영사협약의 교섭기록에서 제36조에 국가의 권리에서 파생되지 아
니한 불변의 개인 권리를 규정하는 것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지적하
였다.114)
(3) 이러한 양국 주장에 대하여

ICJ는 영사협약 제36조제1항(b)의 “그의 권

리”라는 부분과 (c)의 “동 국민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에, 동 영사관원은
그러한 조치를 삼가하여야 한다”는 부분의 문리해석의 결과, 당해조문에 의하면
개인의 권리의 창설 또는 설정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하고, 당해 권리에
대한 미합중국의 침해도 인정하였다.115) 이와 같이 ICJ는 제36조제1항이 개인의
111) LaGrand (Germany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I.C.J. Reports 2001, pp.
493-494, para. 76.
112) Ibid.
113) Ibid.
11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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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창설한다는 근거를 오로지 조문의 문리해석에 두었다. 나아가 오로지 파
견국의 권리에만 적용된다는 미국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ICJ는 제36조제2항의
권리 역시 국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개인의 권리에도 적용이 있다고 판시하였
다.116)
이러한 판단에 의하여, 독일 국민의 제36조에 기한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즉 그 권리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영사기관과의 통신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에 대
하여 권리침해가 구성되어, 독일의 외교적 보호권에 대한 주장이 인정되었다.
(4) 한편, 별개의견과 반대의견에서는 개인의 권리의 창설에 강하게 의문을
표하는 견해가 보인다. Shi 재판관은 별개의견에서 영사관계협약 기초과정과 이
조항의 영사협약상의 체계에서 개인의 권리의 창설에 의문을 제시하였고, 반대
의견에서 Oda 재판관은 Shi 재판관 의견에 동의를 표하였다.117)
우선 Shi 재판관은 영사협약의 제목이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고
전문에 나타난 이 협약의 목적이 국가 간의 우호관계를 증진하는 것인바, 전문
어디에도 개인의 권리 창설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118) 둘째,
제36조제1항의 chapeau

즉, 그 조항의 전문(前文)에 ‘파견국의 국민에 관련되

는 영사기능의 수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라고 규정하여 제36조의 범위를 파
견국의 국민에 관련되는 영사기능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효
과가 있다.119) 셋째, 영사협약 제36조제1항, 특히 (b)는 영사협약 제5조에 규정
된 영사의 기능의 문맥에서 해석하여야 한다.120) 국가 간에 영사관계가 존재하
지 않거나 자국민을 보호하고 원조하는 권리가 파견국에게 없다면 영사고지권과
영사접견권은 존재할 수 없다.121) 넷째,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회의의
115) Ibid. p. 494, para. 77.
116) Ibid. p. 497, para. 89.
117) LaGrand (Germany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I.C.J. Reports 2001, p.
536, para. 25. (Dissenting Opinion of Judge Oda).
118) LaGrand (Germany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I.C.J. Reports 2001, p.
520, para. 5. (Separate Opinion of Judge Shi).
119) Ibid. pp. 520-521, para. 6.
120) Ibid. p. 521, para. 7.
12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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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기록·준비작업에서 제36조제1항(b)가 개인의 권리 창설을 의도하였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없다.122) 비엔나 회의의 전체적인 기조가 영사기능과 그 실행가능
성에 집중된 점을 유념한다면 국가의 권리와 무관한 개인의 권리 창설은 비엔나
회의에서 예상하지 아니한 것이다.123)

2. 미주인권법원(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의 권고적 의견
이 사건은 미합중국에 불법 입국을 한 후 죄를 범한 멕시코 국민에게 주의
경찰 또는 교도소 당국이 체포, 구속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영사협약 제36조에
규정된 권리를 알리지 않거나 이를 지체하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에서 다수의 멕
시코 국민이 자기의 유죄판결에 이의를 신청하는 가운데, 멕시코정부가 미주인
권법원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한 사건이다. 이 권고적 의견 사건은 당시 파라과
이와 독일이 각각 ICJ에 제소한 동종의 사건(Breard 사건, LaGrand 사건)이 계
속 중에 심리되었다.
이 사건에서 영사관계협약과 관련된 멕시코의 신청은 다음과 같다.124) ①
미주인권조약 제64조제1항에서 영사관계협약 제36조의 미주 국가의 인권보호규
정으로서의 해석, ② 이 제36조의 개인의 권리의 실시에 관한 국가에 의한 이의
신청의 필요성, ③ 영사관계협약 제36조제1항⒝에 포함된 “지체없이(without
delay)”라는 표현에 따라 사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외국인에게 이 권리를 알릴
것이 접수국 당국에게 요청되는지 여부, ④ 외국인에 관하여 영사관계협약 제36
조제1항⒝에 언급된 통보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사형을 부과·적용한 것의 사
법적 결과가 멕시코의 신청 사항이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또는 B규약이라고 한다.) 제6조의 생명
에 대한 권리와 제14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인권 제 규정과의 관련
성 등도 주된 권고 사항이 되었다.
122) Ibid. p. 521, para. 8.
123) Ibid. p. 524, para 15.
124) I/A Court H.R., The Right to Information on Consular Assistance in the
Framework of the Guarantees of the due Process of Law. Advisory Opinion
OC-16/99 of October 1, 1999. Series A No.16 (1999), par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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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인권법원에서도 이 규정이 개인의 권리를 창설하였다고 파악한다. 미주
인권법원은 당초 영사관계협약의 목적이 개인에게 이익(혜택)을 주는 것에 있지
않고, 국가를 대표하는 영사기관에 의한 충분한 임무의 수행을 확보하는 것이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125) 더욱이 영사관계협약이 외교적 보호에 관한 국가 실
무관행인 것도 확인하였다.126) 그리고 미주인권법원은 영사협약 제5조의 목적에
서 외교적 보호기능을 행사하는 영사관원에 의한 조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파
견국 영사관원이 파견국 국민에 대하여 조력을 부여하는 것과 파견국 국민이 조
력을 받기 위한 권리를 가진다고 인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127)
이때에 당해 조문이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을 지향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우
선 본 조문을 “영사관계협약에서 보이는 본질적으로 국가의 권리·의무의 예외”
이고 이를 국제법의 전통적 주체 개념의 주목할 만한 발전128)이라고 평가하며,
ICJ의 LaGrand 사건과 마찬가지로 영사관원에 의한 권리의 행사가 개인의 선
택에 의해서만 제한된다는 점에서 이 조문이 개인의 권리를 창설한다고 인정하
였다.129)
영사접견권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법적 결과에 대하여 논함에 있어
주목하여야 할 것은 미주인권법원이 자유권규약 등의 국제적인 인권문서를 언급
하고 있는 점이다. 미주인권법원은 이들 인권문서를 언급할 때, 법원이 적용하
여야 할 접근방법은 현대국제법의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 진화를 고려한 접근방
법130)이라고 한다. 그리고 미주인권법원은 자유권규약 제14조에 규정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적법절차의 보장이 의미하는 바가 효과적이고 절차적으로
공평하게 자기의 이익을 방어할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법절차의 다
양한 면에서 서서히 역사적 발전을 이룩하였다고 하였다.131) 따라서 자기를 효
과적으로 방어한다는 문맥에서 외국인이 형사절차에서 직면하는 상황을 고려하

125)
126)
127)
128)
129)
130)
131)

Ibid.
Ibid.
Ibid.
Ibid.
Ibid.
Ibid.
Ibid.

para. 74.
para. 77.
para. 80.
para. 82.
paras. 82-84.
para. 115.
paras. 119-124.

- 37 -

면, 영사조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적절한 방어의 기회와 공평한 재판이라는 외
국인에게 불가결한 최저한의 법이므로, 영사협약 제36조제1항에 규정된 권리에
의하여 자유권규약 제14조에 인정된 적법절차의 권리가 구체적 사례에서 실제
의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132)
이 사건에서도 외국인피구금자에게 할 고지의 시기에 대하여는 제36조제1
항⒝에 규정된 “지체없이”의 의미가 문제가 된다. 이 사건 권고적 의견도 영사
기관이 효과적인 보호를 한다고 하는 맥락에서 이 영사접견권 고지의 목적이 피
고인이 효과적인 방어를 가질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고133) 판시하였다.
또한 사형을 과하는 것이 자유권규약 제6조의 침해가 되는 경우, 영사협약
제36조제1항⒝에 규정된, 피구금자가 고지를 받을 권리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적법절차의 침해이고, 국가의 국제책임 또는 배상의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하였
다.134) 이 사건 권고적 의견에서는 최종적으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
36조제1항⒝에서 확립된 고지에 대한 개인의 권리에 의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로 인정되는 적법절차의 권리가 구체적 사건에서
실제로 효력을 가지게 된다”고 판시하였다.135)

3. Avena 사건
원고국인 멕시코에 의하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28명), 텍사스주(15명), 일
리노이주(3명), 아칸소주(1명), 애리조나주(1명), 네바다주(1명), 오하이오주(1명),
오클라호마주(1명), 그리고 오리건주(1명)에서 멕시코 국적의 사형수 52명136)에
대하여 미합중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영사협약 제36조제1항⒝에 규정된
권리에 대하여 고지 받지 못한 채로 체포되어 형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
132) Ibid. paras. 103-104.
133) Ibid. para. 106.
134) Ibid. paras. 125-137.
135) Ibid. para. 141(6).
136) 당초 소장에는 54명이었으나,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52명이 대상이 되었다.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Mexico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I.C.J.
Reports 2004, p. 24, para.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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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멕시코 정부는 미합중국을 상대로 다음 사항의 인정을 구하며, 이
사건 분쟁을 ICJ에 부탁하였다. 즉 이 청구에 나타난 52명의 멕시코 국적 사형
수를 체포, 구금, 소추, 사형 선고를 할 때 영사협약 제5조와 제36조 각각에 규
정되어 있듯이 멕시코 독자의 권리의 행사에서, 그리고 당해 국민의 영사보호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서 미합중국이 멕시코에 대한 국제적인 법적 의무를 위반하
였다.137)
이 사건에서 ICJ는 LaGrand 사건에서 영사관계협약 제36조제1항이 외국인
피구금자에 대한 개인적 권리를 창설하며, 이에 따라 개인의 국적국은 ICJ에 제
소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을 재확인하였다.138) 오히려 주목하여야 할 것은 다음
의 판시이다. 멕시코는 영사고지와 영사교통의 권리가 형사소송상 적법절차의
일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주장하였으나, ICJ는 영사협약의 권리가
인권인지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조문, 조약의 목적 또는
교섭기록도 멕시코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139) 이는 멕시코
에 의한 제5신청에서140) 영사협약 아래에서 영사조력을 고지 받을 권리가 인권
이라는 것의 확인을 ICJ에게 구한 것에 대한 판시 가운데에 나타났다. 따라서
위와 같은 ICJ의 판시는 영사협약 제36조가 개인의 권리를 창설한다고 하여도,
이 규정의 위반에서 바로 인권 침해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즉
ICJ는 영사협약 제36조의 권리가 개인의 권리일지라도 인권은 아니라는 취지이
므로, ICJ가 영사협약 제36조의 권리를 인권이라고 인정하는 데에 소극적인 태
도를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4. Sanchez-Llamas 사건
미국연방대법원은 하급심에서 논란이 있던 영사협약 제36조가 개인에게도
137)
138)
139)
140)

Ibid.
Ibid.
Ibid.
Ibid.

p. 39, para. 49.
pp. 35-36, para. 40.
pp. 60-61, para. 124.
p. 20, para.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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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부여하는가의 문제를 특이한 방식으로 논하였다. 이 문제에 대하여 가부
의 판단을 내리지 않고, 일단 개인의 권리라고 가정을 한 후에 그 권리 침해 하
의 외국인 피고인의 진술의 증거능력 배제문제와 소송상 해태 원칙의 적용 문제
를 논하였다.141) 따라서 미연방대법원의 입장은 영사협약 제36조상의 권리가 개
인의 권리이기도 한지 여부에 대하여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확한
설명이 된다. 이 사건 판결은 판결의 결론과 관련이 없는 내용의 판시를 절제하
는 이른바 최소주의(minimalism)성향을 보인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원래 연방대법원은 조약의 해석에 대하여 행정부의 해석에 큰 비중을 둔
다.142) 미국은 ICJ에서 영사협약 제36조가 개인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143) 따라서 Sanchez-Llamas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영사협약 제
36조상의 권리가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는 행정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
지는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Ⅳ. 개인의 권리 부정설에 대한 비판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입장은 영사관계협약은 국가 간의 권리만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 영사협약 제36조상의 권리에 개인의 권리로서 성격을

부

여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이다. 이러한 부정설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영사접견권이 국제재판의 대상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까지 일반적으로
는 본 조문에 규정된 권리는 국가의 권리라고 생각되어 왔다.144) 따라서 개인의
권리라는 것은 국가의 권리로부터 독립되어 창설된 것이 아니라 영사조약에서
개인의 권리는 접수국에 부과된 의무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141) Sanchez-Llamas v. Oregon, 548 U.S. 331, 343 (2006)
142) 548 U.S. 331, 355.
143) LaGrand (Germany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I.C.J. Reports 2001, pp.
493-494, para. 76.
144) R. Jennings and A. Watts,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9th ed. (Longman, 1996)
pp. 1139-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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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36조제1항⒝에 “그의 권리”라고 명문에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영
사기능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영사관계협약의 목적에 기하여 개인에게 권리를 부
여한 것을 제한하는 것은 명문 규정에 반하는 부자연스러운 해석으로 보아야 한
다. 게다가 개인에게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하여 ‘파견국’의 영사기능에 지장이
오는 것도 아니다.
둘째, 영사협약 전문 제5문단에 “그러한 특권과 면제의 목적은, 개인에게
혜택을 부여함에 있지 아니하고, 각자의 국가를 대표하는 영사기관에 의한 기능
의 효과적 수행을 확보함에 있음을 인식하며(밑줄 연구자 첨가)”라고 규정되어,
영사협약이 개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데에 부정적임을 밝혔다. 특히 이 부정설
논거는 미합중국의 주요 논거 중 하나이다.
이 전문에 영사관계협약의 목적과 취지가 담겨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주
장은 일견 타당하여 보인다. 하지만 이 부분이 특권과 면제와 관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기에서 언급하는 ‘개인’은 영사관원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
럽다.145) 영사관계협약의 전문의 ‘개인(individuals)’과 대응되는 표현이 외교관
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전문146)에도 등장한다. 이 외교관계협약은 영사관계협약
과 상호 대응하는 자매조약이라는 점과 외교관계협약 전문에서 지칭하는 개인은
당연히 ‘외교관’ 개인을 의미하는 것을 고려하고, 영사관계협약과 외교관계협약
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영사관계협약 전문의 ‘개인’은 구금된 파견국 국민이
아니라 영사관원 개인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사관계협약 전문에 근
거하여 동협약 제36조의 개인의 권리 부여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셋째, 영사관계협약 기초과정에서 개인에게 권리를 부연한 것에 대하여 논
의가 일치되지 아니함에 기하여, 제36조가 피구금외국인 개인에게 권리를 부여
하는 것을 부인한다. 하지만, 오히려 이 기초과정은 개인의 권리성을 인정하는
145) Martin Mennecke and Christian Tams, “The right to Consular Assistance Under
International Law : The LaGrand Case Befor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Germ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42 (1999), p.218.
146)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전문에도 “이러한 특권과 면제의 목적이 개인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공관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Realizing that the purpose of such privileges and immunities is not to benefit
individuals but to ensure the efficient performance of the functions of diplomatic
missions as representing States)”라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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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국제법위원회에 의한 기초단계에서 당해 조
문의 인권과의 밀접한 관계가 언급되고 있다.147) 또한 이후의 UN회의에서는 영
국 대표의 제안에 의하여 제36조제1항⒝의 “지체없이”의 문언의 삽입과 관련하
여 피구금외국인이 그 자가 가지는 권리를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접수국당
국에 의한 남용 또는 오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당해 문언이 삽입되었
다.148)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초과정은 이 조항의 제한적인 해석을 배제하
고 개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견해를 지지한다고 보인다.149)
결국 영사관계협약 제36조는 영사기관에 의한 충분한 영사임무 수행을 확보
할 뿐만 아니라 피구금외국인이 접수국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하
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제는 오히려 이 제36조가 부여한
권리가 인권으로서 성격을 가지는지에 대한 논의로 발전되어야 한다.

Ⅴ. 영사관계협약 제36조의 권리와 인권
1. 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영사협약 제36조는 구금된 외국 국적자에게 접
수국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개인적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권리가 인권으로서 성격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고찰하려고 한
다. 인권과 관련된 견해는 이미 권리부여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음
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특히 인권으로서의 영사협약 제36조상의 권리는 미
주인권법원의 권고적 의견에서 주요 쟁점이 되었다.

2. 국제인권법 발달 과정에서 본 영사관계협약 제36조

147)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60), Part Ⅰ, para. 2. UN doc.
A/CN/SER.A/1967.
148) Luke T. Lee and John Quigley, supra note 71, p. 146.
149) Martin Mennecke and Christian Tams, supra note 145, pp. 21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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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의 관할권을 넘어 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은 나치의 인권
유린 등을 경험하였던 제2차 대전 종전 후 무렵이다. UN의 창설도 일부분은 이
러한 전시 대량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다.150) 이러한 증거
는 UN 헌장의 전문(“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과 제55조151)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
서 만약에 UN 회원국이 대량적인 인권침해를 범하였다면, 의심할 바 없이 이는
UN 헌장 제56조152)의 위반이다.
(2)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과 영사협약
1948년 12월 10일 UN 총회는 전문과 30개 조문으로 구성된 세계인권선언
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은 비록

가장 중요한 국제인권문서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나, 총회의 결의에 불과하므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평가되었다.153) 이러
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구속력 있는 조약이 필요하였고, 그 산물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이다. 이 두 개의 국제규약은 모두 1966년에 UN에서 채
택되어 1976년에 발효하였다. 특히 B규약 제9조는 체포·구금된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등 구금된 외국인 접수국에서 원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권으로서 보장
150) Victor M. Uribe, “Consuls at Work: Universal Instruments of Human Rights and
Consular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Criminal Justice”, Housto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9 (1997), p. 392
151) 제 55 조
사람의 평등권 및 자결원칙의 존중에 기초한 국가간의 평화롭고 우호적인 관계에 필요한 안정
과 복지의 조건을 창조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은 다음을 촉진한다.
가. (생략)
나. (생략)
다. 인종ㆍ성별ㆍ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
152) 제 56 조
모든 회원국은 제55조에 규정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기구와 협력하여 공동의 조치 및 개별
적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153) 헌법재판소도 세계인권선언은 선언적인 의미를 가질 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고 평가하였다(헌재 1991.7.22. 89헌가106). 그러나 이제는 세계인권선언의 상당부분은 이미
국제관습법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제4판, 박영사(2013), 7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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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154)
한편 영사관계협약은 1963년 채택되고 1969년에 발효되었다. 전술한 국제
인권법의 역사 속에서 볼 때, 영사관계협약은 시기적으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
인권규약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적 좌표는 영사협약 제36조에
기하여 구금된 외국인이 접수국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인권’으로서의 성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3) 미대사관 인질 사건에서 보인 미국의 태도
ICJ의 미대사관 인질사건에서 제출한 미국의 소장에는 자국민과 관련한 영
사 규범과 인권이 심각하게 위반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영사관계협약 제36조가
영사관원뿐만 아니라 영사관원과 접견을 보장받는 파견국 국민의 권리를 확립하
고 있음을 강조하였다.155) 또한 모두진술(冒頭陳述)에서는 자의적인 체포, 구금
및 수사를 받지 아니할 권리와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는 국제법의 기본적인
15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 제9조
1.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
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시에 체포이유를 통고받으며, 또한 그에 대한 피의 사실을 신
속히 통고받는다.
3.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인 기간내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되는 사람을 억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석방은 재판 기타 사법적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출두 및 필요한
경우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4.체포 또는 억류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억류의 합법성을
지체없이 결정하고, 그의 억류가 합법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5.불법적인 체포 또는 억류의 희생이 된 사람은 누구든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55) Case Concerning 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eran(United
States of America v. Iran) I.C.J. Reports 1980, Pleadings, Oral Argument,
Documents, p.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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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에 의하여 개인에게 보장된 권리임을 주장하였다.156)
미국의 이러한 주장은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영사협약 제
36조의 ‘권리’가 개인에게 부여된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인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
음을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결국 미국은 미대사관 인질 사건에서
자국이 파견국일 때의 입장과 영사협약사건에서 접수국으로서 피소된 때의 입장
은 상호 모순됨을 알 수 있다.
(4) 미주인권법원의 권고적 의견에 대한 평가
미주인권법원의 권고적 의견에서는 제36조의 문언에 의거할 뿐만 아니라 영
사관계협약이 개인의 이해관계에 지향된 점에 착안하여 외국인의 권리에 대하여
규정한 국제문서에서 외국인이 영사기관에 의한 조력을 받을 중요성으로부터
“국제법의 전통적인 주체 개념의 주목할 만한 전진”이라고 평가하고 본 조문에
서 개인의 “권리”가 창설되었다고 인정하였다. 즉 “법의 진화 (the evolution
of law)”라는157) 맥락에서 국제인권법의 영향을 충실히 반영한다는158) 점에 의
하여 영사조력의 권리를 인권법 체계에서 떼어 낼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영사협약과 인권법 체계가 인권법의 발전에 따라 접점을 가지게 되었다고 본 미
주인권법원의 영사협약 제36조의 해석은 상당히 진보적인 해석이라고 보인다.
영사관계 조약 제36조에 규정된 개인의 권리에 대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즉 인권과의 관계에서 논의되는 것은 영사접견·교통 등이 외국인피구급자의 형
사절차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적법절차에 대한 권리
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5) 1985년 UN 총회의 “외국인의 권리선언(Declaration on th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who are not nationals of the country in which
156) Ibid. pp. 302-303.
157) Martin Mennecke, “Towards the Humanization of the Vienna Convention of
Consular Rights – The LaGrand Case Befor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Germ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44 (2001), pp. 452-453.
158) Concurring Opinion of Judge A. A. Cançado Trinade, supra note 28, par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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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live)” 제10조159), “이주자 보호에 관한 UN 총회 결의(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19 December 2011) 제4항(g)160) 등
의 성과에서도 영사에 의한 조력이 인권문서에서 언급된 사실에161) 대하여 유의
하여야 한다. 상기 외국인의 권리선언에서는 제10조에서 언제라도 자국의 영사
또는 외교사절과 통신을 행할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무국적자를 포함하는 외국인의 영사접견권의 중요성이 점증하는
오늘날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영사협약 제36조가 보장하는 영사접견권은 동협
약의 틀을 이미 넘어 국제인권조약의 실행 체계 내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영사접견권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미주인권법원의 해석은 개인의
권리에 국한한 ICJ의 소극적인 해석과 대조를 이룬다. 각 국가의 실무에서 실천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상론으로 그칠 우려는 있지만, 국제인권법의 발전을
고려하여 영사관계협약 제36조를 영사관계법과 인권법의 공통영역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162)

제4절 영사관계협약 제36조 위반과 구제
Ι. 권리구제의 가능성
159) “Article 10
Any alien shall be free at any time to communicate with the consulate or
diplomatic mission of the State of which he or she is a national or, in their
absence, with the consulate or diplomatic mission of any other State entrusted with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the State of which he or she is a national in the
State where he or she resides.”, UN doc. A/RES/40/144.
160) “(g) Reaffirms emphatically the duty of States parties to ensure full respect for
and observance of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the right of all foreign nationals, regardless of their immigration status,
to communicate with a consular official of the sending State in case of a
imprisonment, custody or detention, and the obligation of the receiving State to
inform the foreign national without delay of his or her rights under the
Convention;”, UN doc. A/RES/66/172.
161) M. F. Tinta, “Due Process and the Right to Life in the Context of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 Arguing the LaGrand Cas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2 (2001), p. 15.
162) V. S. Mani, supra note 68, p.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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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있는 곳에 구제가 있다 (ubi jus ibi remedium).163) 앞 절에서 영
사협약 제36조가 개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설사 영사
협약이 파견국 국민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파견국 자체의
권리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영사협약 제36조의 침해가 있는 경우의
권리구제는 문제가 된다. 파견국 국민 개인이 영사협약 제36조의 권리를 가진다
는 입장에서는 권리구제 방법의 인정여부가 더 많이 논의될 수 있다. 이 연구에
서는 영사협약 제36조상의 권리가 개인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그 권리에 침해가
있는 경우 어떠한 구제가 주어져야 하는가에 관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즉 영사
협약 제36조상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파견국과 그 국민에게 위법행위가 가
해진 것이다.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법안(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2001))은164) 국제위법행위에는 국
제책임이 따른다고 제1조에 규정하였다.165) 즉 국가의 국제위법행위에는 구제를
제공할 의무가 수반된다. 그러나 ICJ의 영사협약과 관련된 권리구제 소송에 대
하여 미국이 보인 입장은 사법구제에 대하여 소극적이며, 오히려 이러한 사법구
제에 반대하고 전통적인 구제방법인 파견국에 대한 사과(陳謝, apology)로 족하
다는 것이다.166) 미국은 영사의 참여가 무죄선고를 이끌 것인지 여부의 판정에
대한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부정적이었고, 영사통보가 다른 결과를 낳을 경우에
만 영사고지 불이행이 원상회복을 요구한다는 원칙은 문제가 많다고 보았다.167)
또한 개인의 권리를 인정한 ICJ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영사협약은 미국법원에서
행사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미행정부의 입장이
163) 그러나 오히려 ubi remedium ibi jus가 현실적으로 맞는 말일 수 있다. F. H. Lawson,
Remedies of English Law, (Penguin Books, 1972), p. 14.
164) UN doc. A/56/10 (2001)
165)
“Article l
Responsibility of a State for its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Every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of a State entails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that State.”
166) Luke T. Lee and John Quigley, supra note 71, p. 167.
167) Ibid. p.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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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68)
이하에서는 먼저 권리구제를 파견국과 파견국 국민으로 주체별로 나누어 어
떠한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개관하고, 권리구제와 관련된 문제로서 원상
회복의 원칙의 적용, 증거배제, 유죄판결 파기의 문제를 살펴본 후에 소송상 해
태의 원칙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를 순차적으로 고찰한다.

Ⅱ. 파견국·파견국 국민에 의한 이의와 구제 청구
1. 서
영사협약 체결 이후 구금된 파견국 국민에 대한 영사접견·교통을 촉진하는
것이 접수국의 의무라는 점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169) 만약에 접수국이 영사협
약 제36조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예컨대, 구금된
외국인에게 영사접견교통권을 고지하지 않거나 영사의 피구금자 면담을 금지한
경우라면, 피구금자 또는 영사에 의한 항의 또는 이의가 제기될 것이다. 이 경
우에 피구금자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피구금자뿐만 아니라 파견국도 이 판결에
이의하거나 불복할 것이다.

2. 파견국에 의한 이의
파견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접수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의
는 접수국 주재 파견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외교공한을 발송하여 표시할 수
있다.170) 또한 접수국 법령이 허용하는 한, 파견국은 접수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접수국 소송절차 참여를 통하여 자국민의 권리구제를 지원할 수 있다. 원
168) Andreas L. Paulus, “From Neglect to Defiance? The United States and
International Adjudication”,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5 (2004),
p. 798.
169) Luke T. Lee and John Quigley, supra note 71, p. 159.
170) John Quigely et al, The Law of Consular Accessj A documentary guide,
(Routledge, 2010), p.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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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국내법원에서 외국 국가가 소송을 하는 것이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니나 영사
접견권 보장 문제가 외국 국가의 국내 소송 참여의 증대를 가져온 주요한 사유
가 된다.171)
미국에서는 파견국이 amicus brief(법정조언자서면)를 제출하거나 소송참가
를 직접 하는 경우가 있다.172) 그러나 파견국의 소송참여는 접수국의 법령상 제
약을 받는다. 파라과이와 독일이 미국헌법 제3조에 기하여 자국민의 형집행정지
를 구하였으나 미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1조에 의하여 이러한 소는 미국법
상 부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173) 주(州)는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외국의 제소로
부터 면제되기 때문이다.174) 이러한 수정헌법 제11조의 한계는 국가 또는 정부
가 원고가 되는 소뿐만 아니라 총영사가 제기한 소도 부적법하게 한다.175)
파견국이 접수국과 교섭 등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된 경우에는 국제차원에서
사법구제를 구할 수 있다. ‘영사협약임의의정서’는 이 협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을 ICJ가 관할한다고 규정한다.176) 또한 파견국이 OAS 회원국이라면 미주
인권협약(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제64조에 기하여 미주인
권법원에 권고적 의견을 구할 수 있다.177)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8년 멕
시코는 영사접견의무를 접수국이 이행하지 아니한 상황에 대하여 미주인권법원
에 권고적 의견을 구하였다.178)
171) Ibid. p. 190.
172) Luke T. Lee and John Quigley, supra note 71, p. 162.
173) Breard v. Greene, 523 U.S. 371 (1998)에 병합된 Paraguay v. Gilmore와 Federal
Republic of Germany v. United States, 526 U.S. 111 (1999).
174) Principality of Monaco v. Mississippi, 292 U.S. 313, 329-330 (1934).
175) Breard v. Greene, 523 U.S. 371, 378 (1998)
176)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임의의정서 제1조.
177)
“Article 64
1. The member states of the Organization may consult the Court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his Convention or of other treatie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the American states. Within their spheres of competence, the
organs listed in Chapter X of the Charter of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as amended by the Protocol of Buenos Aires, may in like manner consult the
Court.
2. The Court, at the request of a member state of the Organization, may provide
that state with opinions regarding the compatibility of any of its domestic laws
with the aforesaid international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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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접견 보장은 모든 나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자국이 직접 관련되지 아
니한 사건에 대하여 파견국이 아닌 국가나 국제조직이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도
있다. 멕시코가 미주인권법원에 권고적 의견을 구한 사건에서 다른 OAS 회원국
이 서면의견을 제출하였고, 멕시코 국민이 당사자인 사건에 EU가 Medellín 사
건에서 amicus curae(법정조언자)로서 참여한 사례가 있다.179)

3. 파견국 국민에 의한 권리구제
파견국 국민에 의한 권리구제는 접수국에서 이용 가능한 절차·과정을 통하
여 이루어진다. 영사접견교통권을 고지 받을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는 유죄판
결에 대한 이의, 증거제출에 대한 불복과 같이 형사사건과 관련되어 주로 등장
한다. 또한 영사협약의 위반을 인신보호청구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
도 개인에 의한 권리구제의 문제이다. 위와 같은 권리구제 방법 등은 다음 항에
서 후술한다.
한편 파견국 국민이 영사접견불고지에 대하여 접수국 법원에 접수국 또는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미국에서는
법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의 박탈의 구제를 허용한 연방법률에 따라 영사협약 제
36조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다.180) 그러나 이 사례는 예
외적이고 영사고지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 소는 미국에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제4장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2008년

Medellín 판결 이후에는 조약에 근거한 개인의 제소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
판결 전에도 영사협약에 손해배상 구제방법이 규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하여
개인이 제기한 영사협약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 소가 배척된 사례가 있었
다.181)
178) I/A Court H.R., The Right to Information on Consular Assistance in the
Framework of the Guarantees of the due Process of Law. Advisory Opinion
OC-16/99 of October 1, 1999. Series A No.16 (1999).
179) Medellín v. Dretke, 544 U.S. 660 (2005), Brief of Amicus Curiae the European
Union and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Support of Petitioner.
180) Jogi v. Voges, 480 F.3d 82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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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영사접견교통권 침해의 구제와 관련된 문제
1. 원상회복의 원칙의 적용문제
국가가 국제의무를 위반한 경우, 원상회복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것을 하여
야 한다.182) 현실적 구제 자체가 가능한 경우, 현실 구제가 주어져야 한다. 국제
법위원회가 작성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법안,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2001)”에도 이
러한 국제관습법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rticle 35
Restitution
A State responsible for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is under an
obligation to make restitution, that is, to re-establish the situation which
existed before the wrongful act was committed, provided and to the extent
that restitution:
(a) Is not materially impossible;
(b) Does not involve a burden out of all proportion to the benefit
deriving from restitution instead of compensation.

따라서 ⒜원상회복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 원상회복이
금전배상 대신 원상회복으로부터 파생되는 이익과의 비례성에 벗어나는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위법행위에 책임 있는 국가는 원상회복, 즉 그 위
181) 예컨대, Standt v. City of New York, 153 F.Supp.2d. 417 (2001)
182)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제4판 (박영사, 2013), 3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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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가 범해지기 이전에 존재하던 상황을 회복할 의무를 부담한다.
국가의 국제위법행위는 원상회복을 요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접수국이 영
사협약 제36조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그 위반의 결과는 무효라고 보인다. 영
사의 광범한 기능을 고려할 때에 외국인에게 일어난 불리한 사태는 접수국의 위
반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영사접견이 이행되지 아니한 채 유죄가 선고된
경우에는 그 상황은 접수국이 이행하여야 할 시점, 즉 체포·구속·구금한 때로 되
돌려져야 하고,183) 영사접견이 이행되지 아니한 채 당국이 취득한 유죄인정진술
은 배제되어야 한다는184) 문제가 발생한다.

2. 증거배제의 문제
(1) 영사접견권이 고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외국인을 심문하거나 증거를
수집한 경우, 영사접견권이 침해된 외국인에 대하여 그의 자기부죄진술 또는 물
증이 증거능력이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185) 영사접견권이 고지되지 아니한 상태
에서 외국인을 신문한 것이 문제가 된 Sanchez-Llamas 사건186)에서 미연방대
법원은 진술의 배제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의 사실관계와 법
적 쟁점은 다음과 같다.
멕시코 국적의 Sanchez-Llamas는 경찰과 총격전 후에 체포되었다.187) 그는
Miranda 원칙을 영어와 스페인어로 고지 받고 통역의 조력 아래 심문을 받았
으나, 자기의 체포 사실이 멕시코 영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다는 것을 고지 받지
못한 채, 수사과정에서 발포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188) 그
후 Sanchez-Llamas는 자기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는 것과 영사협약상의 권리
183) Luke T. Lee and John Quigley, supra nate 71, p. 176-177.
184) Ibid. p. 177.
185) Ibid. p. 175.
186) Sanchez-Llamas v. Oregon 사건(2006)은 엄밀히 말하면, 영사협약 제36조가 공통쟁점이
된 Sanchez-Llamas v. Oregon 사건과 Bustillo v. Johnson 사건의 병합사건이다. 증거배제
문제가 쟁점이 된 사건은 전자인 Sanchez-Llamas v. Oregon 사건이다. 후자 사건은 소송상
해태의 원칙과 관련하여 다음 항에서 논한다.
187) Sanchez-Llamas v. Oregon, 548 U.S. 331, 339 (2006)
188) 548 U.S. 331, 33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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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지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그 진술을 재판상 증거에서 배제할 것을
‘공판 전’에 신청하였다.189) 즉 이 경우에는 소송상 해태는 없었다. 하지만 오리
건주 제1심법원은 이 신청을 배척하고 유죄로 판결하였고, 주항소법원, 주대법
원도 각각 이 판단을 지지하였다.190) 오리건 주대법원은 영사협약 제36조가 사
법절차에서 구금된 개인이 행사 가능한 영사접견권이나 영사고지권을 창설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191) 영사관계협약 제36조상의 권리에 대하여 당국으로부터
고지를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경찰에서 한 진술을 증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는 Sanchez-Llamas의 주장에 대하여 미연방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
다.
Sanchez-Llamas는 영사협약 제36조제2항에 근거하여 이 협약 위반에 대하
여 재판상 구제가 요구된다고 주장하지만, 영사협약은 제36조상의 권리를 ‘접수
국의 법령에 반하지 않도록 행사한다’라고 규정한다.192) 따라서 영사협약 문언
에 관한 한, 제36조 위반을 사유로 한 증거배제법칙의 적용문제는 국내문제이
다.193) 증거배제법칙은 전적으로 미국법제의 산물이므로, 영사협약에서 증거배
제를 요구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기이한 일이다.194) 영사협약의 다른 당사국도
증거배제를 구제방법으로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195)
또한 ⓵ 연방대법원의 감독권은 원칙적으로 주법원에 미치지 아니하고, ⓶
주법원에 적용할 구제방법을 창설하는 연방대법원의 권한이 조약자체에 없다는
점에서 연방대법원의 감독권한을 원용하여 증거배제의 구제를 부여하기 어렵
다.196) 조약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특정된 권리구제를 규정하지 않으면 연
방법원은 자신의 입법을 통하여 주에 권리구제를 부과할 수 없다.197) 미국법제
도 아래에서 증거배제의 원칙은 쉽게 적용할 구제방법이 아니다.198) 미국의 법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548 U.S. 331, 340
548 U.S. 331, 340
State v. Sanchez-Llamas, 108 P.3d 537, 578 (Or. 2005)
548 U.S. 331, 343.
548 U.S. 331, 343.
548 U.S. 331, 343-344.
548 U.S. 331, 344, 347.
548 U.S. 331, 345-347.
548 U.S. 331, 347.
548 U.S. 331,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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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상 증거배제법칙은 헌법을 위반한 수사와 적법절차에 위반하여 취득한 자백
등 제한된 경우, 즉 수정헌법 제4조와 제5조의 위반의 구제로서 쓰인다.199)

이

에 대하여 영사관계협약 제36조상의 권리는 증거수집과는 관계가 희박하고, 단
지 외국인이 자신의 체포나 구금을 영사기관에 통보하게 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200) 이 권리를 고지받지 않았음이 신뢰성이 낮은 자백에 직
결될 가능성은 낮고, 증거배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수정 제4조와 제5조의 위
반과는 사정이 전연 다르기 때문에 진술의 증거배제를 동조 위반의 구제조치로
서 하는 것은 극히 균형이 맞지 아니하다.201) 게다가 Sanchez-Llamas가 영사
협약 제36조에 기하여 주장하는 이익은 적법절차 등의 형태로 미국 법체계 아
래에서 보호되었다.202) 영사협약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특정한 구제를 요구
하지 않는다. 영사협약 집행의 주요수단인 외교경로를 포함하여 영사협약상의
권리는 증거배제 이외의 형식으로도 실현될 수 있다.203) 이와 같이 미연방대법
원의 입장은 영사협약 제36조가 ‘개인에게 권리를 부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경
찰에 대한 진술을 증거에서 배제하는 것은 영사협약 위반에 대한 적절한 구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2) 호주법원은 영사협약 제36조 이행을 위한 형사법 조항의204) 위반을 근거
199)
200)
201)
202)
203)
204)

548 U.S. 331, 348.
548 U.S. 331, 349.
548 U.S. 331, 349.
548 U.S. 331, 350.
548 U.S. 331, 350.
Crimes Act 1914 – Sec. 23P
Right of non-Australian nationals to communicate with consular office

(1) Subject to section 23L, if a person who is under arrest or a protected suspect
is not an Australian citizen, an investigating official must, as soon as practicable:
(a) inform the person that if he or she requests that the consular office of:
(i) the country of which he or she is a citizen; or
(ii) the country to which he or she claims a special connection;
be notified that he or she is under arrest or a protected suspect (as the
case requires), that consular office will be notified accordingly; and
(b) if the person so requests--notify that consular office accordingly; and
(c) inform the person that he or she may communicate with, or attempt to
communicate with, that consular offi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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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어떤 자가 체포되어 법에 따라 대우 받지 아니할 때에는 그 후속 구금은 불
법이고 체포된 자의 진술 또는 자백은 재량에 의하여 배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
면서, 당국이 체포된 자의 영사접견요구를 받아들였다면 그 자는 신문을 받으려
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점을 인정하였다.205)
물증의 제출 근거가 외국인 피고인이 자기소유라고 시인한 가방에 담겨 있
는 경우에 그 외국인에게 영사접견교통권이 고지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불고지
는 그 외국인에 대한 공판에서 그 물증을 사용할 수 없게 한다고 또 다른 호주
법원은 판시하였다.206) 카나다 법원은 영사접견권 불고지가 증거배제 사유가 아
니라고 보았지만,207) 영국 법원은 유죄인정 진술을 배제하는 사유로 영사접견권
불고지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208) 독일헌법재판소는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하여
법적-심리적 입장이 더 취약하다는 점에서 영사협약 제36조가 제1방어선이 된
다는 입장에서 영사접견 없이 행한 진술의 배제는 통상적으로 요구된다고 판시
하였다.209)

3. 유죄판결의 파기와 재심사 부여 문제
(1) 영사접견교통을 요구하는 영사협약은 영사조력이 유용하다는 점을 가정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책임법 아래에서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선호
되는 구제 방법이다. 이에 따르면 영사협약 제36조가 위반된 경우, 유죄판결을
(d) give the person reasonable facilities to do so; and
(e) forward any written communication from the person to that consular
office; and
(f) allow the person a reasonable time to, or to attempt to, communicate with
that consular office.

205)
206)
207)
208)
209)

(2) Without limiting subsection (1), an investigating official must not start to
question the person unless paragraphs (1)(c), (d) and (f) have been complied
with.
Tan Seng Kiah v. The Queen, [2001] NTCCA 1, 160 FLR 26, 41.
R v. Kok Cheng Tan, [2001] Western Australia Supreme Court 275.
R v. Partak, Ontario Superior Court of Justice, 160 C.C.C.3d 553, 570 (2001).
John Quigley et al, supra note 170, pp. 169-171.
Luke T. Lee and John Quigley, supra note 71, p.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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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하고 검찰당국이 새로운 기소를 하지 않는 한 종전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길
은 거의 없어 보인다.210) 미주인권위원회는 영사접견교통권을 고지 받지 못한
외국인을 위하여 유죄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211) 하지만 현실
적으로 유죄판결을 파기하는 문제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영사가 구금된 자국민
에게 영사보호를 제공하였다면 형사재판에서 무엇이 달라졌을까를 사후적으로
접수국 법원이 확실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ICJ도 유죄판결을 파기하는
대신에 재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는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2) 접수국 형사법원이 영사접견교통 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무엇을 할 것
인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ICJ는 그 위반과 이 위반이 야기할 수 있는 불
이익은 재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심리되고 참작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212)
ICJ는 유죄판결이나 형의 선고의 파기는 영사협약 제36조 불이행의 결과로서 어
느 특정한 적법절차권리가 침해되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요구될 수 있다
고 하였다. 즉 영사협약 제36조제1항의 권리 침해 상황에서 피고는 자기 주장
을, 공정한 재판에 본질적인 특정한 권리에 대한 침해의 주장으로서가 아니라
제36조제1항의 권리의 침해에 대한 주장으로서 제기한 것이다.213) 재심사 과정
에서 중요한 것은 재심사의 실제 결과가 무엇이던지 간에 영사협약에 규정된 권
리의 침해에 충분한 비중이 주어져야 함을 보장하는 절차의 존재이다. ICJ는 영
사접견교통이 외국인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광범한 영향을 끼친다는 관점을 반영
하였다. 그러나 ICJ는 영사가 관여하였다면 유죄선고가 없었을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경우에만 파기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ICJ가 영사협약 제36조 위반에 대한 구제로서 부여한 방법인 유죄판
결(conviction)과

형의 선고(sentence,

양형)에

대한 ‘재심사(review and

reconsideration)’는 엄밀한 의미의 원상회복과는 다르다. 기존 판결의 재심사
210) Ibid. p. 174.
211) Martinez-Villareal v. USA, Case no. 11.753, Report No. 52/02, 10 Oct. 2002,
paras. 81-86.
212)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Mexico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I.C.J. Reports 2004, p.65, para 138.
213) Ibid. p.65, para. 139.

- 56 -

는 영사접견교통권 침해 이전의 상황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는 새로운
유형의 권리구제수단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면 ICJ는 기존의 조약과 관습국제
법에서 인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구제방법을 부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
된다. 이는 영미법계 국가에서 판례법을 제정할 권한이 법원에게 인정되는 것과
같이, ICJ에게 입법권을 부여하는 문제이다. 또한 ICJ가 제시한 유죄판결과 형의
선고에 대한 재심사는 원상회복을 구하는 파라과이, 독일, 멕시코의 신청과는
다른 권리구제방법이다. 한편 이러한 재심사를 부여할 의무는 합리적인 기간 내
에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결과의무로서 재심사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진지한
노력만으로 충족된 것이 아니라고 ICJ는 판시하였다.214)

Ⅳ. 영사관계협약 제36조제2항과 소송상 해태의 원칙 적용
1. 영사협약과 국내법의 충돌
영사협약 제36조제2항은 “본조 1항에 언급된 권리는 접수국의 법령에 의거
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다만, 동 법령은 본조에 따라 부여된 권리가 의도하는
목적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비엔나회의에서 관심을 끈 쟁점은 영사접견교통이 형사절차에서 어떻게 이
행되는가라는 문제이었는바, 특히 영사협약 제36조에서 부과된 요건이 국내소송
법상 원칙과 충돌될 때의 방침이 무엇인가가 논의되었다.215)
영사협약 제36조제2항의 문제는 영사협약과 국내법의 충돌 문제로서 ICJ 영
사관계 비엔나협약사건과 미국 법원의 소송상 해태의 원칙 적용과 관련된다. 이
하에서는 영사협약의 기초과정에서 이 조항이 어떠한 경과를 거쳐 성안이 되었
는지를 고찰하고, ICJ 사건과 미국 국내사건을 검토한다.
214) Request for Interpretation of the Judgment of 31 March 2004in the Case
concerning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Mexico v. United States of
America)(Mexico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I.C.J. Reports 2009, p. 12,
para. 27.
215) Luke T. Lee and John Quigley, supra note 71, p.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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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사협약 기초과정 고찰
원래 국제법위원회가 비엔나회의 전에 준비한 제36조제2항에 해당되는 조
약안은 다음과 같다:216)
2. The right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exercised in conformity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ceiving State, subject to the proviso, however, that the said laws
and regulations, must not nullify these rights.”
비엔나회의 제2위원회에서 영국은 상기 문안이 국내법에 기하여 영사접견의
요구를 회피할 수 있게 한다고 언급하면서 저촉되는 국내법 조항에 불구하고 접
수국은 영사접견을 이행할 것을 분명히 하는 문안, 즉 현재의 영사협약 문안을
제안하였다.217)
이 문안에 대하여 소련권 국가들이 반대하였는바, 이러한 반대는 충돌되는
국내소송법에 불구하고 국내법원에게 영사접견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논거로 하는, 주권 침해에 대한 반대이었다.218) 제2위원회
가 영국의 수정안을 채택한 이후에도 소련, 콩고가 다시 전체회의에서 반대를
하였음에도 현재의 영사협약 제36조제2항의 문안은 유지되었다.219)

따라서 소

련과 콩고의 지적, 즉 영사협약이 국내법보다 우선한다는 점은 다른 국가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국은 저촉되는 국내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상 영사접견교통을 이행할 방도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이 조약 성안과정
상의 일반적인 이해사항으로 볼 수 있다.220)
216)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61,
A/CN.4/SER.A/1961/Add.1, p. 112.
217) Luke T. Lee and John Quigley, supra note 71, p. 177.
218) Ibid.
219) Ibid. pp. 17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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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CJ 영사협약 사건
영사협약 제36조의 의무와 국내법의 충돌 문제는 특정 단계에서 항변을 하
지 않으면 유죄판결의 절차상 하자의 고려를 배제하는 국내법 원칙(소송상해태
의 원칙, procedural default rule)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다.
독일과221) 멕시코의222) 신청에 대하여 미국은 외국인에게 영사접견교통을
고지하지 아니 하였음을 인정하였으나,223) 영사협약 제36조는 파견국 국민의 권
리를 설정한 것이 아니므로 접수국은 그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제공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송상 해태의 원칙은 영사협약을 위반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
다.224) 그리고 미국은 영사협약 제36조제2항의 법령은 영사접견시기, 방문시간,
구금시설의 안전과 같은 행형관련 법령이고, 피고인의 기소 항소와 관련된 형법
이나 형사소송법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다.225)
그러나 ICJ는 이러한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사협약 제36조제
2항을 원용하면서, ICJ는 동제 제1항 권리가 충분히 실현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미국의 쟁점제출에 관한 법원칙보다 우월하다고 보았다. 즉 ICJ는 미국 자신의
불이행 때문에 공판에서 변호인이 영사협약위반의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게 되었
을 경우, 소송상 해태의 원칙의 적용은 영사협약 제36조를 위반한다고 판시하였
다.226)

4. Sanchez-Llamas 판결
220) Ibid. p. 178.
221) LaGrand (Germany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I.C.J. Reports 2001, p.
495, para. 79.
222)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Mexico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I.C.J. Reports 2004, p. 55, para. 107
223) LaGrand (Germany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I.C.J. Reports 2001, p.
481-482, para. 39.
224) Ibid. p. 496, paras. 84-85.
225) Ibid. p. 496, para. 86.
226) Ibid. pp. 497-498, paras. 90-91;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Mexico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I.C.J. Reports 2004, pp. 56-57, paras. 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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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및 쟁점
온두라스 국적의 Bustillo는 살인 혐의로 체포, 기소되었으나, 이런 사실이
온두라스 영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다는 것을 고지 받지 않았다.227)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상소심에서도 이를 지지하였다.228) 그 후 Bustillo는 인
신보호영장을 청구하면서 비로소 영사협약 제36조상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
장하였다. 그러나 Bustillo가 이전의 재판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 주장은 버지니아 주법원에 의하여 소송상 장애사유가 되어 배척되었고, 버지
니아 주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하였다.229)
Bustillo는 영사협약 제36조에 기한 청구에는 소송상 해태 원칙(procedural
default rule)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230) 하지만 이미 미연방대법
원이 Breard v. Greene 사건(1998)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Bustillo는 Breard 판결이 자기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231) 왜냐
하면 그 사이에 ICJ에 의하여 내려진 LaGrand 사건과 Avena 사건에서 ICJ는
미합중국 당국이 동 협약을 위반하여 외국인에게 협약상의 권리의 고지를 게을
리 하였기 때문에 소송상 해태가 발생하였다고 판시하였기232) 때문이다. ICJ에
의하면, 소송상 해태 원칙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들 외국인은 영사협약 위반에
대한 법적 의미 부여를 할 수 없었다.233) 이와 같은 논지에 기하여 Bustillo는
미연방대법원의 Breard 판결의 재검토를 주장하였다.234)
(2) 다수의견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Sanchez-Llams v. Oregon, 548 U.S. 331, 340-341 (2006).
548 U.S. 331, 341.
548 U.S. 331, 342
548 U.S. 331, 352-353.
548 U.S. 331, 352.
548 U.S. 331, 353.
548 U.S. 331, 353.
548 U.S. 331,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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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은 Sanchez-Llamas 사건에서 소송상 해태의 원칙이 영사협약
제36조 주장을 차단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미연방대법원은 ICJ의 LaGrand
판결, Avena 판결을 언급하면서, ICJ의 판결이유에는 당사자가 적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재판을 위하여 중요쟁점을 제기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대립당사자주의
(adversary system)의 소송상 해태의 원칙의 중요성이 간과되었다고 판시하였
다.235) 소송상 해태의 원칙은 당사자로 하여금 즉시 자신의 청구를 제기하도록
장려하고, 판결의 종결성이라는 법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36)
연방대법원은 ⓵ ICJ의 영사협약 제36조의 해석은 대립당사자주의의 기본
구조와 모순되고, ⓶ ICJ의 영사협약 제36조제2항 단서 부분 ‘full effect’의 해
석은 본문의 지침, 즉 제1항의 권리는 접수국의 법령에 따라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을 형해화한다고 판시하였다.237)
(3) 반대의견
반대의견에서 Breyer 대법관은 제36조제2항의 본문은 단서에 의하여 제한
되어, 국내법 규범 내에서 영사접견을 적용하는 것은 영사접견의 충분한 실현을
조건으로 한다고 지적하였다.238) 따라서 ⓵ 피고인이 영사협약상의 문제를 제기
하지 못한 것이 그에게 영사협약상 권리를 고지해야 할 경찰 또는 그 밖의 당국
에 기인하고, ⓶ 주법이 피고인이 영사협약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다른 실효
적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닐 때, 주의 소송상 해태의 원칙은 적용
된다고 Breyer 대법관은 소송상 해태의 원칙과 영사협약 제36조제2항을 해석하
였다.239) 또한 그는 ICJ의 해석도 영사협약이 단지 실효적인 구제를 요구한다고
해석한 것이지, 그 구제가 무엇인지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240)
또한 Breyer 대법관은 비엔나회의 성안과정에서 나타난 ㈀ 전술한 동구권,
235)
236)
237)
238)
239)
240)

548
548
548
548
548
548

U.S.
U.S.
U.S.
U.S.
U.S.
U.S.

331,
331,
331,
331,
331,
331,

355-360.
356.
357.
379.
379.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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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 영국 등의 의견 표명과, ㈁ 영국의 제안은 국내형사법령의 개정하는 효과
가 있거나 당사국에게 그러한 개정을 강제한다는 반대의견을 언급하면서, 비엔
나 회의의 기초과정에서 참가 국가들이 영국의 full effect 안을 지지하고 반대
의견을 부결시켰음에 주목하였다.241)
(4) 평가
영사협약 제36조제2항은 본문과 단서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에 따르면 영사
고지, 영사접견교통 등 권리행사는 접수국 국내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따
라서 소송상 해태의 원칙이 접수국 국민의 형사소송, 비상구제절차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하지만 단서는 접수국의 국내법이 영사협약상의 권리가 충
분히 실현되는 방식으로 적용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단서는 소송상 해태의
원칙에 적용하여 파견국 국민이 형사절차, 비상구제절차에서 행하는 이의나 불
복을 차단할 수 없어 보인다. 영사협약 사건에 소송상 해태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수의견은 본문을 강조한 해석을 하였고, 반대의견은 단서에
기울어진 해석을 하였다.
영사협약의 기초과정에 보인 당사국의 논의를 감안할 때, Breyer 대법관의
해석·설시가 다수 의견보다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접수국의 영사
고지의무 해태로 인하여 파견국 국민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 소송상 해
태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공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판결의
가장 주목하여야 할 점은 미연방대법원이 ICJ의 영사협약 제36조 제2항의 해석
과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 것이다. 이러한 해석의 배경에는 ICJ의 해석을 받아들
이면 미국 형사재판제도의 기본 구조가 흔들리게 된다는 점과 결국에는 ICJ가
미국법원의 상급심으로 기능할 우려242)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인다.

제5절 관련 문제
241) 548 U.S. 331, 379-381.
242) LaGrand (Germany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I.C.J. Reports 2001, p.
485, para.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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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동통보제도
국가들이 어떤 쟁점을 다루는 다자조약에 합의한 때라면 그 나라들은 그 쟁
점의 해결은 그 다자조약으로 충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전형적이다.243) 그러나
영사접견교통에 관하여 몇몇 영사협약 당사국들은 영사접견교통권에 관한 양자
조약을 체결한다. 우리나라도 영사협약에 1967년 가입한 이후에 1992년 러시아
와 2015년 중국과 양자영사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양자조약을 체결하는 주요한 이유는 파견국 국민의 모든 구금의 경
우에 영사에게 자동적으로 통보되게 하려는 데에 있다.244) 이러한 경향은 동서
냉전기에 특히 그러하였다. 접수국 당국이 파견국 국민에게 영사접견교통권에
대하여 고지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회의적이었기 때문이다.245) 따라서 파견국
국민의 모든 구금을 파견국 영사에게 하는 통보를 양자관계를 통하여 추진하려
고 한 것이다. 한러영사협약, 한중영사협정은 모두 자동통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양자조약을 체결한 영사협약 당사국은 양자조약관계뿐만 아니라 다자조약
측면에서도 구속된다. 양자조약에 의하여 파견국 국민의 모든 구금에 대하여,
파견국 영사에게 자동통보하여야 하는 접수국 당국은 구금된 파견국 국민에게
영사접견교통권을 고지할 영사협약상의 의무도 준수하여야 한다. 즉 이러한 상
황에서는 접수국은 이중의무(dual obligation)를 부담한다.246) 파견국 영사에게
고지할 양자의무의 이행이 파견국 국민에게 고지할 영사협약상의 의무를 면하게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접수국 당국은 구금된 파견국 국민에게 그의 구금이 파견
국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 통보된 사실과 영사관원으로부터 받을 영사조력을 특
별히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우리나라 범죄수사규칙에도 자동통보
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247)
243)
244)
245)
246)

Luke T. Lee and John Quigley, supra note 71, p. 146.
Ibid.
Ibid.
Ibid. p.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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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영사접견교통의 비밀보장
파견국 영사와 파견국 국민간의 접견교통의 비밀 보장에 대하여 영사협약은
침묵하고 있다.248) 영사들은 이 비밀보장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영사와 그의
국민간의 대화나 통신의 비밀보장은 경찰 당국, 교정기관 등은 반기지 아니하는
사항이다. 영사에게 미리 서면으로 질문사항을 제출하게 한다거나 접수국 언어
로 대화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다.249) 영사의 접견교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비밀보장, 서신검열금지 등 통신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Ⅲ. 무차별원칙과 상호주의
영사협약 제72조에 의하면250), 접수국은 이 협약의 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
어서 국가 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251) 그러나 이 무차별원칙에도 예외
가 인정된다. (a) 이 협약의 어느 규정이 파견국내의 접수국 영사기관에 제한적
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이유로 그 접수국이 이 협약의 그 규정을 제한적으로 적
용하는 경우와 (b) 제국이 관습 또는 협정에 의하여 이 협약의 제 규정에 의하
여 요구되는 것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상호 부여하는 경우에는 차별이 있는 것
247)
248)
249)
250)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41조제4항, 「(국민안전처) 범죄수사규칙」 제241조제4항.
Luke T. Lee and John Quigley, supra note 71, pp. 150-151.
Ibid. p. 151, n. 82.
영어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72
Non-discrimination

1. In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the receiving State
shall not discriminate as between States.
2. However, discrimination shall not be regarded as taking place:
(a) where the receiving State applies any of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restrictively because of a restrictive application of that provision to its consular
posts in the sending State;
(b) where by custom or agreement States extend to each other more favourable
treatment than is required by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251) 영사협약 제7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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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252)
특히 영사협약 제72조제2항(a)는 영사협약 제36조의 영사접견교통권 이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예컨대 접수국에서 파견국 국민의 영사협약 제
36조상의 권리를 보장하지 아니한 경우에 파견국도 자국에 체제하는 접수국 국
민의 영사협약 제36조와 관련된 권리를 보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상
호주의에 의한 영사협약 이행을 촉진하려는 취지가 보이는 조문이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ICJ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파견국 국민의 영사
협약 제36조의 권리는 인권으로서 성격을 가진다는 주장과 이에 긍정적인 미주
인권법원의 권고적 의견도 있다. 이러한 인권으로서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상호
주의에 입각한 불이익 부과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접수국과 파견국의 영
사협약 제36조와 관련된 복구 또는 대항조치는 제3국의 인권침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사협약 제36조 침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문제는 인권으로서의 성격이 희박하므로 상호주의
를 이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

252) 영사협약 제7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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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의 국제법상 효력과 이행
제1절 국제사법재판소(ICJ) 개관
Ⅰ. ICJ의 설립 목적과 제도적 특징
1. UN헌장과 ICJ규정에 규정된 설립 목적
ICJ 설립규정인 ICJ규정은 제1조에서 “국제연합의 주요한 사법기관으로서
국제연합헌장에 의하여 설립되는 국제사법재판소는 재판소규정의 규정들에 따라
조직되며 임무를 수행한다.253)”라고 규정하고 있다. ICJ규정이 주로 ICJ 운영에
관한 원칙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ICJ의 기능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UN헌장
의 관련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UN헌장 제7조제1항은254) ICJ가 UN의 주요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9
년

Legality of Use of Force 사건의 잠정조치명령에서 ICJ는 UN헌장의 목적

과 원칙, 그리고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대한 UN헌장과 ICJ규정에 따른 책
임에 유의한다고 하여, UN의 한 기관으로서의 스스로의 역할을 인정하였다.255)
UN헌장의 ICJ에 관한 언급이 그 밖에도 제33조와 제36조에도 있어 ICJ가 단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안전보장 시스템의 틀
내에 위치한다. 이 점에서 볼 때, ICJ는 ㉠UN의 기관으로서, 그리고 ㉡사법기관
으로서 이중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ICJ가 사법기관으로서 역할을 가지는 것은 UN헌장 제92조에 규정되어 있
253)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established by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shall be constituted
and shall func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Statut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rt. 1).
254) “국제연합의 주요기관으로서 총회·안전보장이사회·경제사회이사회·신탁통치이사회·국제사법재
판소 및 사무국을 설치한다.” (UN헌장 제7조제1항).
255) Legality of Use of Force, (Yugoslavia v. Belgium), Provisional Measures, I.C.J.
Reports 1999, p. 132, para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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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56) 이 조항은 UN헌장에서 ICJ가 “사법기관”인 것을 명기하는 유일한 규정
이다. 즉 ICJ의 기본적 기능은 제소된 사건을 국제법에 근거하여 판결하는 것이
다.257) UN헌장 제정을 위한 San Francisco회의에서 ICJ에 부여된 역할은 ①국
제분쟁해결의 중심에 사법절차를 두는 것, ②전쟁으로 상처를 입은 전후 세계에
전쟁이 반복되는 무력의 지배 대신에 질서정연한 사법절차를 둘 가능성을 제공
한다고 하는 것이었다.258) 하지만 ICJ가 국내법원과 같이 법의 지배를 보장하는
일반적인 권한을 부여 받은 것은 아니다.259)

2. ICJ의 제도적 특징
(1) PCIJ 승계
ICJ는 그 전신인 상설국제사법재판소(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이하 PCIJ라고 한다.)를 승계하였다. UN헌장은 ICJ규정이 PCIJ규정에
기초함을 규정하여260) 두 기관의 계속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
은 계속성은 선택조항의 수락 선언과 조약상의 합의를 통하여 PCIJ가 이미 가진
관할권이 ICJ로 이전되는 것을 인정하는 ICJ규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261) 비공
식적 용어로서 자주 쓰이는 세계법원(the World Court)은 이 두 국제법원을 지
칭하는 용어이다.262)
원래 1907년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국가간 분쟁 해결방법으로서 국제중재를
넘어 국제적인 사법기구의 설립을 주창한 국가는 유럽국가가 아닌 미국이었
256)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의 주요한 사법기관이다. 재판소는 부속된 규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이 규정은 상설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기초하며, 이 헌장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
다.” (UN헌장 제92조).
257)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제4판 (박영사, 2013), 895면.
258) Karin Oellers-Frahm, “Aricle 92 UN Charter”, Andreas Zimmermann et al,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A Commentary,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166.
259) Ibid. p.169.
260) UN헌장 제92조.
261) ICJ규정 제36조제5항, 제37조.
262) 김대순, 국제법론 제18판 (삼영사, 2015), 14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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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63)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설립된 국제연맹과 PCIJ에 미국은 참여할
수 없었다. 미국 상원이 관련조약의 비준을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264) 하지
만 미국이 PCIJ규정의 당사국이 아니었음에도 관행적으로 미국 출신 재판관 1명
은 PCIJ 재판관으로 선출되었다.265)
공식적으로 1921년부터 1946년까지 존속한 PCIJ는 1922년부터 1939년 사
이의 주된 활동기에 32건의 판결을 내리고 27건의 권고적 의견을 내었다.266)
전술한 바와 같이 ICJ는 PCIJ를 승계하였기 때문에, PCIJ가 내린 재판과 권고적
의견은 ICJ 시대에도 여전히 그 중요성을 유지한다.267) 또한 뒤에서 살펴볼 바
와 같이, ICJ규정 해석을 하는 데에 PCIJ규정의 기초과정(起草過程)은 중요한 자
료가 된다.
(2) 구성
ICJ는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고,268) 재판관들은 UN의 총회와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다. 재판관 전체 중에 동일 국적을 가진 자가
2인 이상일 수 없고, 세계의 주요문명 형태와 주요법계가 대표되어야 한다.269)
임기는 9년으로 재선이 가능하다. 또한 개개의 사건에서 당사국인 국가의 국적
을 가진 재판관이 재판관석(the Bench)에 없는 경우에 그러한 당사국은 당해사
건에 재판관으로 출석하는 특별재판관(judge ad hoc, 국적재판관)을 선정할 수
있다.270) 따라서 이론상 재판부는 최대 17명으로 구성될 수 있다. Avena 판결
263) 당시 미국은 이상주의가 지배한 시기이었다. Sean D. Murphy,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2nd ed. (Thomson West, 2012), pp. 140-141.
264)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 상원은 종전의 이상주의보다 현실주의가 지배하여 국제법원의
관할에 복종하는 것은 미국 국익을 훼손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한편 2/3이상의 찬성을 요하
는 관련조약의 비준동의안은 1935년에 상원에 상정되어 찬반 52 대 37로써 부결되었다. Ibid.
p. 141.
265) 김대순, 전게서, 1494면.
266) Sean D. Murphy, supra note 263, p. 141.
267) Ibid.
268) ICJ규정 제10조.
269) ICJ규정 제9조.
270) ICJ규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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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Sepúlveda 재판관이 멕시코의 국적재판관으로서 참여하였다.271)
ICJ에서의 재판은 보통의 경우에 전원이 출석하여 행하여진다.272) 하지만
특정 부류의 사건을 다루기 위하여 설치되거나 특정 사건의 처리를 목적으로 설
치된 소재판부(Chamber)에서 행할 수도 있다.273) 또한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간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는바, 이 간이절차를 위한 소재판부는 5명으
로 구성된다.274) 소재판부에서 내린 판결도 전원재판부가가 선고한 것으로 간주
되므로 그 판결의 효과가 전원재판부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275)
(3) ICJ 재판관할권
ICJ규정에 의하면, ICJ의 관할권은 “당사자가 재판소에 회부하는 모든 사건
과 국제연합헌장 또는 현행의 제조약 및 협약에서 특별히 규정된 모든 사항(all
cases which the parties refer to it and all matters specially provided
for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or

in

treaties

and

conventions in force)”에 미친다.276) 국제법 적용에 의하여 판단이 가능한 법
률적 분쟁 전반을 ICJ는 재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ICJ규정 제36조는 ICJ가
관할권을 가지는 세 가지 사항을 제시하는바, 첫째로 당사자가 재판에 부탁·회
부하는 모든 사건, 둘째로 UN헌장에 규정된 모든 사항277), 그리고 셋째로 현행
제조약에 규정된 모든 사항이다. 그러나 이처럼 광범한 사항에 대하여 ICJ에게
관할권이 부여되어 있지만, 실제로 ICJ의 재판관할권은 ICJ규정의

당사국에 대

하여 강제적으로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건당사국의 합의에 기초한다. 그
271)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Mexico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I.C.J. Reports 2004, pp. 14, 99. 그런데 이 Bernardo Sepúlveda-Amor 재판
관은 2006-2015년까지 ICJ 재판관을 역임하였다. 따라서 Avena 판결 해석청구사건(2008년)에
서는 멕시코가 국적재판관을 임명할 필요가 없었다.
272) ICJ규정 제25조제1항.
273) ICJ규정 제26조.
274) ICJ규정 제29조.
275) ICJ규정 제27조.
276) ICJ규정 제36조제1항.
277) 그러나 ICJ도 인정하듯이 현재 UN헌장 중에 이러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Aerial
Incident, (Pakistan v. India), Judgment, I.C.J. Reports 2000, p. 32, para.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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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부탁된 사항의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피소국(피청구국, 피고국)에 의한 선
결적 항변이 제출되어 재판관할권에 대한 합의의 존재가 다투어지는 일이 많다.
이처럼 ICJ의 관할권은 분쟁당사국의 동의에 기초한다. 재판관할권에 대한
합의는 다음 4가지 종류의 방법으로 나타난다.278) ①선택조항(optional clause)
수락선언에 의하는 방식이다. 이는 ICJ규정 제36조제2항에 기하여 미리 ICJ의
관할권을 수용한다는 뜻을 각국이 선언하여 두는 것이고, ICJ는 수락선언을 한
나라에 대하여는 강제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분쟁해결조약 또는 각
종 조약 중에 분쟁부탁조항을 두는 방식이다. 분쟁해결조약은 국가 간에 다툼이
생긴 때에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을 예정해 두는 조약이다. 분쟁부탁조항은
어느 조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생길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재판절
차 등에 부탁하는 것과 같은 조항이다. 그러한 조약 또는 재판회부조항 중에 사
법적 해결수단으로서 ICJ가 지정된 경우, 조약이 관계하는 범위에서 체약국 간
에 다툼이 생긴 때에는 당사국 어느 편의 일방적 제소에 의하여 ICJ의 재판관할
권이 설정될 수 있다. ③특별협정(special agreement, compromis)을 분쟁당사
국이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는 국가 간에 다툼이 생긴 후에 그러한 다툼에 관하
여 재판에 부탁하는 것을 합의하는 것이다. ④사건이 부탁되기 전에는 합의가
없는 경우라도, 일방적으로 부탁된 사건의 상대국이 재판관할권을 다투지 아니
한 경우에는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관할권이 성립한다. 이러한 관할권을 확
대관할권(forum prorogatum)이라고 한다.279) Corfu Channel 사건이 이 경우
의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280)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임의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concerning the Compulsory Settlement of Disputes)’는 전술한 분쟁해결조
약이고 이 의정서 제1조는281) 분쟁부탁조항 또는 재판회부조항에 해당한다.
278)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제4판 (박영사, 2013), 898-905면.
279) 정인섭, 전게서, 904면.
280) Corfu Channel case, Judgment on Preliminary Objection : I.C.J. Reports 1948, pp.
27, 29.
281)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에 속하며
또한 이리하여 이 의정서의 당사국인 어느 분쟁당사국이 제기한 신청으로써 동 재판소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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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CJ 쟁송사건의 당사자능력
ICJ규정 제34조제1항과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ICJ에서 쟁송사건
의 당사자로서 자격을 가지는 자는 국가만이고, 개인, 법인, 국제조직은 ICJ의
쟁송사건에서 원고도 피고도 되지 않는다. 즉 국가만이 당사자능력을 가진
다.282) 이 점이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심해저분쟁재판부, 유럽인권법원 등 다른
국제법원과 ICJ를 구분 짓는 특색 중의 하나가 된다.
개인이 ICJ에서 당사자로서 자격을 가지지 못한 이유는 국제재판의 전통에
따른 것이지 이론적인 필연성에서 기인한 것은 아니다. ICJ 설립 당시에는 개인
이 국제법원에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283) ICJ
의 실무·관행은 개인의 대리인이 ICJ의 법정에 서는 것도, 소송서면의 사본을 수
취하는 것도, 자신에 관한 사건을 제소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284) ICJ에서
개인과 법인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도 이들 분쟁은 어디까지나 국가 간의 분쟁으
로서 ICJ에 부탁된 것이다.
개인과 법인의 국제적 활동의 확대와 국제법의 관여가 증대되는 현실에 비
추어 볼 때, ICJ가 언제까지 1920년대 상황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라는 비판도
있지만,285) UN헌장과 ICJ규정 개정 등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과 법인
에게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ICJ에 있어서 전통
적인 방식인 외교적 보호권을 통하여 개인과 법인의 권리 침해를 구제하는 방법
될 수 있다(Disputes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shall lie within the compulsory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may accordingly be brought before the Court by an application made
by any party to the dispute being a Party to the present Protocol.).” (영사협약임의의
정서 제1조).
282) 정인섭, 전게서, 898면.
283) Sean D. Murphy, supra note 263, p. 143.
284) Shabtai Rosenne, The Law and Practice of the International Court 1920-2005 4th
ed. Vol. Ⅱ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6), p.634
285) R. Y. Jennings,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fter Fifty Years”,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89 (1995) pp.50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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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색하는 것이 더 나은 길이라고 생각한다.
(5) ICJ 재판의 유형
1) ICJ에 부탁되는 분쟁이나 사건에는 일반적인 쟁송사건(contentious
cases)과 권고적 의견 절차(advisory proceedings)가286) 있다. ICJ는 후자에
대하여는 권고적 의견을 발하여 종결하지만, 전자에 대하여는 재판(decision)을
한다. 즉 ICJ는 쟁송사건에서 본안판결, 소송판결 등 ‘판결’과 절차에 관한 각종
‘명령’을 한다. 한편, 영사관계비엔나협약 사건은 모두 쟁송사건이었고, 앞으로
살펴볼 바와 같이 잠정조치‘명령’의 구속력과 ICJ ‘판결’의 구속력이 ICJ와 미연
방법원 등 미국 국내법원에서 쟁점이 되었다. 이 장에서는 ICJ 재판 유형인 명
령과 판결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검토를 하고, 기판력과 관련된 내용을 해당하는
곳에서 후술한다.
2) 재판의 종류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287)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재판의 주체와 형식에 따라 판결, 결정, 명령 3가지로 분류한다.288) 판결
은 법원이 소와 상소에 의한 사건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할 때 행하는 재판이고,
결정은 법원이 소송지휘, 심리에 부수·파생되는 사항 및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
에 대한 재판이다. 반면에 명령은 재판사항은 결정과 같으나 개별법관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재판이다. 가압류명령, 가처분명령은 명칭은 명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법적 성질은 결정으로 보아야 한다.289) 그러나 ICJ의 재판의 종류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우리나라의 분류와 달리 판결과 명령 두 가지로 구분함에 유의하여
야 한다.290) 즉 우리나라의 결정과 명령에 해당하는 사항은 명령의 형식으로 재
286) 권고적 의견 절차는 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그 밖의 권고를 요청할 수 있는 국제기구
가 요청한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 ICJ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형태의 의견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과 달리 이 제도의 목적은 국제기구에 대한 법률
자문의 제공이다. 이 제도 전반에 대하여는, 정인섭, 전게서, 915-917면 참조.
287) 우리 민사소송법상 재판의 종류에 대하여는 호문혁, 민사소송법 제12판 (법문사, 2014),
584-586면 참조.
288) 호문혁, 전게서, 584-585면.
289) 호문혁, 전게서, 5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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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을 한다. 이하 ICJ의 재판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본다.
3) ICJ 판결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①선결적 항변(preliminary objection;
exceptions préliminaires)에 대한 재판, ②본안(merit; fond)에 대한 재판, ③
재심 청구의 적법성(admissibility; recevabilité)에 대한 재판, ④판결해석 재판,
⑤재심 본안 재판, 그리고 ⑥소송참가신청의 허용여부에 대한 재판이다.291)
ICJ규칙에 따라 명령의 형식으로 재판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서면
변론의 횟수와 제출순서, 제출시한을 정하는 재판,292) ② 구술절차에서 조사 또
는 감정을 실시하는 결정에 대한 재판,293) ③ 잠정조치에 관한 재판,294) ④ 소
취하(discontinuance)에 관한 재판,295) ⑤ 일방소송당사자 소송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타방당사자에게 부담시키는 재판,296) ⑥ 재심절차의 조건부 수리 결
정이297) 명령의 대상이다. ICJ규정 제48조에 따르면 ICJ는 사건의 진행을 위한
명령을 발할 일반적 권한이 있다.298)

Ⅱ. 미국과 ICJ의 관계
1. 쟁송사건
미국은 다수 조약의 재판회부조항을 통하여 ICJ 관할권에 동의하고 있기 때
문에 ICJ에서 피소되기도 하고 제소하기도 한다.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할
290) 박현석, “국제사법법원(ICJ) 판결의 기판력”, 법조 Vol. 611 (2007, 8), 203면.
291) 박현석, 전게논문, 204면.
292) ICJ규칙 제44조제1항.
293) ICJ규칙 제67조제1항.
294) ICJ규칙 제74조제4항.
295) ICJ규칙 제88조제1항, 제89조제1항.
296) ICJ규칙 제97조.
297) ICJ규칙 제99조제5항.
298) “재판소는 사건의 진행을 위한 명령을 발하고, 각당사자가 각각의 진술을 종결하여야 할 방
식 및 시기를 결정하며, 증거조사에 관련되는 모든 조치를 취한다(The Court shall make
orders for the conduct of the case, shall decide the form and time in which each
party must conclude its arguments, and make all arrangements connected with the
taking of evidence.).” (ICJ규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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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미국은 총 22건의 쟁송사건에 원고국(청구국, 제소국) 또는 피고국(피청구국,
피소국)으로서 참가하였다.299) 원고국으로서 마지막으로 참여한 것은 이탈리아
와 1948년에 맺은 우호통상항해조약을 원용하여 제소한 1987년 ELSI 사건이었
다.300) 그러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 미국은 양자조약에 ICJ에 의한 분쟁해결조
항을 삽입하거나 수락하려고 하지 않았고, 다자조약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항에
유보를 하였다.301)
미국은 1946년에 선택조항(optional clause)을 수락하여 ICJ의 강제관할권
을 받아들였으나, 여기에도 많은 유보를 첨부하였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예를
들면, 국내문제를 ICJ 관할권에서 배제시키면서 무엇이 국내문제인지는 미국이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유보를 선택조항에 첨부하였다.302) 그러나 이러한 제약이
많은 선택조항에 의한 미국의 ICJ 강제관할권 수락은 Nicaragua 사건을 계기로
1985년 10월에 종료되었고, 이 종료는 1986년에 발효하였다.303) UN안전보장상
임이사국 가운데 현재 ICJ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한 나라는 영국뿐이다.304)

2. 권고적 의견
권고적 의견 절차는 쟁송사건과 유사하게 진행되어 서면제출단계와 구술변
론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305) 권고적 의견의 부여는 오직 국제기구만 할 수 있
기 때문에 국가가 권고적 의견을 직접 요청할 수 없지만, 국가는 제기된 권고적
의견 절차에 참여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306)
미국은 권고적 의견 절차에 빈번하게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있다.307)
299) http://www.icj-cij.org/docket/index.php?p1=3&p2=3&p3=1&p=US (최종검색 2015.12.31.)
300) Elettronica Sicula S.p.A. (ELSI), Judgment, I.C.J. Reports 1989, p. 15.
301) Sean D. Murphy, supra note 263, pp. 152-153. 대표적인 예가 1984년의 Genocide 협
약의 ICJ 관할권에 대한 유보이다. Legality of Use of Force 사건에서 미국은 자국에 대한
ICJ의 관할권행사를 막을 수 있었다.
302) 정인섭, 전게서, 901면.
303) Sean D. Murphy, supra note 263, pp. 154-155.
304) 정인섭, 전게서, 901면.
305) 정인섭, 전게서, 917면.
306) 정인섭, 전게서, 917면.
307) Sean D. Murphy, supra note 263, pp. 16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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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미국의 ICJ 권고적 의견 절차에 대한 경향에도 변화가 있었다. 미국이
UN총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던 UN시대 초기에는 권고적 의견을 활용하는 데에
적극적이었으나, 최근의 경향을 보면, 미국은 총회의 권고적 의견 요청에 반대
하고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ICJ가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
한다.308)

제2절 ICJ 판결의 효력
Ⅰ. 서설
ICJ규정 제59조는 구속력(binding force)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 기판력
(res judicata)과 엄밀한 의미에서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구속력이 기판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부인되는 것은 아
니며, 양자는 동일한 것으로 자주 간주된다.309)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두 개념
은 동일하지 않다. 기판력은 확정적이고 불복이 불가능한 재판의 효력을 말한
다.310)
판결의 구속력과 확정성(종국성, 종결성, 또는 최종성)을 결합하여, ICJ 판결
이 기판력을 생성한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즉 기판력에는 구속력뿐만 아니라
확정성의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판력의 개념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판결이 주로 후소송 법원에 대하여 가지는 구속력”으로 정의된다.311)
이 개념 정의를 ICJ 재판의 기판력 개념 정립을 위하여

적용한다면, 제60조

제1문의 규정은 판결의 형식적인 확정을, 제59조는 구속력을 나타낸 것으로 분
석할 수 있다. 나아가 ICJ규정 제61조의 재심기간까지 도과하였다면, 판결의 확
정성은 더 공고할 것이다.
308) Ibid. p. 162.
309) Rudolf Bernhardt, “Article 59”, Andreas Zimmermann et al. (ed),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 Commenta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 1239.
310) Ibid.
311) 호문혁, 전게서 6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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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원적인 문제로서, 기판력의 개념이 법체계마다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기판력 개념이 법체계와 무관하게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국제법원에서
사용하는 기판력의 개념, 즉 ICJ 판결에 등장하는 기판력이 우리나라 법에서 말
하는 기판력의 개념과 동일하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기판력의 개념이 법체계
마다 다르고, 그 상세 내용과 한계는 개별 법질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312)
각자 자기 체계의 시각으로 ICJ 판결의 기판력을 볼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쟁점효를 인정하는 법체계에서는 ICJ 판결의 기판력에 쟁점효를 포함시키자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는 가운데 논의를 진행한다. 아래에서는
ICJ규정 제59조의 문언에 충실하고, 기판력과 구속력의 미묘한 차이를 인정하는
견해에 따라, 먼저 기판력의 근거와 요건에 대하여 알아본 후에 구속력의 범위
에 대하여 논의한다.

Ⅱ. 기판력의 근거
1. ICJ규정상의 근거
제 59 조313)
재판소의 재판은314) 당사자 사이와 그 특정사건에 관하여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제 60 조315)
312) 박현석, 전게논문, 215면 주 21.
313) 영어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59

The decision of the Court has no binding force except between the parties and in
respect of that particular case.
314) 정부가 작성한 한국어본(국문본)에는 ‘결정’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된 용어 선택이다.
decision은 우리 소송법체계에서는 판결과 명령의 상위어인 재판에 해당하는 말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결정’ 대신에 ‘재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UN헌장 제94조의 경우에도 마찬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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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종국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 판결의 의미 또는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소는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해석한다.

ICJ규정 제59조의 영어본 법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조항은 소극적인 진술
로 표현되어 있다. ‘The decision of the Court has no binding force […].
즉 ICJ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다만 두 가지 예외를 뒤이어 규정
하여 재판(대부분의 경우 판결)의 구속력이 ① 당사자 사이에만, 그리고 ② 특정
사건에 대하여만 미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ICJ규정

제59조는

기판력과 관련하여 ICJ규정 제60조와 제61조, 그리고 UN헌장 제94조제1항과
결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ICJ규칙 제94조와 제95조도 판결의 효력과 밀
접하게 관련된 조항이다. ICJ는 기판력을 ICJ규정 제59조, 제60조, 제61조가 결
합된 효과로 보았다.316) 하지만 재심 사건이 드물기 때문에 ICJ규칙 제94조제2
항에317) 따라 판결이 선고되면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판력
의 ICJ규정상 근거를 ICJ규정 제59조와 제60조에서 찾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
각한다.
기판력의 일반원칙 자체가 상소제도의 존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상소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기간이 도과한 때

또는 상소 포기가 있는 때로 그

발생 시기가 늦추어질 뿐이다. ICJ규정은 ICJ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불허함으로
써 공개법정에서 선고된 순간에 모든 판결은 확정성(finality, 종결성, 최종성 또
는 종국성)을 가진다. ICJ 판결제도는 단심제이고 상소제도가 없기 때문에, ‘종
국판결=확정판결=최종판결’이라는 공식이 성립한다.
ICJ규정 제59조는 PCIJ규정 제59조를 수정 없이 그대로 계수한 것이다.
315) 영어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60

The judgment is final and without appeal. In the event of dispute as to the meaning
or scope of the judgment, the Court shall construe it upon the request of any party.
316) Genocide case, ICJ Reports (2007) p. 90, para. 115.
317) “The judgment shall be read at a public sitting of the Court and shall become
binding on the parties on the day of the reading.” (Art. 94, para. 2 Rules of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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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IJ는 Certain German Interests in Polish Upper Silesia 사건에서 제59조
의 목적은 단지 특정사건에서 PCIJ가 수용한 법원리가 다른 국가 또는 다른 분
쟁을 구속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318) ICJ의 재판이 분쟁당사국을
넘어 제3국에게 구속력이 없다는 제59조의 기반이 되는 취지는 ICJ는 입법기관
또는 법창조 기관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 조항은 영미법의 선례구속의
원칙의 가능성을 배척하려고 의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319)

2. 법의 일반원리로서 기판력
기판력의 원리를 국제관습법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320) 하지만 대체적
으로는 기판력을 법의 일반원리로 본다.321) Anzilotti 재판관은 기판력을 PCIJ규
정 제38조 의미의 ‘문명국가에서 승인한 법의 일반원리’라고 언급하였다.322) 법
원의 확정판결이 사건의 당사자에게만 구속력이 있다는 법원칙은 국내법 체계에
서 보편적 승인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법칙에는 기판력의 원리가 반영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법의 일반원리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323)
ICJ도 반복하여 기판력의 원리를 승인하고 적용하였다. 1960년 Arbitral
Award 사건에서 ICJ는 1906년에 스페인 국왕이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사이의
국경분쟁에 대하여 내린 중재판정에 대한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324) 이 중
재판정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있는 것으로 ICJ가 본 것이다.325) UN
318) Certain German Interests in Polish Upper Silesia (Germany/Poland), 1925 PCIJ
Series A, No. 7 (Merits), p. 19.
319) Mohamed Shahabuddeen, Precedent in the World Cour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 99.
320) W. S. Dodge, “National Courts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Exhaustion of
Remedies and Res judicata Under Chapter Eleven of NAFTA” Hasting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Review, Vol. 23 p. 365.
321) Bin Cheng, General Principle of Law as Applied by International Courts and by
the International Cour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pp. 19, 325-326.
322) Interpretation of Judgments Nos. 7 & 8 Concerning the Case of the Factory at
Chorzów, 1927 PCIJ Series A, No. 13. p. 27. (dissenting opinion of Judge Anzilotti).
323) Bin. Cheng, General Principles of Law as Applied by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pp. 336-356.
324) Case concerning the Arbitral Award made by the King of Spain on 23 December
1906, Judgment of 18 November 1960 : I.C.J. Reports 1960, p.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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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Tribunal 사건에서도 ICJ는 기판력이 잘 확립되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법의 원리라고 언급하였다.326)
어떤 의미에서는 ICJ규정 제59조는 기판력 원리의 확인으로 볼 수 있다.327)
즉 이 조항은 분명히 당사가가 특정사건에 대하여 판결에 구속된다는 원리를 재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기판력이 법의 일반원리이고, 국제재판에 적용된다는 점
에 대하여는 거의 의심할 바가 없을 듯하다.328)

3. 기판력의 정책적 근거
기판력 법리는 법적 청구가 이미 쟁점이 되어 권한 있는 법원에 의하여 재
판된 경우에 그 재판은 확정적이고 다른 법원에서 당사자 간에 실질적으로 동일
한 소가 제기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329)
기판력의 법리는 법적 안정성과 재판의 종결성이라는 로마법의 이상에서 유
래하고, 대륙법과 영미법에서 널리 인정되는 법원리이며, 모든 법제도에 고유하
고 내재적인 것으로 간주된다.330) 기판력을 통하여 달성된 쟁송의 종료는 다음
과 같은 라틴어 법률격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같은 사안을 반복하여서는 안
된다 (ne bis idem 또는 non bis in idem).” “쟁송에 끝이 있는 것이 공공의
이익이다(interest rei publicae, ut sit finis litium).” “누구도 같은 사유로 불
편을 두 번 겪으면 안 된다(nemo debet bis vexari pro una et eadem
causa).”
기판력은 피고가 같은 사안으로 두 번 방어하여야 하는 것을 막아준다. 동
시에 기판력은 소송경제에도 이바지한다. 즉 이미 판가름이 난 값비싼 쟁송을
325) August Reinisch, “The Use and Limits of Res Judicata and Lis Pendens as
Procedural Tools to Avoid Conflicting Dispute Settlement Outcomes”, The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Vol. 3 (2004), p. 46.
326) Effect of Awards of Compensation Made by the United Nations Administrative
Tribunal, Advisory Opinion of July 13th, 1954: ICJ Reports 1954, p. 53.
327) Bin Cheng, supra note 323, pp. 340-341.
328) Ibid. p. 336.
329) V. Lowe, “Overlapping Jurisdiction in International Tribunals”, Australi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20 (1999), p. 202.
330) August Reinisch, supra note 325,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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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 더 하는 것을 예방한다. 나아가 기판력은 같은 사건에 상이한 재판이
나올 가능성을 회피하게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에 유용하다. 이와 같이 기판력은
소송경제, 법적 안정성, 당사자 특히 피고의 보호라는 정책논거에 기반하고 있
다.331)

Ⅲ. 기판력의 요건
1. 서설
(1) 기판력이 국제법에서 일반의 법원칙으로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
란이 없지만, 기판력의 구체적 적용은 사건의 정황과 그 적용 조건을 따른다.
국제법상 기판력의 요건은 국내법 체계에서 요구되는 것과 유사하다.332) 어떤
경우에 판결이 다른 사안에 대하여 기판력을 가지는가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Anzilotti

재판관이

제시한

공식이

널리

받아들여진다.333)

즉

‘persona,

petitum, causa petendi’ 이 세 요소가 동일한 경우에 판결은 다른 사안
(matter)에 대하여 기판력이 있다. ‘persona, petitum, causa petendi’는 각각
당사자(the parties), 청구취지(the relief sought in the claim, object), 청구
원인(the cause of action, cause)에 대응된다.
국제법상 기판력의 원리는 ①당사자와 ②쟁점이 된 문제(the question in
issue), 즉 청구가 동일할 것을 요구한다.334) PCIJ도 당사자뿐만 아니라 분쟁사
안이 동일한 때에 기판력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335)
(2) 기판력 원리의 적용의 장소적 범위와 관련하여 언급할 사항이 있다. 국
제법원의 판결의 기판력은 국제법원이나 국제중재기관 사이, 즉 국제법 평면에
331) Ibid. p. 50.
332) Ibid.
333) Interpretation of Judgments Nos. 7 & 8 Concerning the Case of the Factory at
Chorzów, 1927 PCIJ Series A, No. 13. pp. 23-27.
334) August Reinisch, supra note 325, p. 50.
335) Polish Postal Service in Danzig, 1925 PCIJ Series B, No. 11, p. 30 (May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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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만 작용하고 국내법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
다. 국제법의 기본원리는 국제법원과 국내법원은 별개의 재판권으로 본다.336)
국내법원에서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더라도 국제법원이 국제법상 위법하다고 판
단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국제법상’ 기판력 법리의 작용 범위는
일단 동일한 법질서에 속하는 국제법원이나 국제중재기관에 한정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337) 다만 국제혼합중재의 경우, 예컨대 개인 투자자와 투자유치국간의
ICSID 중재는 국가 간의 쟁송이 아니더라도 국제중재로 간주할 수 있다.338)

2. 당사자의 동일
당사자의 동일은 기판력의 적용을 위한 거의 모든 국제 판례에서 분명하게
언급된 요건이다.339) 순수한 국가간 분쟁이거나 외교적 보호 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일성 판단에 대한 어려움이 없지만, 혼합중재의 경우에는 당사자 동
일성 요건이 복잡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340) 예컨대 자회사와 모회사 관계처럼
법적으로 별개의 실체인 경우, 지배주주와 피지배회사의 경우에 이들을 동일시
할 수 있는가와 같은 문제가 있다.

3. 청구의 동일
⑴ 소송의 대상 또는 소송물의 동일성 요건에 관한 한, 기판력은 두 사건의
청구의 목적(청구취지, petitum)과 청구원인(causa petendi)이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구별하는 국제재판의 실무관행은 Chorzów
Factory 사건에서 Anzilotti 재판관이 동일성에 관한 3가지 전통적 요소로서
persona, petitum, causa petendi를 든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341)
336) Campbell McLachlan, Lis Pendens in International Litigati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9), p. 363.
337) August Reinisch, supra note 325, pp. 51-52.
338) Ibid. p. 52.
339) Ibid. p. 55.
340) Ibid. p. 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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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청구취지는 동일한 유형의 구제방법이 상이한 소송절차에서 추구된
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일한 청구원인은 동일한 권리와 법적 주장이 상이한 소
송에서 근거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342) 사실의 동일성 문제는 앞선 두 요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것은 청구의 기초가 되는 배경사실이 법적 구제의 종
류와 그러한 청구에서 할 수 있는 법적 주장의 유형을 결정하기 때문이다.343)
⑵ 청구취지의 동일
청구취지는 소송에서 구하는 구제방법으로서 하나의 청구의 청구취지와 청
구원인은 국제 판례에서 분명히 구별한다.344) 국제법원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의 동일성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하면 기판력이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345) 그것은 당사자들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약간 바꾸면 기
판력의 적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구 분할(claim splitting)의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정책 논변이 있다. 즉 분할청구는 기판력의 목적인 분쟁해결 결과
의 최종성, 종결성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선 절차에서 제기할 수 있었던 청
구를 분할청구를 통하여 다시 제기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346)
⑶ 청구원인의 동일
분쟁해결 대상의 동일성은 형식적으로 다른 법적 근거에 기하여 상이한 절
차에서 청구를 하는 경우와 관련이 있다. 즉 청구취지는 같더라도 청구원인이
다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⓵ 수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당사자
가 어느 한 사건에서는 국제관습법에 근거하고 다른 사건에서는 투자보장협정에

341) Interpretation of Judgments Nos. 7 & 8 Concerning the Case of the Factory at
Chorzów, 1927 PCIJ Series A No. 11, p. 23 (dissenting opinion of Judge Anzilotti).
342) August Reinisch, supra note 325, p. 62.
343) Ibid.
344) Ibid.
345) Ibid.
346) Ibid. pp. 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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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하는 경우, ⓶ 같은 청구를 한 사건에서는 양자조약, 다른 사건에서는 다자
조약에 근거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다.347)
엄밀한 의미에서는 상기 예의 청구원인이나 법적 근거는 동일하지 않기 때
문에 기판력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관습법, 양자조약, 다자조약
의 매우 인위적인 구별보다는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동일한 법원리가 상이한 조약에 반영되었다면 청구원인의 동일성을 의심하여서
는 안 된다.
청구의 기초사실은 두 분쟁이 동일한지 여부를 식별할 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즉 청구의 동일성 기준을 판단을 할 때, 기초 사실의 동일성 여부가 동일
성 식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348)
이와 같이 청구원인의 동일성을 판단을 할 때에는 형식적인 차이보다는 실
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가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 동일한 영사고지 불이행 사
실에 대한 영사접견권 침해를 한국과 미국 간에 다자조약인 영사협약, 양자조약
인 한미영사협약, 한미우호통상항해조약에 기하여 동일한 권리구제를 별도로 요
구한다고 가정을 하자. 아마도 이들 소송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 취급될 것이다.
이 세 조약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적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
에, 형식상 서로 다른 조약이라는 점은 청구원인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데에 영
향을 주지 못한다.

Ⅳ. ICJ 재판의 구속력의 범위
1. 구속력을 가지는 재판
ICJ규정

제59조를

중심으로

전후의

규정을

고찰하면,

제59조는

재판

(decision)이란 용어가 쓰였고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의 다른 규정은 판결
(judgme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재판이란 용어는 때로는 엄밀한 구분
347) Ibid. p. 64.
348) Ibid.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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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하나 대개는 판결이라는 용어와 교환적으로 사용된다. ICJ규정이 decision
과 judgment를 모두 사용하고 있어서 두 개념의 관계가 문제가 되지만 경우에
따라 같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재판(decision)이 판결(judgment)의 상위개
념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349) 예컨대 명령(order) 형식의 재판을 하는
잠정조치의 효력을 포함시켜 논의하는 경우에는 재판과 판결은 서로 다른 개념
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① 판결 (judgments)
이러한 복잡한 개념 문제가 있더라도 제59조가 원칙적으로 사건에 대한 최
종적인 본안판결에 적용된다는 것은 분명하다.350) 또한 선결적 항변이 명시적으
로

기각

또는

인용되는

한,

‘선결적

항변에

대한

판결(judgments

on

preliminary objections)’도 제59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351) ICJ는 사건 정황
상 선결적 항변이 전적으로 선결적 성격만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와 같음을
선언하고 본안과 병합할 수 있다.352)
② 명령(orders)
명령 기타 재판도 그 내용이 결정적(decisive)이라면 구속력을 가질 수 있
다. 예컨대 ICJ규칙 제97조의 소송비용에 관한 명령도 제59조의 대상이 된다.
명령의 형식을 가진 재판으로서 구속력 유무가 쟁점이 된 것이 잠정조치명
령이다. LaGrand 사건에서 ICJ는 잠정조치의 구속력을 인정하였다. ICJ는 ICJ규
정의 목적과 취지에서 구속력을 도출하였다. 다만 ICJ 잠정조치명령이 구속력이
있다고 하여 잠정조치명령에 기판력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잠정조
치명령에는 기판력이 부인된다.353) 실제로 ① ICJ는 규칙 제76조제1항에354) 따
349) 박현석, 전게논문, 212, 216면.
350) Chester Brown, “Article 59”, Andreas Zimmermann et al. (ed),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A Commentary,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 1429.
351)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Bosnia and Herzegovina v. Serbia and Montenegro), Judgment, I.C.J.
Reports 2007, p. 101, para 138.
352) 박현석, 전게논문, 208-2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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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종판결 전 언제라도 이미 내린 잠정조치명령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

고, ② ICJ규칙 제75조제3항에355) 따라 잠정조치를 신청하여 기각 당한 당사자
도 새로운 사실(new facts)에 기하여 새로운 신청(fresh request)을 할 수 있
다. 이처럼 잠정조치명령은 구속력이 있으나 기판력이 없다는 점에서 구속력과
기판력이 구분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2. 구속력의 객관적 범위
원칙적으로 판결의 주문(operative part, dispositif)에만 구속력이 있다.356)
이러한 일반원리는 ICJ에 의하여도 확인되었다.357) 재판관의 표결도 주문별로
이루어진다. ICJ규정 제59조는 주문을 어떻게 기재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하지
않는다. ICJ는 판결이유를 설시한 후 판결문의 끝부분에 나타나는 판결주문에서
특정한 청구권의 정당성, 이유 유무를 확인하고, 배상의 지급 또는 원상회복을
명한다.358)
그러나 주문을 이끌어낸 판결이유에는 구속력이 없다. 다만 판결이유가 주
문을 이해하고 집행하는 데에 불가결한 한 경우(이른바 주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359) ICJ는 선결적 항변의 판결에서 묵시적으로 판
단한 쟁점은 기판력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360) 이에 따르면 대물관할권
353) E. Dumbauld,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in International Controversies,
(Martinus Nijhoff, 1932), p. 168.
354) At the request of a party the Court may, at any time before the final judgment
in the case, revoke or modify any decision concerning provisional measures if, in
its opinion, some change in the situation justifies such revocation or modification.
(Article 76 paragraph 1 Rules of Court).
355) The rejection of a request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shall not
prevent the party which made it from making a fresh request in the same case
based on new facts. (Article 75 paragraph 3 Rules of Court)
356)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216조에도 규정되어 있는 원칙이다.
357)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Bosnia and Herzegovina v. Serbia and Montenegro), Judgment, I.C.J.
Reports 2007, p. 94, para. 123.
358) Chester Brown, supra note 350, p. 1431.
359) Ibid.
360)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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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고 한 판단에는 대인관할권이 있다는 판단도 묵시적으로 포함한다고 하
였다.361)
PCIJ가 판시하였듯이 ① 판결의 이유가 주문의 범위를 넘으면 구속력이 없
고, ② 쟁점에 관한 판결의 모든 부분은 서로를 설명하고 보완하며, 주문의 정
확한 의미와 범위를 판정하기 위하여 고려될 수 있다.362) 그러나 이른바 방론
(obiter dicta)에는 결코 구속력이 없다.363)

3. 구속력의 주관적 범위
(1)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
제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만이 ICJ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364)
따라서 제59조의 당사자도 오로지 국가만을 의미한다. 즉 개인, 단체, 회사뿐만
아니라 국가기관도 ICJ의 사건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들은 ICJ 판결에 구
속되지 아니한다.365) 어떤 국가에 대한 구속력은 그 국가 기관의 모든 행위가
그 국가에 귀속되므로 어떤 행위가 구속력 있는 ICJ 재판에 위반되면 그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366) 그런데 국제기구의 설립 조약 등에 ICJ의 판
결이나 권고적 의견이 구속력이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의 구
속력은 ICJ규정 제59조의 구속력의 결과가 아니라 당해 조약의 효력에서 기인하
는 것이다.367)
비록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만 ICJ의 판결이 구속력을 가진다고 하지만,
다자조약의 해석과 적용과 관련된 사건, 나아가 경계획정 사건의 경우에는 엄밀
Genocide (Bosnia and Herzegovina v. Serbia and Montenegro), Judgment, I.C.J.
Reports 2007, pp. 98-100, para. 132-136.
361) Ibid. p. 94, para. 123.
362) Polish Postal Service in Danzig, 1925 PCIJ Series B, No. 11, pp. 29-30.
363) Chester Brown, supra note 350, p. 1431.
364) ICJ규정 제34조제1항.
365) Chester Brown, supra note 350, p. 1433.
366) Ibid. p. 1433.
367) Ibid. p.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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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미에서 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도 불가피하게 영향이 미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어떤 조약이 여전히 유효한 조약인가 아니면 더 이상 효력이 없
는 조약인가에 대한 ICJ의 판결은 당사국 이외의 국가 간의 관계에도 영향력이
있음은 명백하다.368) 그럼에도 Genocide 사건에서 확인되었듯이, ICJ의 공식
입장은 ICJ 판결의 효력은 당사국에만 미친다는 것이다.369)
(2) ICJ에 대한 구속력
제59조는 당사자와 특정사건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을 뿐이지 ICJ 자신에 대
한 판결의 구속력과 관련된 규정은 아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영미법의 선례 구
속의 원리(the principle of stare decisis)는 국제재판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최종판결에 대하여는 제61조가 당사자만이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점으로 보아 ICJ가 최종판결에 구속되는 것은 확실하다.370)
선결적 항변에 대한 판결에서 판단한 것에 대하여 ICJ가 구속되는가에 대하
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South West Africa 사건의 본안 단계에서 ICJ는, 선
결적 항변에 대한 재판이 본안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차단효를 가질 수 없다고
하면서 선결적 항변에 대한 재판을 번복하였다.371) 그러나 Genocide 사건에서
는 ICJ는 선결적 항변에 대한 판결은 기판력이 있고, 이 판단은 당사자뿐만 아
니라 ICJ 자신에게도 그 사건 맥락에서 확정적(definitive)이라고 판시하였다.372)
(3) ICJ규정 제63조에 의한 참가국에 대한 구속력

368)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Judgment, I.C.J. Reports 1978, pp. 16-17, para. 39.
369)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Bosnia and Herzegovina v. Serbia and Montenegro), Judgment, I.C.J.
Reports 2007, p. 43 et seq.
370) Chester Brown, supra note 350, p. 1437.
371) South West Africa, Second Phase, Judgment, I.C.J. Reports 1966, pp. 36-37.
372)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Bosnia and Herzegovina v. Serbia and Montenegro), Judgment, I.C.J.
Reports 2007, p. 101, para.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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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판결이 분쟁당사국이 아닌 국가에게 구속력이 있는 경우가 있는바, 이
것이 ICJ규정 제63조에 따른 참가이다:
제63조373)
1. 사건에 관련된 국가 이외의 다른 국가가 당사국으로 있는 협약의 해석이 문제가
된 경우에는 재판소서기는 즉시 그러한 모든 국가에게 통고한다.
2. 그렇게 통고를 받은 모든 국가는 그 소송절차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판결에 의하여 부여된 해석은 그 국가에 대하여도 동일한
구속력을 가진다.

이 조항에 따르면, 다자협약의 해석이 쟁점이 된 사건의 경우, 그 사건 당
사국이 아닌 협약당사국이 소송에 참가할 권리가 인정되고, 그 사건에서 ICJ가
행한 협약의 해석은 분쟁당사국뿐만 아니라 참가한 국가도 구속한다.

4. 구속력과 특정사건
ICJ규정 제59조에 규정되었듯이, ICJ 판결은 특정사건(particular case, 개
별사건, 당해사건)에 관하여 구속력이 있다. 이 특정사건은 당사자가 소송에서
제기한 청구에 의하여 특정된다. ICJ 판결, 특히 그 판결의 주문은 제소국의 청
구에 대한 ICJ의 판단을 반영한다.
당사자 간에 제기되어 판결로 판단되지 않았다면 전소송에서 내린 판결의

373) 영어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63
1. Whenever the construction of a convention to which states other than those concerned in
the case are parties is in question, the Registrar shall notify all such states forthwith.
2. Every state so notified has the right to intervene in the proceedings; but if it uses this
right, the construction given by the judgment will be equally binding up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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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은 유사한 분쟁, 심지어 동일한 분쟁에도 미치지 아니한다. 예컨대 양국
간의 분쟁이 여러 지역에 대한 경계획정이고, 이 분쟁해결을 위하여 동일한 법
리가 ICJ에 의하여 지시되었더라도 어느 한 지역에 대하여만 경계가 논의되어
최종판결이 내려졌다고 가정을 하면, 이 최종판결의 주문도, 판결이유도 다른
지역에 대하여 구속력은 없다.374)
그러나 ICJ가 어떤 조약을 해석한 경우에는 이 해석은 최소한 동일 당사자
간의 장래사건(future cases)에도 적용된다.375) 독일이 명시적으로 일반적인 재
발방지 확약을 요구한 LaGrand 판결에서, 향후 영사협약 제36조제1항(b)에 위
반된 상태에서 독일인이 중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미합중국은 그 유죄판결에 대
한 재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ICJ는 판결하였다.376) 또한

Avena 사

건에서도 ICJ는 이 사건에서 한 판단은 영사협약 제36조제1항⒝의 위반에 관한
장래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하였다.377)

Ⅴ. 판결의 해석 또는 재심과 기판력
1. 서설
ICJ 판결에 기판력이 있어 당사자가 다시 다툴 수 없다고 하더라도 ⓵판결
을 선고 받은 당사국이 판결의 해석절차를 통하여 그 판결의 명확화를 구하는
경우와 ⓶선고한 판결에 하자가 있어 이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우선
판결의 선고 후에 어느 당사국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는 판결의 해석과 재심은
부수절차(incidental proceedings)이다.378) 여기서 해석은 선고한 판결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한 절차이고, 재심은 새로운 사실의 발견에 기초한 사건의 재심
374) Chester Brown, supra note 350, pp. 1437-1438.
375) Ibid. p. 1438.
376) LaGrand (Germany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I.C.J. Reports 2001, p.
516, para. 128[7].
377)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Mexico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I.C.J. Reports 2004, pp. 12, 69-70, para 151.
378) 김대순, 전게서, 1556, 1573, 15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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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절차이다.
ICJ의 규정과 규칙은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판결의 해
석에 대하여는 ICJ규정 제60조, ICJ규칙 제98조와 제100조가 규율한다. 그리고
재심에 대하여는 ICJ규정 제61조, ICJ규칙 제99조와 제100조가 규율한다.
특수한 경우로서 ICJ 판결이 무효인 경우는 최소한 이론상 가능하다.379) 예
컨대 ICJ, 판결이 강행규범(jus cogens)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판결은 어떠한
효력도, 즉 기판력도 구속력도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판결의 유효성에 관하
여 권위 있는 선언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없는 까닭에 당사자는 판결이 상위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판결을 무시하기가 쉽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ICJ 판결이 실무상 무효라고 간주된 적은 없다.380) 다만 미합중국 정부가 ICJ
Nicaragua 판결이 법과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선언한 적은 있다.381)

2. 판결의 해석과 기판력
ICJ규정 제60조는 판결의 해석에 관한 규정이다:
제 60 조382)
판결은 종국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 판결의 의미 또는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소는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해석한다.

(1) 제도의 취지

379)
380)
381)
382)

Chester Brown, supra note 350, p. 1442.
Ibid.
Ibid. p. 1442, n. 149.
영어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60

The judgment is final and without appeal. In the event of dispute as to the meaning
or scope of the judgment, the Court shall construe it upon the request of any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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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CJ규정 제60조에 규정한 판결의 해석(interpretation of a judgment)은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재판소가 선고한 판결의 의의 또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
기 위한 절차이다. 이 조의 존재이유는 판결의 완전성(integrity)과 최종성
(finality, 종결성)을 보전하려는 것이다.383) ICJ규정 제59조, 제60조와 제61조를
결합하면, ICJ의 판결은 기판력을 가지며, 이러한 기판력의 원리를 고려하면 판
결의 해석은 원판결(the original judgment)에서 이미 재판한 것을 넘을 수 없
다.384) 또한 당사국은 판결의 해석 절차를 판결의 최종성을 훼손하거나 판결의
집행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385) ICJ규정 제61조제3항과 같은 조
항이 없더라도 패소한 피고국(피신청국)이 UN헌장 제94조제1항의 의무를 피할
의사로 해석청구를 신청하거나 그 밖에 권리남용을 구성하는 해석청구를 한 경
우, 이러한 신청은 부적법하다.386) 또한 ICJ규정 제60조 해석절차를 이용하여,
승소한 원고국(신청국)이 원판결을 집행할 목적으로 신청하거나 당사자 일방이
원판결의 불이행을 ICJ가 확인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청할 수는 없다.387) 하지만
패소국의 판결이행이 불충분한 경우에 승소국이 해석청구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
려고 한다. ICJ Avena 판결 해석 청구 사건에도 이러한 측면이 있다.388)
2)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는 판결의 해석 제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
383) Request for Interpretation of the Judgment of 11 June 1998 in the Case
concerning the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Cameroon v. Nigeria), Preliminary Objections (Nigeria v. Cameroon), Diss. Op.
Koroma, ICJ Reports (1999), p. 52, para. 12.
384) Zimmermann/Thienel, “Ariticle 60”, Andreas Zimmermann et al. (ed),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A Commentary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 1471.
385) Request for Interpretation of the Judgment of 11 June 1998 in the Case
concerning the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Cameroon v. Nigeria), Preliminary Objections (Nigeria v. Cameroon) ICJ Reports
(1999), p. 36, para. 12.
386) Zimmermann/Thienel, surpa note 384, p. 1471.
387) Request for Interpretation of the Judgment of 31 March 2004 in the Case
concerning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Mexico v. United States of
America) (Mexico v. United States of America), ICJ Reports (2009), p. 20, paras.
56-57.
388) 이재민,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의 이행: 이행분쟁 규율 규범의 공백과 대안의 모색”, 서울국
제법연구 제22권 제1호 (2015), 2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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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재법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중재판정의 일부 또는 특정쟁점에
대한 해석을 중재판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중재법 제34조). 이때의 해석은 보충
적으로 판정의 문언과 문장의 의미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지 법률해석을 하
는 것은 아니다.389)
형사소송법에는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재판해석에 대한 의의신청
(疑義申請)을 인정한다.390)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
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의의신청(疑義申請)을 할 수 있다.
의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391)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상의 의의신청제도도 ICJ의 판결해석제도와 같은 취지
의 제도이다. 즉 형사소송법 제488조의 규정은 판결주문의 취지가 불명확하여
주문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의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판결이유의 모순·불명확 또는 부당을 주장하는 의의신청은 허
용되지 않는다.392)
3) 판결의 해석제도는 상소제도와 다르다. ICJ규정 제60조의 절차는 ICJ가
원판결을 해석함에 그칠 뿐이지 상소에서와 같이 당사자에게 사건에 대하여 다
시 변론을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한다.393) ICJ도 대상판결의 주문에 의문을
제기하여서는 안 되고, 오로지 원판결의 내용을 분명하게 할 수 있을 뿐이
다.394)
한편, ICJ 판결의 상소불가능성에 관련하여 언급하여야 할 것은 ICJ규칙 제
87조이다. 이 조에 따르면 이미 다른 국제기구나 국제법원의 소송의 대상이 된
사안에 대한 분쟁을 ICJ에 제기할 수 있다. ICJ규칙 제87조에 따라 ICJ가 기존의
재판이나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려면, ①유효한 조약에 그러한 상소가
389)
390)
391)
392)
393)
394)

양병회(외)(조대연 집필), (주석) 중재법 (대한상사중재원, 2006), 169면
형사소송법 제488조.
형사소송법 제491조.
대결 1985.8.20. 85모22
Zimmermann/Thienel, supra note 384, p. 147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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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 간에 특별히 합의하여야 하고 ②사건의 대상이 이미 다
른 국제기구나 중재에 의하여 판단이 되었어야 한다.
4) 연혁적으로는 PCIJ규정을 제정할 때 1907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acific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395) 제82조에 도입된 해석제도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채용한 것이
현행 ICJ규정의 기원이다.396)

이 협약 제82조에 따르면, 판정의 해석과 집행에

관하여 분쟁당사국간에 야기되는 모든 분쟁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당해 판정
을 선고한 법정에 회부된다.397)
ICJ규정 기초 과정에서 수정안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PCIJ규정 제60조는 그
대로 ICJ규정 제60조로 되었다.398) 현행 ICJ규칙도 PCIJ규칙을 승계하여 규정하
였는데, 1978년 개정시 판결의 해석부분의 변경이 있었다. 즉 원 절차가 특별합
의(compromis)에 기하여 시작되었는지, 또는 일방적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었는
지를 묻지 않고 각 당사자는 해석청구를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399)
(2) 해석청구의 요건
ICJ규정 제60조에 규정한 판결의 해석은 당사국의 다툼의 대상이 된 판정사
항에 대하여 재판소가 당해판결의 의의와 범위에 대하여 정확한 지시를 주는 것
이고,400) 이에 의하여 원판결의 실효성을 유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
395) 우리나라에는 2000.2.21.에 조약 제1512호로 발효되었다.
396) ICJ 판결의 해석제도의 기초과정(起草過程)에 관하여는 Zimmermann/Thienel, supra
note 384, pp. 1473-1478.
397) 영어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82
Any dispute arising between the parties as to the interpretation and execution of
the Award shall, in the absence of an Agreement to the contrary, be submitted to
the Tribunal which pronounced it.
398) Zimmermann/Thienel, supra note 384, p. 1476
399) ICJ규칙 제98조.
400) Interpretation of Judgments Nos. 7 and 8 (Factory at Chorzów), 1927 PCIJ Series
A, No. 13,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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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석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해
석청구에 관한 관할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둘째, 판결의 의의 또는 범위에 대하
여 분쟁이 있어야 하고, 셋째, 그 대상이 구속력을 가지고 결정된 판결의 의의
또는 범위의 명확화를 구하여야 한다.
먼저 해석 청구의 관할권 존재에 관하여, ICJ는 판결의 해석에 관한 권한이
ICJ규정 제60조에서 직접 유래하는 특별한 관할권이고, ICJ규정 당사국이 사건
당사국인 경우인 때에는 전제조건 없이 이 관할권에 동의한 것이라고 하여 일방
당사국에 의한 권리행사를 인정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401) 판결의 해석은 원판
결에서 판정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만을 위한 절차이므로 이 절차의 개시를
위하여 당사국 사이에 새로운 합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ICJ
의 해석권한이 부수관할권의 한 형태를 이룬다. 나아가 국가가 규정 제60조에
기한 일방적인 해석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제한하였다고 가볍게 추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402)
둘째 요건인 분쟁의 존재에 대하여 우선 ICJ는 판결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당사국간의 견해 차이가 있으면 분쟁이 존재한다고 본다.403) 하지만 분쟁의 존
재에 대하여 꼭 정규의 외교상 절차로써 확인될 필요가 없고, 양국정부가 판결
의 의의 또는 범위에 대하여 실제로 대립하는 견해를 가지면 충분하다.404) 이
때 해석청구의 서면에는 ‘정확한 쟁점’을 기재하여야 한다405). ICJ에 의하면, 일
방당사국은 판결이 불분명하다고 하고 타방당사자는 그 판결이 분명하다고 다투
는 것만으로 ICJ규정 제60조에 말하는 분쟁(disput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다.406)
401) Application for Revis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Judgment of 24 February 1982
in the Case concerning the Continental Shelf (Tunisia/Libyan Arab Jamahiriya)
(Tunisia v. Libyan Arab Jamahiriya), Judgment, I.C.J. Reports 1985, p. 216, para. 43.
402) Ibid.
403) Request for Interpretation of the Judgment of 31 March 2004 in the Case
concerning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Mexico v. United States of
America) (Mexico v. United States of America),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16
July 2008, I.C.J. Reports 2008, p. 325, para. 53.
404) Ibid. pp. 10-11.
405) ICJ규칙 제98조제2항.
406) Request for Interpretation of the Judgment of 20 November 1950 in the Asy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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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해석청구는 어디까지나 ‘판결의 의의나 범위’의 명확화를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판결로써 결정된 정확한 내용과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
한 것이다. 그 이상으로 판결에서 결정되지 아니한 문제점의 판단을 구한다든
지, 또는 원판결의 변경을 청구한다든지 하는 것은 할 수 없다. 즉 원판결이 다
루지 아니한 새로운 쟁점을 판결의 해석을 통하여 결정할 수 없다.407)
해석청구를 위한 세 번째 요건은 해석청구의 대상이 원판결의 구속력을 가
지고 결정된 사항이어야 한다는 점이다.408) 이는 원칙적으로 주문(operative
provision)에 기술된 사항이다. 방론(傍論, obiter dictum)은 해석청구의 대상
이 되지 않는다. Anzilotti재판관은 해석청구는 판결의 ‘구속적 부분’ 즉 ‘주문’
의 의의와 범위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그것은 판결의 구속력은 판결의
주문에만 생기고, 이유에는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409)

그러나 해석청구가 엄밀

히 주문에만 한정되는지 여부는 여전히 문제이다. 이 점에서 참고가 되는 것은
Chorzów Factory 판결의 해석청구이다. 이 사건에서 독일의 해석청구는 주로
판결이유에 포함된 사항에 관계가 있었다. 폴란드는 독일의 청구 부분은 주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독일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PCIJ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판결의 진정한 의의와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문제로서 이 청구
가 적법하다고 하였다.410) PCIJ는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주문의 본질적인 기
초를 이루는 이유의 부분에 대하여도 해석할 수 있고, 해석은 방론 부분과 관련
이 없다는 입장이었다.411)
Land and Maritime Boundary 사건에서 ICJ규정 제60조는 어떠한 판결도
해석의 대상의 된다는 의미이므로, 선결적 항변에 대한 판결에 대한 해석청구도
가능하다고 하였고, 이러한 해석은 주문과 그와 불가분적 부분이 되는 판결이유
부분에만 가능하다고 하였다.412) 이와 같이 해석청구의 대상은 ‘구속력을 가지
Case (Colombia v. Peru) I.C.J. Reports 1950, p. 403.
407) Ibid.
408) Interpretation of Judgments Nos. 7 and 8 (Factory at Chorzów) 1927 PCIJ Series
A, No. 13, p. 11.
409) Ibid. pp. 23-24.
410) Ibid. pp. 14, 20.
411) Elaboration of the Rules of Court of March 11th, 1936 PCIJ Series D, Third
Addendum to No. 2, 1936, p.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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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결정된 사항’에 한정되지만, 이것은 꼭 ‘주문’에만 한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문의 결정에 본질적인 기초를 이루는 판결이유도 주문의 의의나 범위를 분명
하게 하기 위한 한도 내에서 해석청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해석판결과 기판력
해석요청에 따라 내려진 새로운 판결도 ICJ규정 제59조상의 판결로서 당사
자 사이에 구속력이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신판결은 원판결과 결합하여 구속력
을 가진다.413) 왜냐하면 신판결은 원판결을 오로지 설명하거나 명료화를 할 뿐
이지 변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4) Avena 판결 해석 청구 사건
1) 사실관계와 잠정조치명령
2008년 6월 5일 멕시코는 ICJ규정 제60조에 기하여 Avena 사건 판결의 해
석요청을 하였다. 멕시코는 이 해석요청에서 자국과 미합중국 간에 Avena 사건
판결주문 (9)의 범위와 의의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하였다.414) Avena
사건

판결주문 (9)는 다음과 같다. “본건에서 적절한 배상은 … 멕시코 국민의

유죄판결과 형의 선고의 재심사를, 그 자신이 선택하는 수단에 의하여 영사협약
제36조에 규정된 권리의 침해와 본판결의 제138단부터 제141단까지를 고려하여
행할 의무에 있다.”415) 멕시코는 이러한 Avena 사건 판결 후에도 미합중국이
412) Request for Interpretation of the Judgment of 11 June 1998 in the Case
concerning the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Cameroon v. Nigeria), Preliminary Objections (Nigeria v. Cameroon) I.C.J. Reports
1999, p. 35, para. 10.
413) Chester Brown, supra note 350, p. 1442.
414) Request for Interpretation of the Judgment of 31 March 2004 in the Case
concerning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Mexico v. United States of
America) (Mexico v. United States of America),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16
July 2008, I.C.J. Reports 2008, pp. 311-312.
415)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Mexico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I.C.J. Reports 2004, p. 72, para.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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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판결에 의하여 명하여진 재심사를 행하지 아니함을 문제 삼아 Avena 사
건 판결에 의하여 미합중국에 의무로서 부과된 것은 재심사를 실제로 행하는 것
(결과의무)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판결의 해석을 요청하였다.416)
또한 멕시코는 해석요청과 동시에 Medellín, García를 포함한 사형집행이
임박한 5인의 멕시코 국민이 사형을 집행당하지 아니할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도록 신청하였다.417)
멕시코의 잠정조치신청을 받고 ICJ는 Medellín을 포함한 5인의 멕시코인이
해석요청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2004년 3월 31일의 Avena사건 본안판
결의 제138단부터 제141단에 따른 재심사를 받음이 없이 형을 집행당하지 아니
할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미합중국에 명하는 잠정
조치를 2008년 7월 16일에 지시하였다.418)
2) 해석요청판결
2009년 1월 19일의 판결에서 ICJ는 멕시코에 의한 해석요청이 ICJ규정 제60
조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즉 제60조는 해석 요청을 할
때에는 원판결의 해석을 둘러싼 양당사자 사이에서 “분쟁(dispute)”이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419) ICJ는 양국의 주장을 검토하고, 상기 Avena 사건 판결
주문 (9)와 본건의 잠정조치명령에 의하여 부과된 것은 결과의무이므로, 미합중
국이 재심사를 부여할 것을 태만히 한 경우, 이는 당해 결과의무를 이행한 것으
로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420) ICJ는 이와 같이 판시한 후, ICJ규정 제60조에 규

416) Request for Interpretation of the Judgment of 31 March 2004 in the Case
concerning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Mexico v. United States of
America) (Mexico v. United States of America),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16
July 2008, I.C.J. Reports 2008, p. 315, para. 13.
417) Ibid. pp. 318-319. para. 31.
418) Ibid. p. 331, para 80.
419) “판결의 의미 또는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소는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해석한다.”(ICJ규정 제60조 제2문).
420) Request for Interpretation of the Judgment of 31 March 2004 in the Case
concerning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Mexico v. United States of
America) (Mexico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I.C.J. Reports 2009, pp.
10-12. paras. 23-29.

- 97 -

정된 분쟁의 유무를 결정하기 위하여 Avena사건 판결주문(9)의 해석을 할 필요
가 있다고 하면서, 분쟁이 있다는 판단과 분쟁이 없다는 판단의 양쪽을 검토하
였다.421)
양당사국은 Avena사건 판결주문(9)에 규정된 의무가 직접효(direct effect)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시사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ICJ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422) ① Avena 판결은 미합중국의 국내법
원이 주문(9)에 직접효를 줄 것을 요청받고 있다고는 어디에도 규정 또는 암시
하고 있지 않으며, Avena 판결은 미합중국에게 이행을 위한 수단을 선택할 여
지를 주었다. ② 이와 같은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서는 “국내헌법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의 적절한 입법을 배제하지 않는다.” 또한
③ 국내법상 허용된다면, Avena 판결에서 문제가 된 의무는 직접집행이 가능하
다.
ICJ는 이와 같이 기술하고 나서 멕시코가 주장한 것은 “판결이 내려진 당사
국의 국내법질서에서 재판소 판결의 효력의 일반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고, 규정
제60조가 요구하는 Avena 판결의 ”의의 또는 범위“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423)
판시하였다. 따라서 본건의 멕시코의 해석요청은 Avena 판결, 특히 주문(9)의
해석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멕시코에 의한 해석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
다고 하면서 이 사건 해석요청을 배척하였다.424)
3) 평가
2008년 멕시코는 2004년 Avena 판결에 대한 해석청구를 신청하면서,
2004년 판결의 의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그 사이에 ICJ가 원래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이던 영
사관계협약에 관한 강제적 분쟁해결에 관한 임의의정서에서 미합중국이 탈퇴하
였다는 것과 멕시코가 ICJ
421)
422)
423)
424)

Ibid.
Ibid.
Ibid.
Ibid.

p.
p.
p.
p.

31,
17.
17.
17.

para.
para.
para.
para.

역사상 최초로 제60조에 기한 절차에서 잠정조치를

31; pp. 14-15. para. 36.
44.
45.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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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여 2008.6.16.에 ICJ가 잠정조치명령을 발한 것이다. 그러나 2009년 판결
에서 ICJ는 멕시코가 당사자간 쟁점이 되고 제60조의 해석을 요한다고 신청한
사안이 ICJ가 원 판결에서 재판한 것이 아니어서 해석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Avena 판결 해석청구사건에서 등장한 이러한 새로운 모습은 2011년에 캄
보디아가 1962년에 ICJ가 내린 Case concerning the Temple of Preah
Vihear 판결에 대한 해석 청구사건에서도 계속 등장하였다. 이 사건 역시
Avena 사건에서처럼 ICJ의 관할권은 이미 소멸되었음에도 신청한 사건이며, 이
해석청구사건에서도 잠정조치 신청이 있었고 ICJ는 캄보디아의 신청을 받아들여
잠정조치명령을 발하였다.425)
위와 같이 판결의 해석절차에 부수된 잠정조치 지시를 구하는 신청이 적법
하려면, ICJ규정 제60조와 제41조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즉
ICJ규정 제60조가 정한 통상적인 요건과 원판결의 의미나 범위에 대한 분쟁의
요건은 일견 충족되어 보여야 한다. 또한 ICJ규정 제41조의 통상적인 잠정조치
조건도 존재하여야 한다. 다만 ICJ규정 제60조의 해석청구 사건에 관한 ICJ의
관할권 존재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해석절차에서 ICJ에게 관할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제60조이기 때문이다.426)
ICJ는 해석절차에서 종전판결의 기판력의 한계 내에서만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조치를 취하거나 원판결에서 논하지 아니한 사실, 원판결 이후에
전개된 사실을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427) 따라서 ICJ의 ICJ규정 제60조의 해석
절차상 제한된 관할권의 맥락에서 잠정조치로 보전될 권리는 원판결에서 확정되
어 기판력을 가지는 권리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25) Request for Interpretation of the Judgment of 15 June 1962 in the Case
concerning the Temple of Preah Vihear (Cambodia v. Thailand) (Cambodia v.
Thailand),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18 July 2011, I.C.J. Reports 2011, p. 537.
426) Karin Oellers-Frahm, ‘Article 41’, Andreas Zimmermann et al.,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 Commentary,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 1056.
427) Zimmermann/Thienel, supra note 384, p. 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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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규정 제60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분쟁(dispute)’의 존재이다. ICJ규정
영어본은 제60조와 제36조제2항, 제38조에서 모두 ‘dispute’이라는 용어를 똑같
이 쓰지만, ICJ규정 프랑스어본은 제60조는 ‘contestation’, 나머지 두 조항은
‘différrend’이라는

다른

용어를

쓴다.428)

ICJ규정

제60조에서

사용한

dispute/contestation은 dispute/différrend보다 더 넓고 유연한 개념이며,
ICJ규정 제60조에서는 판결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당사국 간의 견해 차이(a
difference of opinion between the parties)로서 ICJ는 이해하였다.429) 그런
데 국제적으로 미합중국을 대표하는 행정부가 판결주문(9)가 결과의무라고 이해
하지만, 다른 연방당국과 주당국은 멕시코 국민이 재심사를 받기 전에 사형집행
을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멕시코의 관점에서는 Avena 판
결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분쟁을 나타낸다.430) 따라서 양당사국은 결과의무의
의미와 범위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ICJ는 멕시코와 미국 사
이에 Avena 판결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분쟁이 있다고 판시하였다.431)
ICJ가 제60조 절차에서 잠정조치를 명한 후에 이 절차 요건이 완전히 구비
되지 않아 제60조에 따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나중에 발견한 경우에도
제41조와 함께 해석된 제60조에서 발생한 부수적 관할권의 일부인 잠정조치명
령의 위반에 대하여 판결을 할 수 있다. 예컨대, Avena 해석청구 사건에서 멕
시코의 청구를 배척하면서 미합중국이 동사건 잠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주문에서 지적하였다.432) 그러나 ICJ가 제60조에 따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는 ‘결과적으로’ 잠정조치명령은 불필요함에도 내려진 것으로
428) Request for Interpretation of the Judgment of 31 March 2004 in the Case
concerning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Mexico v. United States of
America) (Mexico v. United States of America),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16
July 2008, I.C.J. Reports 2008, p. 325, para. 53.
429) Ibid.
430) Ibid. p. 326, para. 55.
431) Ibid.
432) Request for Interpretation of the Judgment of 31 March 2004 in the Case
concerning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Mexico v. United States of
America)(Mexico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I.C.J. Reports 2009, p. 20,
para.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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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당사국 주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 그럼에도 당사국에게 이 명령의 불이행을
탓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Avena 해석 청구 사건 판결은 해석청구에 대한 새로운 길을 개척한 판결이
다. 하지만 ⓵ 해석청구를 제기함에는 재심과 달리 시간상 제약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다면 판결의 해석절차는 원판결로 이미 해결된 사건을 재차 문제 삼아 분
쟁의 종결성을 해할 소지가 있다. ⓶ 해석청구절차에서 발한 잠정조치명령의 내
용이 실제로는 본안판결의 이행 내용과 중복된 경우에는 이 잠정조치명령의 실
익이 무엇인가라는 점이 제기된다. 이는 마치 국내소송에서 본안판결이 내려졌
는데 패소한 당사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사안에 대하여 다시 가처
분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제
법상 판결의 집행제도가 충분하지 아니한 상황을 고려할 때, 본안판결의 이행과
중복되는 취지의 잠정조치명령은 결국 본안판결을 이행하라는 촉구의 의미를 가
지며, ICJ 판결의 이행을 해석분쟁절차를 통하여 제고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433)

3. 판결의 재심과 기판력
ICJ규정 제61조는 재심에 관한 규정이다:
제 61 조434)
433) 이재민,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의 이행: 이행분쟁 규율 규범의 공백과 대안의 모색”, 서울국
제법연구 제22권 제1호 (2015), 224-225면.
434) 영어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61
1. An application for revision of a judgment may be made only when it is based upon
the discovery of some fact of such a nature as to be a decisive factor, which fact
was, when the judgment was given, unknown to the Court and also to the party
claiming revision, always provided that such ignorance was not due to negligence.
2. The proceedings for revision shall be opened by a judgment of the Court expressly
recording the existence of the new fact, recognizing that it has such a character as
to lay the case open to revision, and declaring the application admissible o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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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의 재심청구는 재판소 및 재심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판결이 선고되었을 당시
에는 알지 못하였던 결정적 요소로 될 성질을 가진 어떤 사실의 발견에 근거하는 때
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
었어야 한다.
2. 재심의 소송절차는 새로운 사실이 존재함을 명기하고, 그 새로운 사실이 사건을
재심할 성질의 것임을 인정하고, 또한 재심청구가 이러한 이유로 허용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개시된다.
3. 재판소는 재심의 소송절차를 허가하기 전에 원판결의 내용을 먼저 준수하도록 요
청할 수 있다.
4. 재심청구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때부터 늦어도 6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5. 판결일부터 10년이 지난후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1) 재심제도와 기판력
판결의 재심(revision of a judgment)은 결정적 중요성을 가진 새로운 사
실의 발견에 기하여 선고한 판결의 변경을 심사하는 절차이다. 재심제도는 기판
력의 원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럼으로써 법률관계의 안정을 해할 우려
ground.
3. The Court may require previous compliance with the terms of the judgment before
it admits proceedings in revision.
4. The application for revision must be made at latest within six months of the
discovery of the new fact.
5. No application for revision may be made after the lapse of ten years from the date
of the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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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435) 따라서 재심이 기판력의 원칙의 예외를 이루는 점을 감안하고 법률
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ICJ규정 제61조의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야 한다.436) 재심은 원판결의 내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판결의 해석청구
와 구별되고, 재심대상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상소
(appeal)와 구별된다.
ICJ규정의 재심제도는 연혁적으로는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Pacific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1899
년, 1907년)에서 유래한다. 이 두 협약은 국제중재의

재심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제55조와 제83조에 두고 있다.437)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1907년 협약은 다음과
같이 재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83조
분쟁당사국은 중재합의에서 판정에 대한 재심청구권을 유보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판정을 내린 법정에 이를 청구하여
야 한다. 이 청구는 그 판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심문 종결시에 법정과
재심을 요구한 분쟁당사국이 인지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한하여 허
용될 수 있다.
재심은 새로운 사실의 존재를 명백히 확인하고, 그 사실이 전항에서 기술된 성질
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이러한 이유로 그 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는 법정의 결정
에 의하여서만 개시될 수 있다.
중재합의는 재심청구기간을 정한다.438)
435) Zimmermann/Geiss, “Article 61”,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 Commentary,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 1499.
436)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Bosnia and Herzegovina v. Serbia and Montenegro), Judgment, I.C.J.
Reports 2007, pp. 92-93, para. 120.
437) Zimmermann/Geiss, supra note 435, pp. 1500-1501.
438) 영문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83
The parties can reserve in the 'Compromis' the right to demand the revision of
the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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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법률가위원회(Committee of Jurists)가 기초한439) PCIJ규정 제61조
는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의 재심제도와 비교할 때 세 가지 점
에서 중요한 변화를 주었음을 알 수 있다. ⓵재심청구를 사전합의 없이 판결당
사국 가운데 일방이 제기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정하였다. 반면에 재심 청구의
적법성을 엄격히 하여 ⓶발견된 새로운 사실에 대한 선의·무과실 요건을 규정하
였고, ⓷재심청구에 시간적 제약을 설정하였다.
(2) 재심청구의 요건
ICJ규정 제61조 재심청구가 적법하려면, 실체적 요건(제1항)과 시간적 요건
(제4항, 제5항)의 양자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들 요건의 구비 여부는 ICJ가 판결
로써 재판한다(제2항). 실체적 요건은 다음 두 가지로 나뉜다. ①결정적 요소가
되는 성질을 가지는 사실이 발견될 것과 ②판결 시에 그 사실을 모르는 데에 과
실(negligence)이 없을 것이다.
첫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ICJ규정

제61조의 사실(fact)의 개념에는 문서의

발견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440) 그리고 법률의 문제와 사실의 문제를 구
분하여야 하므로 국제법의 적용의 오류 또는 재판절차의 과오 등은 여기에서 말
하는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441)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새로운’
In this case and unless there be an Agreement to the contrary, the demand must
be addressed to the Tribunal which pronounced the Award. It can only be made on
the ground of the discovery of some new fact calculated to exercise a decisive
influence upon the Award and which was unknown to the Tribunal and to the party
which demanded the revision at the time the discussion was closed.
Proceedings for revision can only be instituted by a decision of the Tribunal
expressly recording the existence of the new fact, recognizing in it the character
describ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and declaring the demand admissible on this
ground.
The 'Compromis' fixes the period within which the demand for revision must be
made.
439) Zimmermann/Geiss, supra note 435, p. 1501.
440) Ibid. p. 1512.
441) 다만 국제법원에서 국내법은 법률의 문제가 아닌 사실의 문제이므로 국내법에 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ICJ규정 제61조의 사실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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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판결 전에 존재하였으나 법원에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을 가리키며, 판결
후에 생긴 사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442)
결정적(decisive) 성질의 사실은 그 사실이 알려졌다면 원판결이 달라졌다는
것이 인정될 정도이어야 한다.443) 즉 그 사실이 주문의 변경을 초래할 정도이어
야 한다. PCIJ에 의하면, 새로운 사실은 만약 고려되었다면 원판결과 반대의 재
판을 도출할 사실이어야 한다.444)
두 번째 실체적 요건은 판결 시에 당해사실을 모른 것에 과실이 없어야 하
는 것이다. 재심절차가 예외적이고 기판력을 훼손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요
건에는 고도의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445)
시간적 요건은 이중으로 설정되었다. 새로운 사실의 발견으로부터 6개월 이
내의 청구이어야 하고(ICJ규정 제61조제4항), 그리고 판결일로부터 10년 경과후
의 재심청구는 일절 불허된다(제61조제5항). 10년이란 기간은 기계적으로 결정
되지만, 6개월의 기간은 언제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불확
정적이다.
이와 같이 재심요건은 엄격하고, 설사 재심청구가 제기되더라도 ICJ는 신중
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원판결의 기판력에 대한 도전과 재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446) 실제로 PCIJ 시절에는 재심청구가 한 건도 제기된 적이 없
고, ICJ 시대에는 재심 청구는 있었으나 재심 본안 절차에 진입한 예는 한 건도
없었다.447)

(3) 재심판결의 기판력

442) Shabtai Rosenne, Interpretation, Revision and Other Recourse from International
Judgments and Award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7), p. 37.
443) Zimmermann/Geiss, supra note 435, p. 1518.
444) Monastery of Saint-Naoum, 1924 PCIJ Series B, No. 9, p. 22.
445) Zimmermann/Geiss, supra note 435, p. 1522.
446) 최태현, “국제사법재판소 소송절차와 관련된 주요한 법적 쟁점 (Ⅲ), 국제법평론 제24호
(2006), 91면.
447) Zimmermann/Geiss, supra note 435, p.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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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되면 종전판결은 여전히 구속력을 가진 기판력이
있는 판결이다. 그러나 재심청구가 인용이 되어 새로운 판결이 재심대상 판결을
부분 또는 전체를 변경한 경우에는 종전판결의 구속력 또는 기판력은 그 만큼,
즉 그 부분 또는 전체가 상실된다.448)

Ⅵ. ICJ 판결과 국제법의 발전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ICJ판결은 당사국 간에 그리고 부탁된 특정사건
에 한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ICJ는 선례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
며, 그러한 결과 선례구속의 원칙은 인정되지 아니한다.449)

따라서 이론적으로

말하면 특정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를 구속하는 판결은 동일한 법원에 의하여 다
음 날 새로운 사건에서 번복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법리상으로는 타당한 말이나 현실은 다르다. ICJ도 다른 법원
과 마찬가지로 종전 판결을 번복하는 것을 주저한다.450) 오히려 ICJ는 많은 판
결에서 당사자가 다른 종전사건의 판례를 광범하게 인용한다. 권고적 의견은
‘공식적으로는’ 국가나 심지어 이를 신청한 국제기구에도 구속력이 없지만, 나중
에 판결이나 다른 권고적 의견에서 자주 인용된다.451)
Lauterpacht는 국제법원이 자기의 판결을 추종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
명하였다.452) 종전판결에 법적 경험이 저장되어 있고, 기존 판례의 존중을 통하
여 확실성과 안정성이 담보되고 질서정연한 재판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력
한 반대의 사유가 없는 한, 법관은 종전판결이 잘못 되었다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판결은 공식적인 국제법의 법원(法源)은 아니지만, ICJ는 제59조를 따를 것
을 조건으로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 사법판결을 적용한다.453) 정부, 다른
448) Chester Brown, supra note 350, p. 1442,
449) 이한기, 국제법강의 신정판 (박영사, 2004), p. 675.
450) Chester Brown, supra note 350, p. 1444.
451) Ibid.
452) Hersch Lauterpacht,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by the International
Court, (Stevens & Sons, 1958),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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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등도 자신의 법률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ICJ 판결을 대개 언급한다.454)
또한 일군의 ICJ 재판관들도 일관성이 사법상 추론의 핵심이고, 예견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과거의 판례법(case-law)과의 일관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선
언하였다.455)
이와 같이 ICJ 판결은 영미법상 선례도 아니고 국제법상 공식적인 법원(法
源)도 아니지만 ‘사실상’ 국제법의 법원처럼 기능한다. 따라서 종전 판결과 일관
성을 유지한다면 대륙법계 국가의 법원의 판결이 국내법의 발전에 기여하듯이,
ICJ는 국제법의 발달과 확립에 기여할 것이다.

제3절 ICJ 재판의 이행
Ⅰ. 개관
판결의 이행이란 주어진 판결을 법원의 최종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결정을 선의로 성실히 실행하는 것으로서 피상적인 이행과 판결 회피를 위한 시
도는 배제된다.456) 국제분쟁해결절차가 다양한 맥락에서 새로이 출현하고 활용
되면서 ICJ 판결의 이행문제도 새로운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생겼다.457) 이
연구에서는 UN헌장 제94조를 중심으로 ICJ 판결의 이행 문제를 고찰한다.

1. UN헌장 제94조
제 94 조458)
453) ICJ규정 제38조 제1항 라목.
454) Chester Brown, supra note 350, p. 1444.
455) Legality of Use of Force (Serbia and Montenegro v. Belgium), Preliminary
Objections, Judgment, ICJ Reports (2004), p. 330 para. 3 (Joint declaration of
Vice-President Ranjeva, Judges Guillaume, Higgins, Kooijmans, Al Khasawneh,
Buergenthal and Elaraby)
456) 이재민,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의 이행: 이행분쟁 규율 규범의 공백과 대안의 모색”, 서울국
제법연구 제22권 제1호 (2015), 190-191면.
457) 이재민, 전게논문, 1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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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연합의 각 회원국은 자국이 당사자가 되는 어떤 사건에 있어서도 국제사법재
판소의 재판에 따를 것을 약속한다.
2. 사건의 당사자가 재판소가 내린 판결에 따라 자국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타방의 당사자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할 수 있다. 안전보장이
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결을 집행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취하여야 할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혁
국내 법질서와 달리 국제법원이나 국제재판소의 재판권은 임의적 또는 선택
적이고, 국제법원이나 국제재판소가 집행기관(enforcement organs)을

보유하

지 못하기 때문에 국제재판기관에 하는 재판회부에는 당사국이 선의로 재판을
이행하겠다는 의무가 내포되어 있다. 이 원리는 이미 1907년의 국제분쟁의 평
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acific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459) 제37조제2항에 규정되었다. “중재재판에 의뢰하는
것은 그 판정에 충실히 따른다는 약속을 포함한다. (Recourse to arbitration
implies an engagement to submit in good faith to the Award.)”
국제연맹규약 제13조제4항460)에도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회원국은
458) 영어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94

1. Each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undertakes to comply with the decis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any case to which it is a party.
2. If any party to a case fails to perform the obligations incumbent upon it under a
judgment rendered by the Court, the other party may have recourse to the Security
Council, which may, if it deems necessary, make recommendations or decide upon
measures to be taken to give effect to the judgment.
459) 우리나라도 이 협약의 당사국이며, 1999년 12월 2일 국회동의절차를 거쳐 1999년 12월 23
일 기탁서를 제출하였고, 관보게재를 거쳐 2000년 2월 21일 조약 제1512호로 국내 발효를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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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이나 PCIJ의 재판(decision)을 성실히(in full good faith)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는 연맹회원국에 대하여 전쟁에 호소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
였다. 이 조항에는 ‘집행기관을 통한’ 판결의 이행을 강구하는 방안을 최초로 규
정하였는바,461) 판결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연맹이사회는 판결의 이행을 위하
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제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PCIJ규정에는 판결의 집행에 관한 조항이 없었다. 이는 국가가 판결을 이행
하지 않는 일은 너무 희박하여 이런 일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사국의
PCIJ 판결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연맹규약 제13조제4항이 실제로 발동된 적은
없었다.462) 이는 PCIJ 판결의 이행을 당사국이 거부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463)
UN헌장 제94조의 내용이 보여 주듯이 이 UN헌장 조항은 연맹규약 제13조
제4항을 승계하지 않았다. 연맹규약 제13조와 같은 내용의 안이 제안되었지만,
미국과 소련을 포함한 국가들의 반대에 부딪혔다.464) 그에 따라 결국 ICJ 재판
의 이행과 관련된 안전보장이사회의 개입은 ICJ 판결(judgments)의 불이행의
경우로만 국한되었고, 안전보장이사회에 판결집행에 관한 재량권까지 부여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또한 연맹규약
의 ‘성실히(in full good faith)’라는 표현도 사라졌다. 연맹규약에서 전쟁에 호
소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 부분이 UN헌장 제94조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UN 아래에서는 무력행사가 일반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구는 불필요
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465)

460) “The Members of the League agree that they will carry out in full good faith any
award or decision that may be rendered, and that they will not resort to war
against a Member of the League which complies therewith. In the event of any
failure to carry out such an award or decision, the Council shall propose what
steps should be taken to give effect thereto.” (The Covenant of the League of
Nations Article 13 paragraph 4).
461) Oellers-Frahm, “Article 94”, Bruno Simma et al. (ed.),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 Commentary, 3r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 1958.
462) Ibid.
463) Leland M. Goodrich et al.,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Commentary and
Documents, 3rd and revised ed.,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9), p. 557.
464) Ibid. p. 556.
465) Oellers-Frahm, supra note 461, p.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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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패소당사국의 ICJ 재판을 이행할 의무 (UN헌장 제94조제1항)
1. 재판(decision)을 이행할 의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ICJ규정 제59조는 재판의 효력, 구속력의 문제를 다
룰 뿐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은 아니다. 기판력이 최종 재판(final decision)에
귀속되기

때문에

제59조는

일반적으로

판결(judgment)만을

포함한다.

‘judgment’, ‘decision’, 그리고 ‘judicial decision’이라는 용어는 교환적으로
사용된다.466) 따라서 ICJ규정 제59조의 ‘decision’이라는 용어는 ‘judgment’라
는 용어와 같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467) 이에 따르면, ICJ규정 제
57조부터 제60조까지와 UN헌장 제94조는 본안에 대한 판결을 언급한다. 한편,
명시적으로 judgment로 규정된 ICJ규정 제57조, 제58조는 판결뿐만 아니라 잠
정조치명령과 같은 부수적 명령이나 중간 명령에도 적용된다.468)
UN헌장

제94조는

제1항에서

decision이라는

용어를,

제2항에서는

judgment라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이 두 용어를 동의어로 볼 것인
가? 동일한 조(article)임에도 다른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볼 때,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서로 다르게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에
서 UN헌장 제94조를 해석하면, 제1항의 decision에는 판결(judgment)뿐만 아
니라 그 밖의 재판, 즉 잠정조치명령도 포함된다고 해석을 하고, 제2항은 엄밀
한 의미의 판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게 된다.469)

2. 이행의무의 객관적 범위
판결을 이행할 의무는 판결의 주문과 관련이 된다. ⓵판결의 주론(主論)을
466) Ibid.
467) Hans Kelsen, The Law of the United Nations : a critical analysis of its
fundamental problems, (Praeger, 1951), p. 720
468) Oellers-Frahm, supra. note 461, p. 1960.
46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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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고, ⓶주문을 뒷받침하고, 설명·해석하는 한, 판결이유 부분은 판결 이행
과 관련이 될 수 있다. 판결의 주문에서 당사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수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전의 지급, 원상회복, 법률상태·관계의 확인
인데,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판결주문은 법률관계의 확인이
다470). 앞 절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영사관계비엔나협약사건에서는 ICJ가 피고
국 국내기관의 국제법 위반을 치유하기 위하여 피고국의 선택으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기도 하였고, 또한 국제법위반의 재발방지를 요구하기도 하였다.471)

3. 이행의무의 주관적 범위: 국가기관의 ICJ 재판 이행의무
(1) UN헌장 제94조제1항에 따르면, 분쟁당사국은 판결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결 또는 재판의 집행은 분쟁당사국의 일이지 ICJ의 업무는 아니다. ICJ
규정 제59조에 따라 기판력은 분쟁당사자와 ICJ에 의하여 판결된 대상에 제한된
다.
ICJ 판결의 당사국은 판결이유 중 주론(ratio decidendi)를 포함한 판결주문
의 결과 또는 결론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이 의무
를 국내기관을 통하여 이행한다. 여기서 국내기관은 국내헌법상 권한에 따라 입
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인데, 대개 이들 기관 중 ICJ 판결에 의하여 직접 의무
부담을 하는 기관은 행정부이다. 따라서 실제로 국내기관의 국제법상 의무를 이
행하는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는 행정부를 제외한 국내기관(연방국가인 경우에는
연방뿐만 아니라 주(州)를 포함)의 이행문제가 중요하게 된다. 제4장에서는 ICJ
의 영사협약 사건 판결에 관한 미국의 국내 이행 문제, 즉 행정부를 포함한 다
른 국가기관에 의한 이행 문제를 다룰 것이다.
(2) 국제법의 주체인 국가가 부담하는 국제법상 의무는 ICJ 판결 또는 기타
재판에서 발생한 의무가 포함된다. Breard, LaGrand, Avena 사건에서 이 점
470) Oellers-Frahm, supra note 461, p. 1961.
471) LaGrand (Germany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I.C.J. Reports 2001, p.
516, para 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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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우 중요하였다. 그것은 미합중국이 Breard 사건의 ICJ의 잠정조치를 이행
하지 아니하면서 합중국을 구성하는 주의 권한을 간섭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472) 미합중국의 이러한 태도로 인하여 ICJ는 다음의 점, 즉 LaGrand
판결에서 Walter LaGrand의 사형 집행을 최종판결까지 정지하는 잠정조치의
이행이 애리조나 주지사의 관할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미합중국이 잠정조치명령
을 ‘미합중국의 국제공약에 따라 행위할 의무가 있는’ 애리조나 주지사에게 전
달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473) LaGrand 사건 본안판결에서는 ICJ가
미합중국이 책임을 진다고 판시한 것은 애리조나 주의 잠정조치명령의 불이행에
기인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474) 이와 같이 공식적으로는 ICJ의 판결의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그 판결에 따라 행위할 의무가 국내기관에도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3)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CJ규정 제34조에 따라 국가만이
쟁송사건의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ICJ규정 제59조에 따라 재판은 당사자인 국가
에게 구속력이 있다. 그리고 UN헌장 제94조제1항에 의하면 사건 당사자인 국가
가 재판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국내 국가기관이 ICJ 판
결·명령을 무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ICJ 판결·명령이 관계국의 국내기관에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국제위법행
위에 대한 국가책임법안(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제4조47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가기관의
472) Oellers-Frahm, supra note 461, p. 1963.
473) LaGrand (Germany v. United States of America),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3
March 1999, I.C.J. Reports 1999, p. 16, para. 28.
474) Oellers-Frahm, supra note 461, p. 1963.
475)
Article 4
Conduct of organs of a State
1. The conduct of any State organ shall be considered an act of that State under
international law, whether the organ exercises legislative, executive, judicial or
any other functions, whatever position it holds in the organization of the State,
and whatever its character as an organ of the central Government or of a
territorial unit of th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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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즉 ICJ 재판의 이행과 관련하
여 권한 있는 당국의 불이행은 국가의 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 국제법의 일
반원리에 비추어 보아도 국가가 판결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그 판결이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기관에 대한 것이라는 사유로써 회피할 수 없다. 이는 국가가
국제법 위반에 대한 항변으로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의 국제의무, 즉 국제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가 국제책임을 지기 때
문에 국내법상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은 국가의 국제의무와 모순 또는 대립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ICJ 판결의 이행에 관하여는 비록 즉각적이고 정확한 이행이 없는 경우
도 있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부분 이행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476)
예컨대, ICJ가 판결한 최초의 사건인 Corfu Channel 사건은 판결이 있고 나서
약 40년이 지나 알바니아가 영국에게 배상을 하였다.477) 또한 미대사관인질 사
건에서는 이란이 처음에는 ICJ 판결 이행을 거부하였지만 나중에 Algiers
Agreement이 미국과 이란 간에 체결되어 ICJ 판결은 이행되었다.478)

Ⅲ. UN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ICJ 판결의 집행 (UN헌장

제94조

제2항)
1. UN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과 ICJ 판결의 집행
(1) ICJ 판결 당사자가 판결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 안전보장이사회가 가지
는 권한은 국제연맹 이사회의 권한과 다르다. 연맹규약 제13조제4항의 대상에는
PCIJ의 재판뿐만 아니라 구속력이 있는 기타 재판기구의 재판과 중재기구의 중
2. An organ includes any person or entity which has that statu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l law of the State.
476) Oellers-Frahm, supra note 461, p. 1965.
477) Ibid.
478) Ibid. pp. 1965-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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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이 포함되었다.
또한 안전보장이사회는 승소국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안전보장이사회가 스스로 제94조제2항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한 판결당
사국이 아닌 UN회원국도 제94조제2항에 의한 조치를 안전보장이사회에 요청할
수 없다. 그러나 판결당사국이 아닌 UN회원국은 판결불이행으로 인한 상황이
국제적 마찰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전보장이사회나 총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는 있다479) 이 경우에는 안전보장이사회는 제6장 또는 제7장의 권고나 조치
를 취할 수 있다. UN헌장 제34조480)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더라도, 즉 ICJ 판결
의 불이행이 국제적 마찰이나 분쟁의 원인이 되어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지 않더라도 안전보장이사회는 UN헌장 제94조제2항에 근거하여

그 판결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ICJ 판결의 불이행이 있다는 것만으로
안전보장이사회가 제7장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고

UN헌장 제39조의 요건이 별도로 충족되어야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481)
(2) UN헌장 제94조제2항의 문언에 따라 당사국의 제소가 있더라도 안전보
장이사회는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연맹이사회가 취할 조
치를 제안하여야 한다고 연맹규약 제13조제4항에는 ‘기속적’ 규정이 있지만 UN
헌장은 안전보장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때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
는 ‘재량적’ 규정을 두고 있다. 더구나 판결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판
결이행을 촉구하는 ‘권고’도 할 수 있다.
(3) ICJ의 판결이 아닌 재판, 특히 잠정조치가 UN헌장 제94조제2항에 의하
여 집행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는 다음 제4절에서 상론하고 여기에서는 그
주요 결론만 정리한다. ICJ는 지시한 잠정조치를 안전보장이사회에 알릴 의무가
479) UN헌장 제35조 제1항. “국제연합회원국은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또는 제34조에 규정된
성격의 어떠한 사태에 관하여도,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총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480)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또는 국제적 마찰이 되거나 분쟁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사태에 관하여도, 그 분쟁 또는 사태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
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할 수 있다.”
481) Oellers-Frahm, supra note 461, p. 1966.

- 114 -

있다.482) 또한 LaGrand 사건에서 ICJ가 잠정조치의 구속력을 인정하였다. 따라
서 이런 점들에 근거한다면 잠정조치의 불이행도 제94조제2항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 조항의 판결(judgment) 개념에 모든 구속력 있는 재
판을 포함하는 것은 명문의 규정에 반할 수 있고, 잠정조치는 그 잠정성으로 인
하여 판결이 내려지면 소멸한다는 점에서 볼 때, 제94조제2항은 잠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제94조제2항은
ICJ 판결의 불이행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ICJ 판결의 집행을 위한 권고와 조치
UN헌장 제94조제2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recommendation)와 조치(measure)는 본질적으로 재량성을 가진다. 안전보장
이사회는 ICJ 판결과 다른 종류의 권고도 할 수 있지만,483) ICJ 판결의 기판력
(res judicata)을 손상시키거나 ICJ에 대한 상소심으로서 행동을 할 수는 없
다.484) 하지만 안전보장이사회가 제94조제2항에 기하여 제기된 판결의 불이행
문제를 헌장 제6장이나 제7장에 기하여 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경우 ICJ 판결의 불이행이라는 상황은 안보리 조치의 근거인 제6장이나
제7장의 여러 고려 사항 중의 하나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485)
제94조제2항의 문언이나 헌장상의 위치로 인하여 동조에 의한 조치는 헌장
의 다른 조항과 독립된 것으로 대체로 해석한다.486) 제94조제2항은 안전보장이
사회의 제6장 또는 제7장의 요건이나 효과에 대하여 어떤 언급도 없다. 따라서
안전보장이사회는 권고나 조치에 대하여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 예컨대, ⓵
안전보장이사회는 ICJ 판결을 일절 수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행할 것을 당사
국에게 요구할 수 있고, ⓶판결이행을 위하여 적당하다고 생각한 조치를 당사자

482)
483)
484)
485)
486)

ICJ규정 제41조제2항.
Hans Kelsen, supra note 467, pp. 539-540.
Oellers-Frahm, supra note 461, p. 1968.
Ibid.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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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권고할 수도 있고, ⓷판결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당사국은 자국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상황, 예컨대 재정위기 등으로 적시의 이행의 곤란
함을 주장할 수 있고 안전보장이사회도 권고하거나 조치를 취할 때 이러한 주장
을 고려할 수도 있다.487)

3. 표결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ICJ 판결 의무이행국인 경우에 제94조제2항에
의한 권고나 조치를 취하는 절차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
다. 이 문제의 결론은 안전보장이사회의 표결절차를 규정한 UN헌장 제27조의
해석에 좌우된다. UN헌장은 ⓵절차문제와 ⓶기타 문제, 이른바 실체문제(a
matter of substance)를 구별한다. 절차문제에 대한 결의는 9개 이사국의 찬성
을 요하지만488), 실체문제에 대한 결의는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국의 찬성을
요한다.489) 제94조제2항의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는 동조 제1항의 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라고 해석될 수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는 UN헌장 제27조제2항
의 절차문제가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는 UN헌장 제27조제3항의
이른바 실체문제가 된다. 이와 같이,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여부는 UN헌장 제27
조의 해석에 달려 있다.
제94조 제1항과 제2항의 밀접한 체계적 연결을 고려하고, 또 다른 UN 주요
기관인 ICJ의 최종판단인 판결이라는 속성과 사법기능의 행사로서 판결이라는
속성을 감안하면 제27조제2항을 적용하여 거부권을 불허하는 해석도 가능하지
만 지배적인 견해는 절차적 결정이 아닌 실체적 결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제27
조제3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다.490) 이 해석은 분명히 UN헌장 제94조제2항
에 의하여 취한 조치의 현실성을 반영하고 있으나 거부권 적용에 대한 질문에
확정적인 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UN헌장 제27조제3항491)은 제6장에
487)
488)
489)
490)

Ibid.
UN헌장 제27조제2항.
UN헌장 제27조제3항.
Oellers-Frahm, supra note 461, p.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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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결정에서 분쟁당사자는 투표를 기권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UN헌장 제94조가 ⓵안전보장이사회에 UN헌장 제6장과 제7장에 규정된 것
과 별개의 권한을 부여하였고, ⓶ 제6장이 아니라 제14장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UN헌장 제27조제3항의 기권 의무는 UN헌장 제94조제2항에 따른 조치에 적용
되지 아니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UN헌장 제94조제2항은 이러한 고립
된 해석보다 헌장상의 다른 규정과 관련하여 해석하면 제27조제3항의 기권의무
가 적용될 수 있다.
UN헌장 제94조제2항에서 보이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재량권은 안전보장이사
회가 ICJ의 보조기관으로서 행위하지 않고 독립된 기관으로서 자신의 임무에 따
라 행동한다는 의미이므로, UN헌장 제94조제2항에 따라 취할 조치에 대한 표결
절차도 안전보장이사회가 취하는 의사결정의 종류에 의하여 결정된다.492) ⓵ 안
전보장이사회가 권고를 하거나 UN헌장 제6장에 기하여 조치를 취하는 경우, 분
쟁당사자 특히 판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당사국은 표결에서 기권을 하여야 한
다. ⓶ 안전보장이사회가 UN헌장 제94조제2항에 기하여 안건을 관장하게 되어
제7장에 기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면, 실체문제에 대한 표결절차가 적용되므로,
상임이사국의 동의 의견을 포함하여 9개 이사국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한편 Medellí 판결에서 미연방대법원은 미국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거
부권을 행사할 제한 없는 권리(unqualified right)를 보유한다고 판시하였다.493)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UN헌장 제94조제2항의 제소에 대하여 거부권
을 무제한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안보리가 제6장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판결당사국인 안보리 이사국의 기권의무가 발생한다는 해석에
따르면, 미국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ICJ Avena 판결의 불이행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ICJ
Avena 판결의 불이행과 관련하여 제7장의 강제조치가 발동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UN헌장 제94조제2항이 제6장이 아닌 제14장
491) “그 외 모든 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동의 투표를 포함한 9개이
사국의 찬성투표로써 한다. 다만, 제6장 및 제52조제3항에 의한 결정에 있어서는 분쟁당사국
은 투표를 기권한다.”
492) Oellers-Frahm, supra note 461, p. 1970.
493) Medellín v. Texas, 552 U.S. 491, 509-5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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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규정되었고, 또한 이 조항의 안보리 권한은 UN헌장의 다른 조항과는 별개의
권한이라는 견해에 의하면 미국의 거부권 행사가 제한 없는 권리라는 미연방대
법원의 판시는 문제가 없게 된다.
결국 UN헌장 제94조제2항에 기한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하는 것이 안전보
장이사회를 통한 ICJ 판결의 집행을 항상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
다. 하지만

안전보장이사회가 독자적인

권한을 가진

UN의

정치적 기관

(political organ)으로서 ICJ 판결의 집행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
한 한계는 UN헌장에 내재된 한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UN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ICJ 판결 집행의 실제와 한계
(1) UN헌장 제94조제2항에 의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한 사례는 단 한
차례 있었다. 1986년 6월 27일 ICJ Nicaragua 사건판결을 UN헌장의 관련규정
에 따라 완전하고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을 긴급히 요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되었
다.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합중국의 거부권으로 비상임이사국 5개국이
제출한 이 결의안은 채택되지 못하였다.494) 11개국의 찬성(3개국 기권)을 고려
하면, 미국의 거부권이 없었더라면 결의가 채택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ICJ 판
결의 이행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안된 결의가 UN헌장 제6장에 속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합중국은 이 결의안에 대한 표결에서 기권할 의무가 있었을 지도 모
른다.495) 그런데 상기 표결절차에서 미합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하여
아무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고, 안전보장이사회 의장도 동 결의안이 채택되지
아니하였음을 선언하였다.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좌절된 이후 니카라과는 ICJ 판결의 이행 문제를 UN
총회에 제기하였다. UN헌장 제10조에 따라 UN총회가 이 사건 판결의 이행을
권고할 권한이 있으므로, 1986년 11월 3일 UN총회는 미합중국이 판결을 완전
하고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496)
494) 이재민, 전게논문, 194면.
495) Oellers-Frahm, supra note 461, p. 1971.
496) 이재민, 전게논문, 194면 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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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헌장 제94조제2항은 ICJ 판결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을 규정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판결의 집행을 담보하지 못한다. 이는 전술한 바
와 같이 두 가지 사유에 기인한다. 첫째, 안전보장이사회가 ICJ 판결의 집행에
관하여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둘째, 안전보장이사회
의 표결 구조에 거부권이 존재한다. 특히 상임이사국이 ICJ 판결을 이행할 의무
를 지는 경우, 나아가 상임이사국의 권익에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국
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ICJ 판결 승소국은 자신의
승소판결의 집행에 관하여 ICJ 판결 집행기관으로서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이나
UN헌장 제94조제2항의 기능을 크게 신뢰할 수 없다. 특히 패소한 국가가 안전
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경우에 그러하다.

제4절 ICJ 잠정조치명령의 효력과 이행
Ⅰ. 문제의 제기
국가간 분쟁해결에서는 제소 시점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 분쟁이 재판을 받
으려고 법원에 회부되면 그 분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송이
개시된 날에 존재하는 상황에 비추어 결정되며, 통상적으로 그 날 후에 일어난
것은 고려되지 않는다.497) 또한 국제법원에 의하여 보편적으로 수용된 원리로
서, 사건당사자는 앞으로 내려질 재판에 해가 되는 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조치
를 삼가야 하고, 일반적으로 당해 분쟁을 악화시키거나 확대시키는 부류의 조치
를 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498)

또한 소송 계속 중에 한 당사국의 조치

497) Shabtai Rosenne, Provisional measures in international law :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 1.
498) Electricity Company of Sofia and Bulgaria (Interim Measures), 1939 PCIJ Series.
A/B 79, p.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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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ICJ가 판정하여야 할 법적 상황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499) 따라서
소송계속 중에 한 당사자의 어떠한 행동도 분쟁의 대상과 관련하여 그 당사자에
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으며, 또한 상대방 당사자를 유리하게 만드는 것도 아
니다.500) 이러한 점에서 제소는 그 자체로 보전처분이 되어 그 사건 판결이 내
려질 때까지 상대방에 대한 각 당사자의 권리를 보전한다.501) 다만, 이는 다툼
의 대상이 제소 시 상태로 보전·유지되고, 어느 당사자도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계쟁물을 파괴하거나 관련 증거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소송의 대상인 권리를 보전하는 제도는, 정도의 차가 있지만, 국내외 모든
재판절차에 내재하는 기본적 제도이다. ICJ규정 제41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502)
제41조
1. 재판소는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 당사자의 각각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취하여져야 할 잠정조치를 제시할 권한을 가진다.
2. 종국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시되는 조치는 즉시 당사자 및 안전보장이사회에 통
지된다.

만약에 어느 국제법원의 설립문서 또는 기타 조약에 법원의 잠정조치에 특
정한 효력, 특히 구속력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잠정조치의 구속력에 대한 논란
은 발생하지 않는다.503) 그러나 이러한 구속력에 관한 조항이 없는 ICJ규정에
499) Passage through the Great Belt (Finland v. Denmark),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29 July 1991, I.C.J. Reports 1991, p. 19, para. 32.
500) Shabtai Rosenne, supra note 497, p. 1
501) Ibid.
502) 영문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41
1. The Court shall have the power to indicate, if it considers that circumstances so
require, any provisional measures which ought to be taken to preserve the respective
rights of either party.
2. Pending the final decision, notice of the measures suggested shall forthwith be
given to the parties and to the Security Council.
503) Roberto Kolb, “Note on New International Case-law Concerning the Binding
Character of Provisional Measures”, Nordic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74,
2005 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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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잠정조치 명령의 구속력 유무에 대하여는 PCIJ 시절부터 논란이 있었고,
이를 부인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점차 ICJ 잠정조치명령에 구속력을 인정
하는 견해가 등장하기 시작하여 ICJ LaGrand 사건 이전에 이 구속력 문제를
둘러싼 학설이 팽팽하게 대립하였다.504)
그런데 전술한 한국어본 제1항을 살펴보면, 영문본의 같은 곳의 ‘indicate’
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시할”로 표기·작성되었다. 즉 상대적으로 강한 명령조의
‘지시’라는 표현을 피하고 오히려 어감이 약한 권고조의 ‘제시’라는 용어를 쓴
것이 한국어본 작성 실무자의 단순한 어휘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UN 가입시점
의 우리 정부의 이해를 표현한 것이라면, 우리 정부도 ICJ 잠정조치의 법적 구
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ICJ 잠정조치와 관
련된 문헌에서는 ‘지시’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이 연구에서도 이러한 관행을
따른다.
잠정조치명령의 구속력 문제에 대하여 침묵하던 ICJ는 LaGrand 사건에서
구속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LaGrand 판결이 국제법에 미친 가장 큰 파
장은 아마도 이 사건이 ICJ가 잠정조치의 구속력을 인정한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데에 있을 것이다.505) 이하에서는 먼저 ICJ 잠정조치에 관하여 제도적 특징, 요
건 등을 개관하고 이어서 ICJ 잠정조치명령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논의한다.

Ⅱ. ICJ 잠정조치제도 개관
1. ICJ 잠정조치의 의의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잠정조치, 가보전조치, 또는 중간보전조치는 국제분쟁
이 어느 국제재판기구에서 그 해결이 강구되고 있을 때, 분쟁의 악화를 방지하
거나 판결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분쟁의 현상을 유지하는 절차를 말한
504) 최지현, 국제사법재판소의 잠정조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10. 6), 214
면.
505) 최태현·이진규, “국제사법기구가 내린 잠정조치명령의 효력- 인권보호 기능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3집 제3-2호 (2006), 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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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06) ICJ의 잠정조치는 계속 중인 소송의 대상을 이루는 각 당사국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최종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ICJ가 명하는 보전절차이다. 즉,
소송 계속 중에 있는 사태의 진전에 의해 소송의 대상을 이루는 당사국의 권리
가 결정적으로 침해됨을 방지하여 본안판결이 실효성을 가지도록 확보하는 제도
이다. 이 조치는 ICJ가 “사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요건의 테두리 안에서 ICJ의 폭 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 ICJ규칙에
따르면, 당사국의 신청에 의한 경우 외에, ICJ는 직권으로 이를 지시하는 것이
가능하다.507) 또한 당사국의 요청에 기하여, 언제라도 이를 수정 또는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508) ICJ의 잠정조치는 다음과 같은 제도상의 특징을 가진다.
첫째, 잠정조치 제도는 현상을 동결하면서 특정한 장래의 시기(구체적으로는
최종판결 선고시)까지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장래지향적 성격을 가진다.509) 이러한 점은 어느 과거의 시점에서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기능과 구분되는 특성
이다.
둘째, 잠정조치를 지시 또는 제시하는 주된 목적은 분쟁당사국의 권리를 보
전하기 위함이나, 인명(人命)의 위험 등 인권침해가 직접 관련된 분쟁에서는 ICJ
는 주권국가의 권리와 함께 개인의 인명이나 재산의 보호, 즉 인권을 보호하는
데에도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510)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사협약 제
36조는 개인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고 ICJ는 판단하였다. 따라서 ICJ가 Breard
사건, LaGrand 사건과 Avena 사건에서 내린 잠정조치명령에도 사형집행을 목
전에 둔 개인의 생명 보호라고 하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원래는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된 ICJ가 잠정조치의 지
506) 제성호, “국제사법재판소의 중간보전조치”, 서울대학교 법학 제25권 제4호 (1984), 222면.
507) ICJ규칙 제75조제1항.
508) ICJ규칙 제76조제1항.
509) Genocide조약 적용사건의 제1잠정조치명령에 따르면, ICJ는 잠정조치를 명할지 여부를 결정
할 때에 과거보다도 현재와 장래에 관심을 둔다고 하였다.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8 April 1993, I.C.J. Reports 1993, p. 16, para 25.
510) 전순신, “국제사법법원의 가보전조치와 인권의 보호”, 국제법학논총, 제50권 제2호 (2005),
243-2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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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 나아가서는 인권과 인도적 고려사항을 참
작하고 있다.511)
셋째, 요청된 잠정조치의 내용이 일정한 법적 평가를 전제로 하여 지시된다
면 그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는다고 생각하는 상대방이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당연 일어날 수 있고 게다가 실제로는 이것이 ICJ의 잠정조치제도의 통상의 실
무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512) 또한 잠정조치를 지시하는 ICJ의 명령이
준수되지 아니하여도, 국제사회가 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단은 거의 없
다.513)
이상과 같은 특징을 가진 잠정조치에 관하여, 국가는 그 제도 자체에 대하
여는 동의하여도 잠정조치명령이 가지는 본안단계에서의 판단에 대한 실질적 영
향을 고려하여 이에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에 소극적이게 된다. 그러나 앞
으로 자세히 고찰할 바와 같이 ICJ는 LaGrand 판결에서 잠정조치명령의 법적
구속력을 명시적으로 승인하였다. LaGrand 사건 판결의 당해 부분 내용과 이
를 둘러싼 논의를 통하여 잠정조치명령의 기능과 ICJ의 역할을 고찰하기로 한
다.
ICJ의 잠정조치를 지시할 권한은 ICJ규정과 ICJ규칙에 명기되어 있다. 그러
나 ICJ규정 제41조는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라는 포괄적인 요
건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잠정조치 요건은 ICJ 판례를 통하여 구체화되어
야 하였고, 그 큰 줄기는 ⑴ 잠정조치를 명할 관할권의 존재와 ⑵ 회복불가능한
손해와 긴급성의 존재이다.514) 이하에서는 판례에 의하여 확인된 잠정조치 요건
511) 상게논문, 249-250면. 그러나 Oda 재판관은 국가 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주로 해결
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엔의 주요한 사법기관의 기능으로부터 일탈한다는 것을 이유로 ICJ가 인
권보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LaGrand (Germany v. United States of
America),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3 March 1999, I.C.J. Reports 1999, pp.
19-20. para. 6. (Declaration of Judge Oda).
512) Constanze Schulte, Compliance with Dec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p. 275-402, 418-435. 잠정조치는 PCIJ나 ICJ에
의한 국제사법재판보다는 국제중재재판에서 오히려 더 잘 이행된다고 한다. 제성호, 전게논문,
222면, 주 1.
513) UN헌장 제94조제2항에 관한 문제이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동 조항의 judgement 개념
에 잠정조치가 포함되는지 불분명하고, 실제로 UN안전보장이사회가 잠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C. Schulte, supra note 512, pp. 60-62.
514) 잠정조치 요건을 세분하고 상세히 분석한 요건은 최지현, 국제사법재판소의 잠정조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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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고찰하고, 잠정조치명령의 효력을 검토하기로 한다.

2. 잠정조치의 요건
(1) 관할권의 존재
제3장제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CJ규정 제36조는 ICJ가 본안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려면 분쟁당사국 간에 ICJ가 관할권을 가지는 데에 동의가 있어
야 한다. 그러나 ICJ는 잠정조치를 지시하기 위하여 ICJ규정 제36조에 의존하기
보다는 ICJ규정 제41조가 ICJ에게 잠정조치를 지시할 관할권을 부여할 것으로
해석하였다.515) ICJ는 판례를 통하여 잠정조치요청을 처리하는 경우, 본안에 관
한 관할권을 확정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없고, ‘원고가 의거한 조항이 ICJ의 관할
권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근거를 일견(prima facie) 구성하고 있으면’ 조치를 지
시할 수 있다는 표현관할권 법리를 발전시켰다.516) 이 법리는 잠정조치 재판에
서 본안의 관할권을 심리한 결과 ICJ의 관할권이 성립할 수도 있다는 여지가 일
견 제공될 정도가 되었을 때 잠정조치 사건의 관할권 성립을 인정하는 이론이
다.517)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사건의 경우에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임의의정서’ 제1조에서 영사협약의 해석·적용에 관
한 분쟁을 ICJ에 회부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ICJ의 잠정조치에 관한 관할권
을 인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미국은 ICJ Breard 사건에서
자국이 영사협약 제36조제1항(b)의 영사고지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고 영사
협약에 원상회복 권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임의의정서 제1조의 영사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대한 분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항변하였다.518) 그러나 ICJ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10. 6), 특히 121-175면을 참조.
515) 제성호, “국제사법재판소의 중간보전조치”, 서울대학교 법학 제25권 제4호 1984, 231면.
516) Nuclear Tests (Australia v. France), Interim Protection, Order of 22 June 1973,
I.C.J. Reports 1973, p. 101, para. 13.
517) 최지현, 전게논문, 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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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사협약에 따른 구제수단의 존재 여부가 본안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임의의
정서 제1조가 있는 이상 표현관할권이 존재한다고 판시하였다.519)
멕시코는 Avena 판결 해석 요청 사건에서 잠정조치로써 멕시코와 멕시코
국민의 권리를 보전을 위하여 자국민에 대한 사형집행을 정지할 것을 신청하였
다. 판결의 해석 요청은 ICJ규정 제60조에 의거하는 것이므로 해석 요청사건의
잠정조치를 위한 관할권의 부재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2) 회복불가능한 손해와 긴급성
잠정조치가 지시되는 것은 긴급성(urgency)이 있는 경우, 즉 최종판결 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에 의하여 계쟁권리에 일어날 현실의 급박한 위험이 존재
하는 경우’뿐이다. 이처럼 회복불가능한 손해 또는 불이익(irreparable damage
or prejudice)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사안이 긴급하면 원칙적으로 잠정조치는,
다른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지시되어야 한다.520)
ICJ가 잠정조치를 지시할 권한은 소송상 분쟁의 대상이 된 권리에 야기될
회복불가능한 손해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521) 즉 ‘권리에 대한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이어야 하므로 회복불가능한 손해의 위
험이 없으면 잠정조치를 긴급하게 지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522) 회복불
가능한 손해나 불이익의 위험이라는 요건도 표현관할권과 마찬가지로 판례법
(case-law)에 의하여 확립된 요건이다.523)
회복불가능한 손해란 최종판결에서 적절히 전보되지 못하는 손해나 불이익
518)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Paraguay v. United States of America),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9 April 1998, I.C.J. Reports 1998, p. 256, para. 28.
519) Ibid. pp. 256-257, paras. 33-34.
520) J. G. Merrills, “Interim Measures in the ICJ”,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44 (1995), p. 107.
521) Frontier Dispute,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10 January 1986, I.C.J. Reports
1986, p. 8, para. 13; LaGrand (Germany v. United States of America),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3 March 1999, I.C.J. Reports 1999, p. 15, para. 22.
522) Certain Criminal Proceedings in
France (Republic of the Congo v. France),
Provisional Measure, Order of 17 June 2003, I.C.J. Reports 2003, p.110, para 35.
523) J. G. Merrills, supra note 520, p.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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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한다. 따라서 적절한 수단이 존재하여 전보나 배상이 가능하다면 회복불가
능한 경우가 아니다. 회복불가능한 손해에는 생명, 신체에 대한 손해도 포함된
다.524) 사형집행이 임박한 Breard 사건, LaGrand 사건, Avena 사건에서 회복
불가능한 손해나 긴급성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다. 다만
Avena 사건에서는 사형집행일이 닥친 자 3인에 대하여만 ICJ가 잠정조치명령을
한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생명 침해라는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더라도 긴급하지 아니하면 잠정조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LaGrand 사건의 잠정조치는 신청이 있고 나서 23시간 만에 명령이 내려졌
다.525) 이는 Water LaGrand의 사형이 1999년 3월3일에 예정되었음에도 독일
이 3월 2일에 미합중국을 상대로 제소함과 동시에 잠정조치를 지시할 것을 신
청하였기 때문이다.526) 또한 사건의 초긴급성으로 말미암아 구술심리를 생략한
채로 직권에 의한(proprio motu) 잠정조치가 최초로 지시되었다.527)

3. 잠정조치와 가판결의 구별
㈀ 소송절차뿐만 아니라 중재절차에서도 그 판정이 내려지기까지 많은 시간
이 소요되므로, 중재절차 진행 중에 패소당사자가 중재대상의 목적물을 처분하
거나 재산을 도피한다면 중재판정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게 되고, ㈁ 중재대상인
목적물이 부패하거나 그 가격이 폭락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긴급한 처분이 없다
면 당사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528) 우리나라 중재법은 제18
조에서529) 중재판정부에 의한 ‘임시적 처분’을 인정하고 있다. ‘임시적 처분’은
524) Karin Oellers-Frahm, ‘Article 41’, Andreas Zimmermann et al.,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 Commentary,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 1046.
525) Ibid. p. 1048. 잠정조치신청후 Breard 사건은 6일, Avena 사건은 4주만에 각각 잠정조치
가 지시되었다. Ibid. p. 1048, n. 141.
526) LaGrand (Germany v. United States of America),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3
March 1999, I.C.J. Reports 1999, p. 12, paras 8-10.
527) Karin Oellers-Frahm, supra note 524, p. 1049.
528)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182면.
529) 제18조(임시적 처분)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어느 한쪽 당
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분쟁의 대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적 처분을 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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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의 잠정조치에 해당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중재절차의 임시적 처분과 관련하여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권한
에 근거하여 일방당사자에게 본안판정에서 예상하고 있는 금원의 지급 또는 재
산처분을 잠정적으로 명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530) 이러한 ‘잠정적
판정(provisional award)’은 자금의 흐름이 중요한 건설 또는 해상분야에서 유
용하고, 영국 중재법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잠정적 판정
을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 중재법에서는 본안의 예비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잠정적 판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531) 그런데 이러한 잠
정적인 판결, 즉 가판결의 문제는 ICJ의 잠정조치에서도 제기되는 문제로서 당
사자가 잠정조치절차를 이용하여 가판결을 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었다.
잠정조치는 소송대상을 이루는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므로 잠정조치명령은
일견 가판결을 내린 것처럼 보인다. 가판결은

본안의 주요신청을 가보전명령으

로 잠정적으로 선취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1929년 Chorzów Factory 사
건의 잠정조치명령에서 PCIJ는 가판결의 효과를 가지는 잠정조치 신청을 인정하
지 아니하였다.532) 이 사건에서는 독일은 잠정조치로 본안 청구인 손해배상액
가운데 우선 3천만 마르크의 보상을 잠정조치명령 1개월 이내에 지불하여야 한
다는 잠정조치 신청을 제출하였다.533) 이 사건의 경우는 배상청구의 소송에서
금전의 잠정적 지불을 신청한 것이므로 분명히 가판결을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PCIJ는 “독일 정부의 신청은 잠정조치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소장에 규정된 신청의 일부에 대한 가판결(judgement provisionnel)을
선고 받으려는 것”이며, 이는 PCIJ규정·규칙 등 관련규정의 범위 내에 있는 신
청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534) 다만, 이러한 PCIJ의 판결은 본안 청구에 대한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피신청인이 임시적 처분을 갈음하여 제공할 담보의 금액을 정
할 수 있다.
② 중재판정부는 임시적 처분의 신청인에게 적절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530) 목영준, 전게서, 187면.
531) 목영준, 전게서, 187면.
532) Case Concerning the Factory at Chorzów (Indemnities) Order made on November
21st, 1927 PCIJ Series. A, No. 12, p. 11.
533) Ibid, p.10
53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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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판결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 잠정조치 신청의 내용이 본안 청구와
동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535) 예를 들어 ICJ는 미대사관인
질사건에서 미국이 신청한 자국 대사관에 갇혀 있는 자들에 대한 석방을 구하는
잠정조치신청, 즉 본안청구와 동일한 잠정조치신청을 받아들였다.536)

Ⅲ. LaGrand 판결 이전의 잠정조치명령의 법적 효력에 관한
논의
1. 서설
아마 잠정조치에 대하여 가장 논란이 된 문제는 잠정조치명령이 당사자를
구속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잠정조치에는 긴급한 처분이 필
요하고, ICJ는 당해사건에 관한 관할권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완전한 납득이 없
더라도 일견 관할권이 있다고 생각하면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ICJ가
잠정조치를 발한 후 심리를 진행하여 보니 당해사건에 관한 관할권이 없음을 나
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ICJ도 이러한 일을 경험
하였다.537) 이와 같은 경우에 잠정조치가 구속력이 있다고 한다면, ICJ의 관할권
에 동의한 바가 없는 국가가 ICJ가 관할권도 없이 내린 잠정조치명령에 구속된
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또한 이는 국가의 주권에 대한 침해가 되며, ICJ도
원래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월권행위(ultra vires)를 한 것이 된
다.538) 반면에 ICJ의 잠정조치명령에 구속력이 없어서 피신청국이 이 명령을 무
시할 수 있다면, 나중에 신청국이 본안에서 승소한 경우에 본안판결의 집행에서
535) 최지현, 전게논문, 152면.
536) Case Concerning 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 (United
States of America v. Iran); Order of 24 December 1979, I.C.J. Reports 1979, p. 18,
para. 47.
537) Anglo-Iranian Oil Co. case (jurisdiction), Judgment of July 22nd, 1952: I.C.J.
Reports 1952, pp. 114-115.;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Georgia v. Russian Federation),
Preliminary Objections, Judgment, I.C.J. Reports 2011, pp. 140-141, paras 186-187.
538) Karin Oellers-Frahm, supra note 524, p. 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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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실효성이 위협받게 된다.539)
LaGrand 사건 이전에 PCIJ도 ICJ도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았
다. 다만 ICJ가 정황상 잠정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고 인정하면, 각 당사자는 재
판소의 잠정조치명령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하고 오로지 자국의 권리라고 믿는
바에 준거하여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Nicaragua 사건 본안판결에서 판시
한 바 있다.540) 그러나 이는 잠정조치의 구속력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541)
또한 LaGrand 사건의 잠정조치명령에서 애리조나 주지사는 미합중국의 국제공
약에 따라 행위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지만,542) 이는 국가의 일반적인 국제책임
에 관한 것이지 잠정조치의 법적 효력에 관한 것은 아니다.543)
잠정조치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문제는 LaGrand 사건의 본안판결에서 최
종적으로 판단되었다. 이 구속력 문제의 어려움은 Hudson 재판관의 입장변화
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그는 1934년에는 잠정조치의 구속력을 부인하였지만,
1944년에는 잠정조치를 판결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가 다시 1952년에는 신중론을 보였다.544) 이하에서는 먼저 LaGrand 판결 이
전의 잠정조치명령의 구속력에 대한 논의 사항을 먼저 고찰한 후 LaGrand 본
안판결에 대하여 검토를 한다.

2. 잠정조치명령의 법적 구속력 부정설
PCIJ 시대의 다수의견은 잠정조치명령 구속력에 대하여 부정적이었다.545)
ICJ의 잠정조치명령이 당사국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binding force)을 가지는가

539) Ibid.
540)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Merits, Judgment, I.C.J. Reports 1986, p. 144, para 289.
541) Karin Oellers-Frahm, supra note 524, p. 1062.
542) LaGrand (Germany v. United States of America),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3
March 1999, I.C.J. Reports 1999, p. 16, para 28.
543) Karin Oellers-Frahm, supra note 524, p. 1063.
544) 제성호, 전게논문, 246면; Mehmet Semih Gemalmaz, Provisional Measures of
Protection in International Law: 1907-2010, (Legal, 2011), p. 72.
545) Shabtai Rosenne, supra note 497,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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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관하여 부정론의 주요 근거는 현행 ICJ규정 제41조의 전신(前身)인 PCIJ
규정 제41조의 표현형식과 그 기초경과에 있다. 우선, 1920년 연맹이사회에 의
하여 구성된 법률가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f Jurists)에서 Raoul
Fernandes 위원이 Bryan조약 제4조를 인용하며 제시한 “ordonner(명한다)”라
는 표현은 동위원회에 의하여 “indiquer(지시한다)”로 수정되었다.546) 게다가
Fernandes는 잠정조치의 위반에 효과적인 제제가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 입장이 현명하지 못하다는 반대에 부딪혔고, 대신에 PCIJ규정
제2항의 내용이 채택되었다.547)
연맹총회에서

행한

수정과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548)

프랑스어본의

“indiquer”에 대응하는 위원회의 영어본에는 suggest로 되었으나, 연맹총회의
심사에서 이 낱말의 연약함이 지적되어, indicate로 수정되었다. 하지만 제2항
의 영어본에는 여전히 measures suggested로 남아 있다. 게다가 “취하여야
할” 잠정조치의 프랑스어본의 표현은 “doivent être prises”임에 반하여, 영어
본에는 “ought to be taken”으로 되었고, 제2항에서 프랑스어본의 “ces
mesures”는 영어본에서는 “measures suggested”로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잠정조치명령의 효력을 여리게 하는 형태로써 기초되었고, 특히 영어본에 이런
경향이 보인다.
1931년의 PICJ규칙의 개정에 즈음하여 ‘indicate’를 ‘perscribe’나 ‘order’
로 바꾸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PCIJ의 입장은 이러한 개정은 PCIJ규정 제41조가
PCIJ에 부여한 권한을 넘는다는 것이었다.549) 그래서 이러한 기초경과를 반영하
여 PCIJ의 재판관 가운데에는 잠정조치명령의 법적 구속력을 부정적으로 해석하
는 견해가 적지 아니하였다.
Åke Hammarskjöld는 제41조가 절차를 다룬 장(章) 속에 의도적으로 삽입
되었고, 제41조의 문언은 의도적으로 ‘order’를 피하고 ‘indicate’를 규정하였으
며, PCIJ규정이 국제연맹규약 제13조제3항의 적용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연맹이
546) Mehmet Semih Gemalmaz, supra note 544, p. 19.
547) Jerzy Sztucki, Interim measures in the Hague Court : an attemt at a scrutiny,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83), p. 24.
548) Ibid. p. 25.
549) Karin Oellers-Frahm, supra note 524, p. 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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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통보를

규정한

점을

들어

잠정조치의

구속력을

부인하였다.550)

Dumbauld는 잠정조치를 지시하는 것은 PCIJ의 직무이지만, 당사자는 이를 따
를지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잠정조치를 특수한 형태의 권
고적 의견이라고 하였다.551) Szabo는 ‘ought’라는 말이 그 통상적인 의미에 명
령적 성격을 가지지 않고 ‘should’의 동의어로서 도덕적 의무 이상의 강도를 함
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데에는 shall이나 must가
더 적절하다고 하였다.552)
우리나라에서도 잠정조치의 구속력에 대한 부정설이 주장되었다. 이한기는
“가보전조치는 분쟁당사국에 대한 지시로 그치고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고
하였다.553) 정일영도 “PCIJ나 ICJ의 중간보전조치지시명령은 법적 구속력을 결
한다는 것이 통설”이라고 하면서,554) “중간보전조치지시의 효력은 법적 구속력
보다도 ICJ 명령을 거부하는 부담을 상대방에게 과하는 정치적인 효과가 더 크
다 할 것”이라고 하였다.555)

3. 잠정조치명령의 법적 구속력 긍정설
잠정조치의

구속력을

긍정하는

견해는

기능적

접근법(functional

approach)을 강조하고, ICJ의 내재적·고유한 사법기능과 제도적 실효성에 근거
하고 있다.556) 잠정조치의 구속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주로 재판절차의
보호에서 잠정조치가 점하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예컨대, Genocide사건 제2잠
정조치명령에 대한 개별의견에서 Weeramantry 재판관은 최종판결까지 분쟁대
550) 제성호, 전게논문, 245면; Jerome B. Elkind, Interim Protection: A Functional
Approach,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1), p. 155
551) E. Dumbauld, supra note 353, p. 169.
552) Eelco Szabo, “Provisional Measures in the Word Court: Binding or Bound to be
Ineffective?”, Leiden Journal of Internationa Law, Vol. 10 (1997), pp. 477-478.
553) 이한기, 국제법강의, 신정판, (박영사, 2004), 673면.
554) 정일영, “국제재판상 중간보전조치”, 서울대학교 법학 제4권 제1·2호 (1962), 267면.
555) 정일영, 전게논문, 269면.
556) Mehmet Semih Gemalmaz, supra note 544,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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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보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잠정조치를 지시하는 권한은 ICJ의 고유한
것이어서 일방당사자의 행위에 의하여 분쟁대상에 위협이 가해짐에도 불구하고
ICJ가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면 이는 자신에게 부과된 임무를 수행하는 실효적인
권한을 부정하게 된다고 하면서, 잠정조치가 당사자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도
록 ICJ규정을 해석하는 일은 사법권의 구조와 합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
다.557) 그 밖에 잠정조치명령에 법적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을 주장하는 학설의
다수도 기능적 관점에서 잠정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그 근거로 한다.558)
Hambro는 명령의 구속성을 긍정하는 이유로서, UN헌장 제94조 제1항과
제2항의 차이에 근거하여, 제1항이 재판(decision)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2항은
판결(judgment)만을 언급한 점에 착안하여 잠정조치명령도 동조 제1항에 포함
되므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559) Niemeyer는 ⓵ 잠정조치는 국
제법에서뿐만 아니라 국내 제도상 자의적인 폭력의 사용에 대비하는 보장이고,
⓶ 분쟁이 법원에 회부될 수 있는 한, 당사자는 재판에 영향을 주거나 그 이행
을 불가능하게 하는 작위나 부작위를 삼갈 것이 기대되며, ⓷ 이러한 의무는
ICJ규정 제41조가 없어도 존재하는 의무라고 하였다.560) 또 Fitzmaurice는 잠
정조치는 ICJ의 최종판결에서 결정된 당사국의 권리를 보전하고 그에 대한 침해
를 방지한다는 절대적 필요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잠정조치는 구속력을 가진다고
한다.561) Elkind는 UN의 평화유지 과정에서 잠정조치가 본질적 역할을 하고 있
어 잠정조치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기능적 또는 목적적 접근이 요청된다고
하였다.562)

557)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13 September 1993, I.C.J. Reports 1993,
pp. 376-377. (Separate Opinion of Judge Weeramantry)
558) C. H. Crockett, “The Effect of Interim Meaures of Protection in the ICJ”,
Califor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7 (1997), p. 351.
559) Hambro의 주장은 Jerome B. Elkind, supra note 550, pp. 160-161 참조.
560) Niemeyer의 주장은 Ibid. pp. 154-155 참조.
561) Gerald Fitzmaurice, “The Law and Procedur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1951-4: Questions of Jurisdiction, Competence and Procedure”,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34 (1958), pp. 122-123.
562) Jerome B. Elkind, supra note 550, p.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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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잠정조치명령의 구속력에 대한 ICJ LaGrand 판결
1. 독일의 신청과 주장
독일은 제3신청으로서 ICJ에 다음과 같이 판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미합중
국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이 사건에 관한 최종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Walter
LaGrand의 사형집행이 행하져지지 않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
지 아니하여 ICJ가 1999년 3월 3일에 발한 잠정조치명령을 준수하고 재판절차
가 계속되는 사이에 분쟁의 대상을 해하는 행위를 삼갈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하
였다.”563)
독일은 ICJ에 의해 지시된 잠정조치가 UN헌장과 ICJ규정에 의거하여 구속
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564) 이 주장의 근거를 보이기 위하여 독일은 UN헌장
제94조제1항, ICJ규정 제41조제1항과 “ICJ 실무·관행” 등을 인용하면서 여러 가
지 주장을 전개하였다.
독일은 미합중국이 다음 세 가지 면에서 1999년 3월 3일의 ICJ 잠정조치명
령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565) 첫째, ICJ가 잠정조치 명령을 발한 직후에 독
일은 Water LaGrand의 사형집행 정지를 위하여 미합중국 연방대법원에 제소
하였다. 일련의 소송과정에서 미합중국 법무차관은 연방대법원에 보낸 서한에서
ICJ의 잠정조치명령은 구속적인 것이 아니고, 사법적 구제의 근거가 되지 않는
다고 주장하였고, 이 연방정부 고위직의 견해는 연방대법원에 직접 영향을 주었
다.566) 둘째, 미합중국의 기관의 하나인 미연방대법원은 사형집행정지를 명하는
것을 다수결로 거부한 점이다.567) 이렇게 함으로써 ICJ의 잠정조치 명령을 근거
로 하는 독일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셋째, 애리조나 주지사가 애리조나 주법에
따라 권한이 부여되었음에도, 또한 특히 이 사건과 관련된 국제법적 쟁점을 고
563) LaGrand (Germany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I.C.J. Reports 2001, p.
498, para. 92.
564) Ibid. p. 498, para. 93.
565) Ibid. p. 499, para. 94.
566) Ibid.
56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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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사형집행의 일시 정지를 권고한 주사면·감형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
고, Walter LaGrand의 사형집행 정지를 명령하지 않았다는 점이다.568)

2. 미국의 주장
미합중국은, ⓵ 합중국 정부가 ICJ의 잠정조치명령을 곧바로 애리조나 주지
사에게 송부한 것, ⓶ 미합중국은 명령을 그 단계에서 사형집행을 정지하는 법
적 권한을 가지는 유일한 공직자의 손에 넘긴 것, 그리고 ⓷ 주네덜란드 미합중
국대사관 법률담당참사관의 1999. 3. 8.자 서한으로 미합중국이 명령 이행을 위
하여 취한 모든 조치를 ICJ에 알린 것을 지적하였다.569) 또한 미합중국은 자국
의 능력을 제한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진술하였다.570) ⓵ ICJ명령의 발령
과 Walter LaGrand의 사형집행에 설정된 시각 사이의 시간이 대단히 짧았고,
⓶ 미합중국이 권력이 분립된 연방공화국 정체를 가지고 있는 점이다.
미합중국은 ICJ의 3월 3일 잠정조치명령이 미합중국을 구속하는 법적 의무
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571) 이 점에 관하여 미합중국은 ⓵ 명령
의 중요 부분에서 ICJ가 사용하는 용어는 구속력 있는 법적 의무를 창출하기 위
하여 사용한 용어가 아니고, ⓶ ICJ는 잠정조치를 지시하는 명령이 설사 그것이
명령적인 용어를 쓰고 있다고 해도 국제법상 의무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하기
어려우며, ⓷ 잠정조치의 법적구속력에 관한, 논쟁이 있는 법률문제를 이 사건
에서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572) 미합중국은 잠정조치명령이 구속력
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견해를 지지하며, ICJ규정 제41조제1항과 UN헌장 제94
조의 용어와 역사, 이들 규정에 기한 ICJ의 실무·관행과 국가의 실무·관행 그리
고 국제법학자의 주석을 근거로 자국의 주장을 전개하였다.
자국이 소송계속 중 분쟁의 대상을 해하는 행위를 자제하여야 하는 국제법

568)
569)
570)
571)
572)

Ibid.
Ibid. p. 500, para. 95.
Ibid.
Ibid. p. 500. para. 9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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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독일의 주장에 관하여, 미합중국은 독일이 제시한 법원
칙이 함의하는 바는 잠재적으로 과장된 논리라고 반박하였다.573) 단지 ICJ에 제
소하는 것만으로 피고국이 분쟁의 대상에 영향을 준다고 여기는 모든 행위의 지
속을 원고국이 피고국으로 하여금 삼가게 할 수 있다고 독일이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독일이 주장하는 것이 만일 법이라면, 잠정조치에 관한 ICJ의 법규와
실무·관행의 전부가 불필요한 것이 되는바, 그러나 그것은 법이 아니고 국가와
ICJ가 실제로 행하여 온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였다.574) 또한 미합중국은 ⓵ 독
일의 마지막 순간의 신청으로 인한 시간상 절박함으로 인하여 사법절차의 기초
가 된 기본원칙들이 3월 3일의 ICJ 명령과 관련하여 준수되지 않았고, ⓶ 따라
서 ICJ가 잠정조치명령을 구속력 있는 법적 의무의 연원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
은 이상하다고 주장하였다.575)

3. ICJ의 판단
(1) PCIJ에서도 현재의 ICJ에서도 규정 제41조에 기하여 행한 명령의 법적
효과를 결정하는 것은 요청 받은 적이 없다.576) 독일의 제3신청은 1999년 3월
3일에 내린 잠정조치명령을 준수할 국제법적 의무를 명확히 언급하였고 미합중
국은 그러한 의무의 존재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ICJ는 이 문제에 명확하게 판
결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양당사자 간에 존재하는 분쟁은, 본래 ICJ
규정 제41조의 해석에 관한 것이다.577) 그 해석에 대하여 문헌에서는 여러 논의
가 행하여져 왔다. ICJ규정 제41조를 해석하는 경우에 ICJ는 조약법에 관한 비
엔나협약 제31조에 규정된 조약의 해석원칙에 관한 국제관습법을 따른다.578) 동
협약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조약은 문맥에 의하고 그 목적와 취지에 비추어 부
여되는 용어의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573)
574)
575)
576)
577)
578)

Ibid.
Ibid.
Ibid.
Ibid.
Ibid.
Ibid.

p. 501, para. 96.
p. 501, para. 97.
p. 501, para. 98.
p. 501, para.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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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제41조의 프랑스어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41
1. La Cour a le pouvoir d'indiquer, si elle estime que les circonstances
l'exigent, quelles mesures conservatoires du droit de chacun doivent
être prises à titre provisoire.
2.

En

attendant

l'arrêt

définitif,

l'indication

de

ces

mesures

est

immédiatement notifiée aux parties et au Conseil de sécurité.

이 조약문에서 indiquer와 l'indication이 잠정조치의 의무적(mandatory,
강행적) 성격을 가지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doivent être prises라는 용어는 명
령적 성격(imperative character)을 가진다.579)
제41조의 영어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41
1. The Court shall have the power to indicate, if it considers that
circumstances so require, any provisional measures which ought to be
taken to preserve the respective rights of either party.
2. Pending the final decision, notice of the measures suggested shall
forthwith be given to the parties and to the Security Council.

이 영어의 용어의 용법에 관하여, ①order가 아니라 indicate가, ②must
또는 shall이 아니라 ought가, ③ordered가 아니라 suggested가 사용된 것은
제41조에 기한 재판이 의무적 효과(mandatory effect)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미합중국은 주장하였다.580) 그러나 1920년에는 프랑스어본
이 원본이란 점을 감안하면, indicate와 ought와 같은 용어는 order와 must
또는 shall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될 수 있다.581)
579) Ibid. p. 502, para. 100.
580) Ibid.
58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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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와 프랑스어 두 규정이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ICJ는 우선 UN헌장 제92조에 따라 ICJ규정이 UN헌장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
는 것에 주목한다. UN헌장 제111조에 따라, UN헌장과 ICJ규정의 프랑스어본과
영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그런데 동등하게 정본인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
UN헌장은 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제시하지 않는다. 이에 관하여 당사자 간
에 합의가 없는 경우 국제관습법을 반영한 조약법 협약 제33조제4항을 참조하
는 것이 적절하다.582) 이 조항에 의하면, 각 정본의 비교에 의하여 제31조와 제
3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도 제거되지 아니하는 의미의 차이가 드러나는 경우에
는 조약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한 후 모든 정본에 대하여 최대로 조화되는 의미
를 채용하여야 한다.
ICJ규정의 목적과 취지는 ICJ규정에 규정된 기능, 특히 ICJ규정 제59조에 따
른 구속력 있는 재판에 의하여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이라는 기본적 기능을 수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583) 분쟁당사자의 각각의 권리가 보전되지 아니하여
ICJ가 그 작용을 수행함에 지장을 받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제41조의 ICJ규정상
맥락이 있다.584) ICJ규정의 목적과 취지, 아울러 제41조의 문맥상 해석된 내용
으로부터 잠정조치를 지시하는 권한이 필요성에 기하는 점을 고려하면, ICJ의
최종판결에 의해 결정될 당사자의 권리를 보전하고 권리가 침해됨을 회피하는
것이 요구된 상황에 있는 경우, 잠정조치는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
달한다. 제41조에 기하여 지시된 잠정조치는 구속적이지 아니하다는 주장은 제
41조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게 될 것이다.585)
제41조에 기하여 내린 명령의 구속적 성격을 나타내어 ICJ가 중요하다고 생
각하는 이유는 이미 PCIJ에 의해 인정된 원칙이 존재한다는 점이다.586) 그것은
소피아-불가리아전기회사 사건에서 적용된 원칙으로서 PCIJ에 의하면 국제법원
에 의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다수의 조약에도 같은 방식으로 정해진 원칙인
바, 사건의 당사자는 선고될 판결의 집행에 관하여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어
582)
583)
584)
585)
586)

Ibid.
Ibid.
Ibid.
Ibid.
Ibid.

p. 502, para. 101.
p. 502, para. 102.
pp. 502-503, para. 102.
p. 503. para. 102.
p. 503, para.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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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조치도 삼가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분쟁을 악화시키거나 확대하는 우려가
있는 어떠한 종류의 수단의 강구도 허용되지 않는다.587) ICJ는 분쟁을 악화시키
거나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자주 지시하였고, 이들 조치는 이행
되기 위하여 지시되었다.588)
(2) 제41조의 문언을 그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해석하여 전술한 결론에 다
다른 점을 고려할 때, 이 규정의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준비작업·교섭기록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고 ICJ는 생각하였지만, PCIJ규정의 준비작업이나 교섭기록
이 규정 제41조에 기한 명령이 구속력을 가진다는 결론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
라고 ICJ는 지적하였다.589)
PCIJ규정의 최초 초안은 국제연맹이사회에 의하여 설립된 법률가위원회
(Committee of Jurists)가 준비하였으나 당초 여기에는 잠정조치를 규정하지
않았다.590) 잠정조치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에 의한 준비초안의 후속 단계에서
삽입된바, 브라질 법률가 Raul Fernandes의 제안에 기초한 것이다. 그는 미국
과 스웨덴 간의 1914년 10월 13일 Bryan조약에 기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
였다:591)
Dan le cas ou la cause due differend consiste en actes determines deja
effectues ou sur la point de l’etre, la Cour pourra ordonner, dans le plus
bref delai, a titre provisoire, des mesures conservatoires adequate, en
attendant le jugement definitif.

이 텍스트의 영어 번역본은 다음과 같다:

587) Electricity Company of Sofia and Bulgaria (Interim Measures), 1939 PCIJ Series
A/B, No. 79, p.199.
588) LaGrand (Germany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I.C.J. Reports 2001, p.
503, para. 103.
589) Ibid. pp. 503-504, para. 104.
590) Ibid. p. 504, para. 105.
591) Ibid.

- 138 -

In case the cause of the dispute should consist of certain acts already
committed or about to be committed, the Court may, provisionally and
with the least possible delay, order adequate protective measures to be
taken, pending the final judgment of the Court.

기초위원회(Drafting Committee)에서는 이 원안에 두 가지 수정을 하였다.
하나는 ‘la Cour pourra ordonner/the Court may…order’를 ‘la Cour a le
pouvoir d’indiquer/the Court shall have the power to suggest’로 하였
다.592) 또 하나는 제2항을 첨가하여, 재판소에 의해 지시된 조치를 당사자와 이
사회에 통보하는 것이 규정되었다. 그 결과, 기초위원회에 의해 제출된 수정안
(the draft Article 2bis)은 다음과 같다:593)
Dans le cas où la cause due différend consiste en un acte effectué
ou sur le point de l’être, la Cour a le pouvoir d’indiquer, si elle estime
que les circonstances l’exigent, quelles mesures conservatoires du droit
de chacun doivent être prises à titre provisoire.
En

attendant

son

arrêt,

cette

suggestion

de

la

Cour

est

immédiatement transmise aux aprties et au Conseil.

이 텍스트의 영어본은 다음과 같다:
If the dispute arises out of an act which has already taken place or
which is imminent, the Court shall have the power to suggest, if it
considers that circumstances so require, the provisional measures that
should be taken to preserve the respective rights of either party.
Pending the final decision, notice of the measures suggested shall
forthwith be given to the parties and the Council.

592) Ibid.
593) Ibid. pp. 504-505, para.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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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률가위원회는 제2항의 “cette suggestion”를 “l’indication”으로 프
랑스어본만 개정한 초안을 채택하였다.594) 국제연맹의 제1차 총회의 제3위원회
(the Third Committee)의 분과위원회(Sub-Committee)에서 심의할 때, 다수의
개정안이 검토되었다. Raul Fernandes는 프랑스어 텍스트에 ordonner를 사용
할 것을 다시 제안하였으나, 분과위원회는 indiquer를 남기기로 결정하였고 분
과위원장은 PCIJ에 그 재판을 집행할 수단이 없다고 언급하였다.595) 영어본 제1
항이 프랑스어본 조문과 서로 대조하여 suggest가 indicate로, 또한 should가
ought to로 되었다. 그러나 영어본 제2항의 measures suggested는 변경되지
않고 잔존하였다. 이렇게 분과위원회에 의하여 수정된 영어본과 프랑스어본의
규정이 PCIJ규정 제41조로서 채택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1945년에 조금도 검토
됨이 없이 현재의 ICJ규정으로 수용되었다.596)
제41조의 준비작업에서 프랑스어 텍스트에서 ordonner보다 indiquer를 선
택한 것은 ICJ가 그 재판의 집행을 확보하는 수단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이유에
의한 것이다.597) 그러나 집행의 수단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점과 구속력이 없다
는 점은 다른 문제이다. 따라서 ICJ가 제41조에 따라 내린 명령의 이행을 확보
하는 수단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은 그 명령의 구속적인 성질에 반한다는 논
거가 되지 않는다.598)
(3) ICJ는 UN헌장 제94조가 잠정조치를 지시하는 명령의 구속력을 배제하
는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있었다. 제94조 제1항의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이
라는 용어에 어떠한 의미를 주여야 하는가. ⓵ 이 용어는 단지 ICJ의 판결만 아
니라 ICJ에 의하여 내려진 어떠한 재판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이 경우, 잠정조치의 지시명령이 포함될 것이다.599) 또한 ⓶ 제94조제2항의 규
정에 따라 ICJ에 의하여 내려진 판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할 것
594)
595)
596)
597)
598)
599)

Ibid.
Ibid.
Ibid.
Ibid.
Ibid.
Ibid.

p. 505, para. 105.
p. 505, para. 106.
p. 505, para. 107.
p. 506. para.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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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ICJ규정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는 decision이
란 낱말과 judgment란 낱말 양쪽이 쓰이고 있는 사실은 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제94조제1항의 전자의 해석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은 잠정조치의 구속
적 성질을 확인한다. 반면에 후자의 해석이 규정의 제41조에 기하여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ICJ로서는 UN헌장 제94조는 ICJ규
정 제41조에 따라 내려진 명령이 구속적 성질을 가지는 것에 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600)
요컨대 준비작업을 포함하여, 조약법협약의 관련조항에 규정된 해석의 연원
의 그 어느 것도 문맥과 목적·취지에 비추어 해석된 제41조로부터 도출된 결론
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다. 이리하여 ICJ는 제41조에 기한 잠정조치
명령은 구속력을 가진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601)
(4) 이어서 ICJ는 1999년 3월3일에 지시한 잠정조치 명령을 검토하였다. 이
명령은 단순한 권고(exhortation)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것은 규정 제41조에
따라 채택된 것이며, 그 성질에서 구속적이고, 미합중국에 대하여 법적 의무를
과하는 것이라고 하였다.602)
미합중국이 1999년 3월 3일 ICJ 명령에 의하여 과해진 의무를 준수하였는
지 여부 문제에 관하여, ICJ는 두 가지 잠정조치를 지시하였다. 첫째, 미합중국
은 Walter LaGrand은 본건 소송에서 최종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사형집행이
되지 아니할 것을 확보하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명령의 이
행을 위하여 취하여진 모든 조치를 ICJ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603) 둘째,
미합중국 정부는 ICJ의 명령을 애리조나 주지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604) 이 명령의 이행을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하여 요구된 정보는 헤이그 소
재 주미대사관의 법무참사관에 의하여 1999년 3월 8일자 서한에 의하여 ICJ에
전달되었다. 그 서한에 의하면, 1999년 3월 3일에 미국무부는 애리조나 주지사
600)
601)
602)
603)
604)

Ibid.
Ibid.
Ibid.
Ibid.
Ibid.

p. 506, para. 109
p. 506, para. 110.
p. 506, para. 111.
pp. 506-507, para.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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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ICJ명령의 사본을 송부하였다고 한다.605) 이 3월 8일자 서한은 ICJ명령의
수령이 극히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후속단계로 나아갈 수 없었다고 기술하
였다. 그 때문에 미합중국당국은 애리조나 주지사에게 명령 문서를 단지 송부
함에 그쳤다. 확실히 이것은 지시된 두 가지 조치의 두 번째를 만족시키는 것
이었다.606) 첫 번째 조치에 관하여는, 결과의무를 창출한 것은 아니지만, 미합
중국이 Walter LaGrand에 대한 사형집행이 본건 소송에서 최종판결이 나오기
전에 행하여지지 않도록 함을 확보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 것에
ICJ는 주목하였다.607) ICJ는 잠정조치의 요청의 제시가 극히 늦었기 때문에 미
합중국 당국이 행동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점에 동의하였
다.
그럼에도 애리조나 주지사에게 한 명령의 송부가 아무런 논평도 없는 단순
한 송부이었다는 것, 특히 잠정조치에 관한 ICJ의 명령이 구속적이지 않다고 하
는 미합중국의 입장에 일반적인 합의는 없다는 설명도 없이 그저 송부만 된 것
은 비록 여유가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고 ICJ는 언급하였
다.608) 잠정조치를 지시하는 ICJ의 명령은 구속적이지 않으며 사법적 구제의 근
거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한 미합중국 법무차관의 의견도 마찬가지이
다. 법무차관이 미연방대법원에 송부한 서한의 각주에서 인용한 Breard 사건의
amicus brief에는 ⓵잠정조치를 지시하는 ICJ의 명령이 구속적인지 여부에 대
하여는 법학자 사이에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고, ⓶더 합리적인 입장은 그러한
명령에는 구속력이 없다는 견해라고 표명하였다.609)
또한 ICJ의 명령의 송부를 받은 애리조나 주지사는 주사면·감형위원회가
Walter LaGrand의 사형집행의 정지를 권고하였음에도 ICJ의 잠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610) 또한 형집행정지를 구하는 독일의 신청을 주
장의 지체와 관할상 장애사유를 이유로 미연방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611)
605)
606)
607)
608)
609)
610)

Ibid.
Ibid.
Ibid.
Ibid.
Ibid.
Ibid.

p. 507. para. 111.
p. 507, para. 111.
p. 507, para. 112.
pp. 507-508, para.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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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1999.3.3.의 ICJ의 명령에 관하여, 미합중국의 권한 있는 당국
들은 ICJ의 명령에 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 잠정조치명령은 가지지 아니한 권한을 행사할 것을 미합중국에
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본건 소송에서 최종판결이 나오기 전에 Walter
LaGrand의 사형집행이 행하여지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따라서 ICJ는 미합중국이 ICJ의 1999
년 3월 3일 잠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612)

Ⅴ. 잠정조치명령의 구속력에 대한 LaGrand 판결 비판
1. LaGrand 사건판결의 내용과 비판
(1)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ICJ는 LaGrand 사건판결에서 잠정조치명령
의 효과의 문제를 검토하고 그 법적 구속력을 명시적으로 처음 인정하였다.
1986년 ICJ는 Nicaragua 사건 본안판결에서 잠정조치의 효력에 대하여 ‘각 당
사자는 ICJ의 지시를 심각하게 고려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적은 있었다.613)
하지만 이를 법적 구속력보다는 도덕적 의무로 해석하였다.614) 앞서 살핀 ICJ
LaGrand 판결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CJ에 의하면 잠정조치를 규정한 ICJ규정 제41조를 해석할 때, 둘 다

정문

인 영어본과 프랑스어본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비엔나 조약법협약 제33조제4
항에 따라 조약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한 후에 최대의 조화를 이루는 의미를 채
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ICJ규정의 목적과 취지는 특히 제59조에 따라 구속력
있는 재판에 의하여 국제분쟁을 사법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기본적 기능을 수
611) Ibid. p. 508, para. 114
612) Ibid. p. 508. para. 115.
613)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Merits, Judgment, I.C.J. Reports 1986, p. 144, para. 289.
614) H. W. A. Thirway,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by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Rudolf Bernhardt (ed.), Interim Measures by international Courts,
(Springer-Verlag, 1994), pp.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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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최종판결에 의하여 정해질 분쟁당사자의 권리를
보전할 필요성에 잠정조치를 제시하는 권한이 근거를 둔 이상, 이 조치가 구속
적이라는 것을 그 권한이 필연적으로 함의한다고 ICJ는 판단하였다.615) 또한 ICJ
는 그 밖의 이유로서 PCIJ에서 이미 인정된 원칙의 존재, 잠정조치에 관한 ICJ
규정의 기초과정(起草過程), 그리고 ICJ의 판결 이행에 관한 UN헌장 제94조의
의미를 근거로 하여 ICJ 잠정조치명령에 구속력이 있다는 자신의 결론을 뒷받침
하였다. 이러한 추론 방식에 대하여 비판도 있으나,616) ICJ의 결론에 이르는 주
요한 이유가 ICJ의 사법기능의 실효성 확보라는 기능론적 입장에 있다는 것은
판지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617)
잠정조치명령에 법적 구속력을 인정한 판단은 ICJ의 다른 사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LaGrand 판결 이후 Avena 사건에서도 ICJ는 잠정조치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 주문에는 과거의 should 대신에 shall을 사용하여 “미합중국은
…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shall take all
measures necessary to ensure that …)”라고 하여 잠정조치 명령의 법적 구
속력을 강조하였다.618) 또한 2005년 12월 19일 콩고 영역 무력활동 사건 본안
판결에서 ICJ는 이 사건 잠정조치명령이 LaGrand 사건 판결 ‘전(前)’에 내려졌
음에도 그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여 법적 의무를 창설한 것을 확인하였다.619)
(2) 그러나 이러한 잠정조치명령에 구속력을 인정한 LaGrand 사건판결에
대하여 호의적인 평가도 있지만,620) 그 결론의 타당성을 의문시하는 ICJ 내부의
615) LaGrand (Germany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I.C.J. Reports 2001, pp.
501-503. paras. 98-102.
616) M. Mennecke, “Towards the Humanization of the Vienna Convention of Consular
Rithes – The LaGrand Case befor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Germ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44 (2001), pp. 447-448.
617) M. Menncke & C. J. Tams, “LaGrand Case (Germany v. United States of
America)”,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51 (2002), p. 454.
618)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Mexico v. United States of America),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5 Febrary 2003, I.C.J. Reports 2003, pp. 91-92, para.
59.
619)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Uganda), Judgment, I.C.J. Reports 2005, p. 258, para. 263.
620) J. Quigley, “LaGrand: A Challenge to the U.S. Judiciary”, The Yale Journa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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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견을 포함하여,621) 부정적인 비판을 하는 견해도 있다. Oda 재판관은 ICJ
가 근거로 삼은 PCIJ의 소피아-불가리아 전기회사 사건 판결은 잠정조치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에 불과하여 그 구속력을 인정하는 논거로 해석될 수 없다고 하였
고,622) 게다가 미합중국이 잠정조치명령을 이행하였다고 본다는 반대의견을 표
명하였다.623)
Thirway의 비판에 따르면, ICJ규정 제41조의 해석은 그 전신인 PCIJ규정
제41조를 기초한 1920년대의 국제사회의 시대상황을 배경으로 하여야 하므로,
PCIJ규정 기초당시에는 잠정조치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
고, 그 후의 ICJ와 당사국의 실무관행도 이런 입장을 따른 것이다. 따라서
Thirway는 ICJ가 구속력 있는 잠정조치로써 완전히 새로운 의무를 창설, 즉 재
판상 입법을 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624) 이러한 비판은 국가의 공식적이고 명
확한 동의 없이 국가 권한을 포기하는 것에 반대하는 국가주권자가 가지는 국가
의사를 강조하는 사고방식을 여실히 보여준다.625) 잠정조치명령의 법적 구속력
을 부정하는 생각은 주권국가의 합의에 기한 상설적인 국제재판제도에서 ICJ의
임무가 강제적인 명령을 발하여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국내법원의 역할이 아니라
판결을 매개로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형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본다.626) 따라서
잠정조치제도에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형성의
장애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LaGrand 사건판결의 잠정조치명령에 법적
구속력을 인정한 ICJ는 국가주권의 존중과 재판기능의 실효성을 비교형량한 후
에 후자를 앞세웠다고 생각된다.627)
International Law, Vol. 27 (2002), pp. 439-440.
621) LaGrand (Germany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I.C.J. Reports 2001, pp.
538-539, paras. 31-34. (Dissenting Opinion of Judge Oda).
622) Ibid. pp. 538-539, para. 31.
623) Ibid. p. 540, para. 35.
624) H. Thirway, “The Law and Procedur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1960-1989 (Part Twelve)”,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LXXII (2001),
pp. 115-122.
625) R. Kolb, “Note on New Internationa Case-law Concerning the Binding Character
of Provisiona Measures”, Nordic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74 (2005), pp
128-129.
626) H. Thirway, supra note 624, p. 116.
627) Karin Oellers-Frahm, “Die Entsheidung des IGH im Fall LaGrand – ein Marks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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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잠정조치제도의 목적이 당사자의 권리보호라는 ICJ규정 제41조의 목적
에 비추어 잠정조치를 인정한 ICJ LaGrand 판결은 복수언어로 작성된 조약의
해석의 관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첫째, UN헌장의 정본은 영어와 프랑스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작성되었다.628) 조약이 둘 또는 그 이상의
언어가 정본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각 언어로 작성된 조약문은 동등하게 유효함
이 원칙이다.629) 그러므로 ICJ는 잠정조치의 구속력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ICJ규정 제41조를 해석하려면, 5개 언어본을 일단 모두 해석을 하고 각 언어본
의 해석결과를 비교하여야 하였다. 그런데 LaGrand 판결에서는 ICJ는 영어본과
프랑스어본만을630) 해석하고 나머지 3개국어본은 언급조차 아니 하였다. 이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을 국제관습법으로 여기는 ICJ가 국제관습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둘째, ICJ는 1920년 PCIJ규정이 만들어질 당시 프랑스어본이 원본(orignal
version)적 성격을 가진 점을 고려하여 영어본의 ‘indicate’, ‘ought’이라는 표
현은 각각 ‘order’, ‘must’와 동등한 의미를 가지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연혁적
으로 타당하고, ICJ규정이 PCIJ규정을 그대로 승계한 것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점이다. 그러나 UN 설립을 위한 San Francisco회의의 실무어
(working languages)가 영어와 프랑스어이고 조정위원회는 영어본만 재가한
점631)을 고려한다면, 프랑스어본에 원본적 성격을 부여하여 영어보다 우위에 둘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프랑스어본에 원본적 성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조
약해석에 연혁적인 의미를 강조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잠
정조치의 구속력에 관한 학설이 부정설에서 긍정설로 바뀌는 발전 과정을 거쳤
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혁적 의미를 강조한다면 잠정조치 구속력을 부인하는 해

in der Rechtsprechung des IGH”, Thilo Marauhn (hrsg.), Die Rechtsstellung des
Menschen im Völkerrecht, (Mohr-Siebeck, 2003), S. 31.
628) UN헌장 제111조.
629)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3조제1항.
630) ICJ의 공용어는 영어와 프랑스어이다. ICJ규정 제39조제1항.
631) Kahn, “Drafting History”, Bruno Simma et al (ed.)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3r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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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셋째, ICJ는 LaGrand 판결에서 직접 언급하거나 다루어 지지 않았으나, 다
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⑴ 미국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당사국
이 아니므로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⑵ 1948년 발효한 UN헌
장과 ICJ규정이 1980년 발효한 조약법협약보다 먼저 발효하였기 때문에 비엔나
협약 제4조의 불소급 원칙상 UN헌장과 ICJ규정에 조약법협약 제3절의 ‘조약의
해석’에 관한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가 적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ICJ가 조약법 협약의 조약의 해석에 관한 규정을 미국이 당사국인 LaGrand 사
건에 적용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ICJ는 조약법협약의 전술한 제3절의 규정들
이 국제관습법이라고 성격 규정을 하여 두 가지 어려운 이 난관을 헤쳐 나갔다.
즉 국제관습법은 미국에도 적용이 되고, 조약법 협약의 불소급원칙도 국제관습
법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서 제기한 문제는 사라지게 된다. 그렇지만,
조약법 협약의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이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한 것인지
에 대하여는 의문이다. 예컨대 미국법원에서 행하는 조약 해석이 ICJ가 국제관
습법이라고 선언한 1969년 조약법협약의 원칙과 일치하는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632) 제4장에서 고찰할 미연방대법원의 Medellín 판결에 나타난 조약 해석
방법이 과연 ICJ의 조약해석방법과 동일한지 의심스럽다.
넷째, LaGrand 판결은 ICJ규정 제41조의 영어본에 의하면 잠정조치의 구속
력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프랑스어본에 의하고 이 제41조의 목적을 고려하면 구
속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면 조약의 목적을 고려하여 조약을 해
석하는 방법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법률해석의 기본은 문리해석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두 언어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조약당사자 사이에 합의, 즉 잠정조
치의 구속력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의미이다. 또한 UN해양법협약을 제정할 때
ICJ의 잠정조치의 구속력에 대한 규정의 약점을 인식하고 ITLOS의 잠정조치에
관한 규정은 ‘indicate’ 대신에 ‘prescribe’를 쓰는 등 구속력을 표현하는 문구
를 사용한 점도 ICJ 잠정조치의 구속력을 긍정하는 것에 분명한 합의가 존재하

632) David Bederman, “Medellín’s New Paradigm for Treaty Interpretation”,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02 (2008), pp. 52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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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한다.

2. 다른 국제법원과 잠정조치의 법적 구속력
다른 국제법원에도 잠정조치제도가 있고, 잠정조치명령의 법적 구속력이 인
정되는 것도 ICJ가 자신의 잠정조치명령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지지하는 요인
의 하나가 되었다. 예컨대, 재판기관을 설치하는 문서에 잠정조치의 법적 구속
력을 인정하는 경우로서 국제해양법재판소와 UN해양법협약 관련규정에 기하여
설치된 중재재판소와 특별중재재판소가 거론되고,633) 국제법원에 구속력 있는
잠정조치의 권한을 인정한 국제분쟁 평화적 처리에 관한 일반의정서634)와 유럽
분쟁 평화적 처리조약도 있다.635)
국제인권법원인 미주인권법원은 판례를 통하여 미주인권협약 제36조제2항의
잠정조치에 관하여 법적 의무가 창설됨을 분명히 하였다.636) 유럽인권법원도 동
법원규칙 제39조에 잠정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효력에 대하여는
불분명하였으나, 잠정조치의 법적 구속력을 판결을 통하여 확인하였다.637)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에 기하여 설치된 중재법원은 동협약 제47조 문언상 잠정조치가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되었음에도 실제의 판례 중에는 이 잠정조치
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인정한 것이 있다.638)
633) UN해양법협약 제290조제6항.
634) 국제분쟁 평화적 처리에 관한 일반의정서 제33조제1항.
635) 유럽분쟁 평화적 처리조약 제31조제1항.
636) A. A. Cançado Trindade, “The Evolution of Provisional Measures of Protection
under the Case-Law of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1987- 2002)”,
Human Rights Law Journal Vol 24 2003 p. 168.
637) Case of Mamatkulov and Abdurasulovic v. Turkey, Judgement, 6 Feb. 2003,
(Applications nos. 46827/99 and 46951/99) paras. 110-111.
638) It is to be recalled that, according to a well-established principle laid down by
the jurisprudence of the ICSID tribunals, provisional measures “recommended” by
an ICSID tribunal are legally compulsory; they are in effect “ordered” by the
tribunal, and the parties are under a legal obligation to comply with them. [Tokios
Tokelés v. Ukraine (ICSID Case No. ARB/02/18) ORDER No 1 July 1, 2003 par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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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서 잠정조치와 같은 분쟁해결절차에서 당사자의 권리를 보전하
는 제도는 ICJ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재판 절차에 내재하는 기본적 제도라고
보이며, 따라서 이 점은 ICJ의 잠정조치명령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639)

Ⅵ. 잠정조치명령 구속력의 의미와 한계
1. 구속력의 의미
잠정조치가 구속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ICJ의 잠정조치명령의 위반 또는 불이행은 국제법상 의무의 위반을 의미
한다. 이와 관련하여 ICJ의 잠정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복구(reprisal)나 대응조
치(countermeasures)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복구란 상대국의 위법행
위로 피해를 받은 국가가 가해국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손해를 가하는
조치를 말한다.640) 일반국제법(general international law) 따르면 당사국이 행
한 복구 또는 대응조치는 타국의 선행하는 위법행위를 중단시키고 피해를 배상
받기 위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641) 그러나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대항조
치를 취하면 쟁송 중인 분쟁이 악화 또는 확대될 우려가 있다. PCIJ는 사건 당
사자가 분쟁을 악화 또는 확대시키는 조치가 허용되지 않음이 일반적이라고 판
시한 바가 있다.642) 따라서 당사국은 잠정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복구나 대항조
치를 취하기보다는 ICJ가 이 불이행을 본안판결에 고려하도록 맡겨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해결책은 재판 중인 분쟁이 악화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방지
하고 그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기여할 것이다. 다만, 제2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영사협약은 상호주의가 적용되므로 사실상 복구나 대응조치의
639) A. Orakhelashvili, “Questions of international judicial jurisdiction in the LaGrand
Case”, Leid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5 (2002) pp. 118-120.
640)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제4판 (박영사, 2013), 991면.
641) 정인섭, 전게서, 352면.
642) Electricity Company of Sofia and Bulgaria (Interim Measures), 1939 PCIJ, Series
A/B No. 79, p.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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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무력충돌 사건의 경우에 ICJ가 즉각적인 무력행사의 종료를 명한 경
우의 잠정조치의 구속력은 UN헌장 제7장의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의 효력과
같게 된다. 그러나 ICJ의 잠정조치는 법적 조치이고,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정치적 조치라는 점에서 이 두 경우의 기초를 이루는 동기는 다르다.643) 이러한
ICJ와 안전보장이사회의 동시관할의 문제는 후술한다.
셋째, ICJ의 잠정조치가 구속력을 가진다고 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잠
정조치를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컨대 ITLOS는 Saiga호 사건 에서 권
고적 효력을 가지는 잠정조치를 발한 바가 있다.644)

2. 구속력의 범위와 한계
(1) 잠정조치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우, 그 객관적 범위는 판결과 마찬가지
로 주문에 한정된다.645) 또한 잠정조치의 구속력은 당사자에게만 국한된다.646)
잠정조치 구속력의 발생시점은 ICJ규정·규칙에 정확한 시점을 규정하고 있지 아
니하지만, ‘지시’됨과 동시에 즉시 발효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647) 잠정조치의
종료시점에 대하여는 ICJ가 관할권 부존재 판결을 내리면 잠정조치 명령은 동
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다.648) 즉 관할권 부존재로 소가 각하되어
소송이 종료하더라도 잠정조치 명령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할 뿐이다. Avena 사건에서는 잠정조치명령은 최종판결까지
유효하고, 미합중국의 잠정조치상의 의무가 최종판결이 효력을 발하게 된 이후
에는 그 본안판결로 대체된다고

ICJ는 판시하였다.649) 이와 같이 ICJ 소송 또

643) Karin Oellers-Frahm, supra note, 534, p. 1069.
644) The M/V "SAIGA" (No. 2) Case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v. Guinea),
Provisional Measures, Order, para. 52(2).
645) Shabtai Rosenne, supra note 497, p. 42.
646) 최지현, 국제사법재판소의 잠정조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10. 6.), 231
면.
647) 최지현, 전게논문, 232면.
648) Anglo-Iranian Oil Co. case (jurisdiction), Judgment of July 22nd, 1952: I.C.J.
Reports 1952, p. 114.
649)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Mexico v. United States of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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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절차가 종료하는 시점에 잠정조치 효력도 종료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잠
정조치명령은 구속력은 있지만, 기판력을 창출하지 못한다.650)
(2) ICJ 잠정조치에 구속력이 인정되고 그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국제법 위
반이 된다고 하여도 그러한 구속력에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잠정조치
불이행국을 상대로 하여 UN헌장 제94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를
할 수 없다. ICJ의 잠정조치는 ‘명령’이라는 재판형식을 가지므로 ‘판결’ 불이행
의 집행절차인 동조항의 안전보장이사회 절차에 호소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651)
이 문제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둘째, ICJ 잠정조치 명령에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국가들이 이를 항상
이행하는 것도 아니다. 국가의 잠정조치 이행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652)
분쟁당사국이 합의하여 ICJ에 분쟁해결을 부탁한 경우에는 잠정조치명령을 신청
하는 경우가 드물고, 만약에 신청된 경우라면 그 이행의 개연성이 크다. 그러나
일방의 제소로 ICJ의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잠정조치명령의 준수 기
록은 저조하다.
당사국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자국이 패소한 ICJ의 본안판결도 이행할 의
사가 있기 때문에 잠정조치명령의 이행에 대하여 거부감이 적을 것으로 사료된
다. 그러나 일방제소로 절차가 개시된 사건의 경우에는 제소된 당사국이 ICJ가
분쟁에 대하여 재판하는 것을 원하지 않은데다가 또한 잠정조치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는 추단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
기 때문에 ICJ의 잠정조치를 준수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
된다. 잠정조치에 구속력이 없다는 주장도 잠정조치 불이행 사유로 제시되었으
나, LaGrand 판결 이후에는 더 이상 주장가능성이 없게 되었다.
잠정조치명령의 불이행은 ICJ 본안판결의 실효성을 훼손할 수 있다.

ICJ가

LaGrand 사건 본안판결에서 잠정조치명령의 구속력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은 특
Judgment I.C.J. Reports 2004, p. 70, para. 152.
650) Shabtai Rosenne, supra note 497, p. 43.
651) Karin Oellers-Frahm, supra note, 524, p. 1069.
652) Ibid. p. 1066.

- 151 -

히 영사협약사건에서 잠정조치명령의 불이행이 현저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653)
LaGrand 판결 이후의 Avena 사건의 경우에는 잠정조치명령이 이행되었다. 반
면에 제4장에서 알 수 있듯이, Medellín 등의 사형집행으로 Avena 해석청구사
건의 잠정조치명령(동시에 Avena 본안판결)은 이행되지 않았다.

Ⅶ. ICJ 잠정조치와 UN안전보장이사회
1. UN안전보장이사회와 ICJ의 동시 관할
특별히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안전보장이사회와 ICJ의 동
시관할·관장에 대한 장애는 없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국제분쟁해결의 권능은 UN
헌장 제6장에서 인정한다. 분쟁당사국은 안전보장이사회에 분쟁의 해결을 부탁
할 수 있고,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에 대하여 적절한 분쟁해결의 절차와 방법을
권고할 수 있다.654) 정치적 기관인 안전보장이사회에 준사법적 기능이 있고, 안
전보장이사회는 이 권능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다.655) 이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
치적 기관일 뿐만 아니라 분쟁해결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이므로,
안전보장이사회의 분쟁해결기능은 ICJ의 권한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UN헌장 제7장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문제
는 안전보장이사회가 내린 구속력이 있는 결정과 ICJ 재판의 충돌가능성이 존재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기관과 사법적 기관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보완적인 과정이지 배타적인 과정이 아니다.656) 예를 들면 미대사관인질사
건에서 미국은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정치적 해결뿐만 아니라, ICJ를 통한 사
653) Ibid.
654) UN헌장 제36조-제38조.
655) 최지현, “국제사법재판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충돌 – 두 기관의 관계에 관한 ICJ 판례의
비판적 검토을 중심으로”, 국제법평론 통권 제33호 (2011), 74면.
656)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Judgment, I.C.J. Reports 1984, p.
435, para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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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해결을 추구하였다.657)
그런데 잠정조치 단계에서 정치기관인 안전보장이사회와 사법기관인 ICJ의
병행활동은

ICJ규정 제41조의 상황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가 긴급성이나 회복불가능한 손해, 즉 잠정조치 요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
다. 그러나 ICJ는 안전보장이사회나 지역조직 등 다른 정치기구가 동시에 관장
함을 사유로 잠정조치 요청을 각하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41조 조치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658)
이러한 실무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 Lockerbie 사건이다. 이 사건은 ICJ와
안전보장이사회가 동일사건의 동시관장에 대한 특이한 사례로 꼽힌다. 안전보장
이사회의 UN헌장 제6장에 기한 결의가 있었지만, 리비아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안전보장이사회가 UN헌장 제7장에 기한 결의를 할 개연성이 커졌다. 이러한 상
황에서 리비아가 ICJ에 미국과 영국을 상대로 1992년 3월 3일에 각각 제소를
하면서 양국이 피의자 인도를 리비아 외 관할지역으로 강제하는 것을 금하는 잠
정조치도 신청하였다. 이 잠정조치 신청에 대한 심리가 끝나고 ICJ가 평의를 하
는 중인 1992년 3월 30일 UN헌장 제7장에 기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748(Resolution 748)가659) 채택되었는바, 여기에서 여러 제재와 함께 항공기
테러 피의자의 재판을 위한 인도의무를 리비아에 대하여 부과하였다. UN헌장
제7장에 기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UN회원국의 UN헌장 외의 다른 조약상
의무보다 우선되어야 한다.660) 이를 감안한 ICJ는 리비아가 몬트리올협약에 기
하여 주장한 권리는 잠정조치에 의하여 적절히 보전될 수 없다고 리비아의 잠정
조치 신청을 배척하였다.661)
그러나 전술한 결의 748의 적법성, 이 결의와 UN헌장 제36조제3항과의 양
657) 최지현, 전게논문, 78면.
658)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Ugandu),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1 July 2000, I.C.J. Reports 2000,
pp. 127-128, para. 39.
659) UN doc. S/RES/748 (1992)
660) UN헌장 제103조.
661) Questions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1971 Montreal Convention
arising from the Aerial Incident at Lockerbie (Libyan Arab Jamahiriya v. United
States of America),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14 April 1992, I.C.J. Reports
1992, p. 127, para.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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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가능성 등 논란이 많은 쟁점이 본안에서 다루지고, 이에 대한 판단을 한 본안
판결, 당연히 파장이 클 판결이 예상되었다. 하지만 2003년 9월 9일 소송당사
국이 재소불가 효력이 붙은 소 취하에 합의를 하여 소송이 종료되어 이 사건이
더 이상 ICJ에서 다루질 수 없게 되었다.662)

2. UN안전보장이사회와 잠정조치의 집행
ICJ규정 제41조제2항663)에 따라 잠정조치 명령이 있으면 이를 안전보장이사
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안전보장이사회에 ICJ 잠정조치가 전달이 되면 안전보장
이사회는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행동
하면 된다.664) 예컨대, 국제평화·안전에 위협이 발생하거나 분쟁당사국이 안전보
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한 경우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행동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제로 논의되는 사안에 대하여 ICJ가 이미 잠정조치를
발한 경우에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 잠정조치명령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
를 채택할 수 있다.665)
당사국이 ICJ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제평화·안전에 위협이 발생
한 경우에 안전보장이사회가 조치를 취하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UN헌장 제6장 또는 제7장에 기하
여 조치를 취할 것이다.666) 그러면 당사국이 ICJ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
지만 국제평화·안전에 위협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UN헌장 제94조제2항에
따른 제소가 안전보장이사회에 있는 경우,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하는가? 전술한 바와 같이 UN 헌장 제94조제2항은 명령이 아니라 판결
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 제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제94조 제2항에 ‘판
결’이라고 규정한 것은 안전보장이사회가 ICJ의 최종적 의사결정인 ‘판결’이 불

662)
663)
664)
665)
666)

최지현, 전게논문, 84-85면.
“종국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시되는 조치는 즉시 당사자 및 안전보장이사회에 통지된다.”
Karin Oellers-Frahm, supra. note 524, p. 1071.
Ibid.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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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될 때에만 개입하라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667)
그러나 실무에서 이러한 문제는 그다지 발생할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ICJ
잠정조치가 불이행되면, 잠정조치 신청국은 안전보장이사회에 이 문제를 제기하
면서

UN헌장

제34조와

제35조를

언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Anglo-Iranian 석유회사 사건에서도 이란의 잠정조치 불이행이 있자, 영국은
제94조제2항이 아니라 제34조와 제35조에 기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 제기하였
다.668) 따라서 잠정조치 불이행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당사국이 굳이 UN헌
장 제34조와 제35조를 언급하지 않고 제94조제2항만을 근거로 하여 안전보장이
사회에 신청하여 신청의 적법성의 문제에 휘말릴 이유가 없어 보인다.669)

제5절 결어
이 장에서는 ICJ 판결과 잠정조치명령을 중심으로 ICJ 재판이 국제법상 차
원에서 가지는 효력과 이러한 재판의 이행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ICJ 재판의 효
력과 이행에 관한 논의를 영사관계비엔나협약 사건에 국한하여 고찰할 때에 다
음과 같은 의미가 부각된다.
첫째, 영사관계비엔나협약 사건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의는 그 간 논란이
많았던 ICJ 잠정조치명령의 구속력 유무에 대하여 ICJ가 LaGrand 판결에서 일
단락을 지은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ICJ는 목적론적 해석을 통하여 ICJ의 잠
정조치명령에 구속력이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ICJ 잠정조치
명령에 대한 구속력 인정은 국내적 이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ICJ
잠정조치명령의 구속력이 그 명령의 국내적 이행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ICJ 잠정조치명령이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이 부인되고 단순히 권고적 효력만 가
667) Ibid.
668) Oellers-Frahm, “Article 94”, Bruno Simma et al. (ed.),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 Commentary, 3r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p. 1966-1967.
669) 이와 같이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잠정조치 명령의 집행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ICJ규정·규칙
을 통한 간접적인 이행강제수단의 활용이 강구되고 있다. 예를 들면, 잠정조치명령의 재지시,
정보요청권 및 사전주의권 행사, 절차적 불이익 부과 검토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최지현,
“국제사법재판소 잠정조치 명령의 이행강제”, 국제법학회논총, 제56권제1호(통권 제121호)
(2011), 196-1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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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면 사건당사국의 잠정조치명령의 국내적 이행이라는 문제는 법적으로는 발
생하지 않는다.
둘째, ICJ는 Avena 해석청구 사건에서 해석청구 사건에도 잠정조치명령을
부수적으로 명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하였다. 특히 이 사건은 미국이 영사
협약 임의의정서를 탈퇴한 후에 개시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ICJ의
해석청구사건과 잠정조치명령은 그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ICJ Avena 해
석청구 사건은 ICJ에 분쟁해결을 회부 또는 부탁할 길이 막히게 된 경우에 원판
결을 패소국이 이행하지 않을 때에 승소국이 그 이행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ICJ
판결의 해석절차를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이다. 하지만 이러한 활용방
식의 문제점은 해석청구 제기에 대하여 시기적 제한, 즉 청구 기한 또는 제소기
간에 대한 법 규정이 미비된 점에 착안하여 원판결절차가 종료된 후 장기간이
경과한 시점임에도 언제든지 ICJ에 해석청구가 가능하고, 더구나 그 청구절차에
서 잠정조치 지시까지 ICJ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절차의 남용
가능성은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언제든지 해석절차를 통하여 분쟁해결절차가 부
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셋째, ICJ 판결의 이행에 관하여 UN헌장은 패소국의 불이행이 있을 때에
UN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하여 권고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ICJ 판결의
집행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국내 제도에 비하면 미약하게 보일지라도
UN안전보장이사회는 일종의 집행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UN헌장의 ICJ 판결집행절차에도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고, 실제
로 미국이 Nicaragua 사건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 따라서 독일과
멕시코가 UN안전보장이사회에 자국 관련 ICJ 영사관계비엔나협약 사건의 승소
판결의 이행을 위하여 미국을 제소하여도 미국은 이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ICJ LaGrand 판결의 영향으로 UN헌장 제94조 제1항의 재판
(decision)과 제2항의 판결(judgement)를 구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
고, 잠정조치명령이 불이행된 경우에 UN헌장 제94조제2항을 통하여 UN안전보
장이사회에 제소하는 방법이 어렵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UN헌장의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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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제7장의 요건을 갖추면 안전보장이사회가 잠정조치명령의 불이행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
다섯째, ICJ 재판은 패소국을 구속하고 패소국은 이를 이행할 국제법상 의
무를 부담하는데, 이 의무 이행에 관한 업무는 국내법상 대개 행정부가 담당한
다. 하지만 국가의 국제책임 법리상 행정부 이외의 국가기관도 ICJ 판결이나 잠
정조치명령을 준수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부
이외의 입법부, 사법부도 ICJ 판결의 이행과 관련이 된 경우에는 ICJ 판결을 이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방국가인 경우에는 연방을 구성하는 주(州) 역시 ICJ
재판 이행과 관련된 때에는 이를 이행하고 준수하는 것이 연방이 국제책임을 지
지 않는 길이 된다.
이와 같은 제3장의 논의 결과는 다음 장인 제4장의 논의·분석의 토대가 된
다. ICJ 판결과 잠정조치명령이 영사관계비엔나협약 사건의 패소국인 미국에서
어떠한 효력을 가지며, 그 이행과정에서 어떠한 미국 국내법상 문제가 발생하는
지를 제4장에서 살펴보겠다. 특히 미국은 연방국가이므로 단일국가의 경우와 다
른 헌법상 문제점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ICJ 재판의 이행 문제는 한 국가의 국제책임과 관련된 문제이자 ‘외교
문제’이다. 따라서 ICJ 판결을 이행할 국가인 미국의 헌법에 비추어 볼 때, 외교
에 관한 권한 분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외교권한
이 연방과 주 사이에, 그리고 연방정부 내에서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검토
한 후에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에 의한 ICJ 판결의 이행 문제를 각각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주(州)에 의한 이행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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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미국 국내법상 ICJ 재판의 효력과 이행
제1절 미국 헌법상 외교에 관한 권한 개관
한 국가의 외교수행능력은 주권 개념에 내재하거나 고유하다. 따라서 미국
도 국제영역에서 주권국가의 자격으로 다른 나라와 교류한다.670) 외교관계에 관
하여, 대한민국헌법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
한다.”라고 규정하였지만,671) 미국 헌법은 이에 대한 권한을 연방이나 연방정부
에 부여한다거나 연방정부 삼부 가운데 어느 부가 이를 가진다는 언급을 하지
않고 다만 산발적인 규정만 두었다.672) 미국헌법상 ‘외교권한 또는 외교권력
(foreign affairs powers)’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은 헌법상 묵시적 권한 또는
헌법외적 연원에서 발전하였다.673)
미국 권력분립의 양대 지주는 ⓵ 연방과 주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연방주의
와 ⓶ 연방정부 내의 3부 간의 권력분립의 원리이다. 우선 제1절에서는 이에 따
른 미국 헌법 명문 규정에 나타나 있는 외교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그런데 영사관계비엔나협약 사건은 기본적으로 조약에 관한 사건이다. 따라서
미국의 법질서에서 조약이 차지하는 지위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찰은
후술하는 문제, 예컨대 대통령의 묵시적인 외교권한의 분석 등을 위한 토대가
된다.

Ι. 연방주의(수직적 권력분립)
1. 외교문제에서 연방정부가 주에 대하여 가지는 우월성
670) U.S. v. Curtiss-Wright Export Corporation, 299 U.S. 304, 322 (1936)
671) 대한민국헌법 제66조제1항.
672) Louis Henkin, Foreign Affairs and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 14.
673) David Gray Adler, “The Constitution and Presidential Warmaking”, David Gray
Adler and Larry N. George (ed.), The Constitution and the Conduct of American
Foreign Policy,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6), 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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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문제를 수행할 권한은 ‘오로지’ 연방정부에 있고, 주는 외교관계에 대하
여 완전히 권한이 없다는 것은 미국 헌법의 기초 원리이다. 연방대법원이 주의
권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시기인 1841년에 Taney 대법원장은 외국과의 교
류와 관련된 모든 권한은 연방정부에 맡겨졌다고 판시하였다.674)
주연합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 기간 중에 분명해 진 것은 효과적
인 외교에는 더 집중된 통제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현행 미합중국 헌법을 제정
할 때에 주요한 목표의 하나가 외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정부제도의 수립이
었다. 미국헌법 제정자들은 주와 외국간의 교류가 연방에 해가 된다고 믿었
다.675) 이러한 점이 반영된 미국헌법의 외교에 관한 연방과 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은 주가 조약체결이나 전쟁선포와 같은 기존의 외교권한을 행
사하는 것을 금지하였다.676) 둘째, 헌법은 광범한 외교 권한을 연방의 정치적
기관(political branches)677)에 부여하고, 최고법 조항(Supremacy Clause), 연
방행정부와 연방사법부를 창설하여 주가 연방의 외교권한행사에 따르는 것을 보
장하였다.
외교와 연방주의를 경합하는 가치로 다루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언제 주
의 행위가 외교관계에 역효과를 낳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연방의 정치적 기관에
대부분 맡겼다. 연방의 정치적 기관은 외교상 이익이 문제가 된 주의 행위에 대
한 통제권보다 우월한 때에는 조약, 연방법률, 또는 행정처분으로써 주의 침해
행위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
Sutherland 대법관은 1937년 United States v. Belmont 사건에서 외교일
반에 관하여 주의 경계선은 사라지며(state lines disappear), 이러한 목적상 뉴
욕 주는 없다(the state of New York does not exist)라고 판시하여

외교를

674) Holmes v. Jennison, 39 U.S. 540, 570 (1841)
675) 39 U.S. 540, 573-574.
676) U.S. Const. art. Ι, § 10, cl. 3.
677) 정치적 기관(political branch)는 행정부(대통령)와 입법부를 포괄하는 용어로서 사법부
(judicial branch)와 대립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사법부와 달리 정치적 기관은 선거에 의
하여 구성되고 정치적 책임을 진다. 다만 외교문제, 특히 조약에 관하여는 상원만이 조약에 대
한 동의권을 가지므로, 외교 분야에서는 정치적 기관이 행정부(대통령), 의회, 상원을 의미할
수 있다는 특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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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권한은 주가 아닌 연방정부에 있다는 원리를 잘 보여 주었다.678) 따라서
연방법에 명시적으로 외교와 관련된 문제를 규정한 때에는 법원은 항상 연방정
부에게 주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한다.
그런데 연방법이 특정한 외교문제에 대하여 불분명하거나 연방법이 아예 없
는 경우에는 그 외교문제와 관련이 있는 주법의 적용이 합헌인가라는 까다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회색지대의 문제에 대하여, 잠재적인 외교우선권 원리
에 따르면 헌법에 외교권한을 오로지 연방정부에게 위임한 점에 근거하여 주법
과 명시적으로 충돌하는 연방법이 없더라도 법원은 외교에 영향을 주는 이 주법
을 적용할 수 없다.679)
이러한 입장의 근저에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 있다. 연방정부가 외교
를 수행하는데 ‘한 목소리(one voice)’를 낼 능력을 보호하고,680) 주법이 이를
침해하는 것을 막고, 외교관계에 주가 개입하는 것을 배제하여야 한다. 또한 주
는 외교정책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주가 외교문제에 개입하
여 국가의 이익을 훼손할 수 없다.
요컨대, 미국 헌법상 외교에 관한 권한은 연방과 주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대체로 미국법원은 외교정책을 수립할 권한이 오로지 연방
정부에 있음을 승인하고 지속적으로 확인하였다. 외교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으
로부터 주를 배제하는 것은 미국의 건국시기부터 인정되고 확인되었다.681) 외교
에 관한 한 미국을 하나의 국민, 하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헌법의 주요한 목
적 가운데 하나이다.682) 외교에 대하여는 주는 존재하지 아니한다.683) 국가 목
적상 미국은 하나의 국민(people), 하나의 국가(nation), 하나의 권력(power)이
다.684) 대외문제에 대한 권한은 주와 공유되지 아니하고, 중앙정부(연방정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다.685) 조약은 나라의 최고법이고 헌법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678) U.S. v. Belmont, 301 U.S. 324, 331 (1937).
679) Zschernig v. Miller, 389 U.S. 429 (1968)
680) Paul Wolfson, “Preemption and Federalism: the Missing Link”, Hastings
Constitutional Law Quarterly, Vol 16 (1988), p. 112.
681) Sean D. Murphy,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Thomson West, 2006), p. 218
682) Holmes v. Jennison, 39 U.S. (14 Pet.) 540, 575-576 (1840).
683) U.S. v. Belmont, 301 U.S. 324, 331 (1937).
684) Chae Chan Ping v. U.S., 130 U.S. 581, 606 (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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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구속한다.686)

2. 주(州)의 조약체결 금지
미연방헌법 제1조제10항687)은 주가 조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몇
가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조약체결권은 연방정부의 배타적인 권한이
다. 그러나 연방의회의 승인이 있다면, 주는 협정(Agreement or Compact)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미연방헌법에는 조약과 협정의 차이를 설명하지 않는
다. 19세기 범죄인인도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이 시사한 바에 따르면, 조약은 계
속적 의무를 부과한 것이나 협정(agreement and compact)은 잠정적 사안을
다룬다.688)
그러나 주는 외국의 도시와 자매결연 하고, 투자·무역에 관한 구속력 없는
양해약정을 체결하지만 이러한 약정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협정
(agreement or compact)으로 보지는 않는다.689) 연방대법원의 판시에 따르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협정과 그렇지 아니한 협정 사이의 구별은 그 협정
685) U.S. Const. art. Ⅱ.
686) U.S. Const. art. Ⅵ.
687) “No state shall enter into any treaty, alliance, or confederation; grant letters of
marque and reprisal; coin money; emit bills of credit; make anything but gold and
silver coin a tender in payment of debts; pass any bill of attainder, ex post facto
law, or law impairing the obligation of contracts, or grant any title of nobility.
No state shall, without the consent of the Congress, lay any imposts or duties on
imports or exports, except what may be absolutely necessary for executing it's
inspection laws: and the net produce of all duties and imposts, laid by any state
on imports or exports, shall be for the use of the treasury of the United States;
and all such laws shall be subject to the revision and control of the Congress.
No state shall, without the consent of Congress, lay any duty of tonnage, keep
troops, or ships of war in time of peace, enter into any agreement or compact
with another state, or with a foreign power, or engage in war, unless actually
invaded, or in such imminent danger as will not admit of delay.“ (U.S. Const. art.
Ⅰ§10).
688) Holmes v. Jennison, 39 US 540, 572 (1840) (opinion of Taney, C.J.).
689) Earl H. Fry, The Expanding Role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U.S. Foreign
Affair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ress, 1998),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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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방의 우월성을 침식 또는 침해할 수 있는 주의 정치적 권한을 확대하려고
하는지 여부에 달렸다고 판시하였다.690)
근년에 몇몇 주는, 연방정부가 아직 국제기준을 포함하는 조약을 비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국제기준을 채용하였다.691) 이러한 주에 의한 일방
적인 국제기준의 채용은 현행 조약이나 연방 법률과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유
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Ⅱ. 삼권분립의 원리(수평적 권력분립)
1. 서
연방주의 관점에서 외교에 관한 권한이 연방정부에 있다면 외교에 관한 권
한이 연방정부 내에서, 특히 대통령과 의회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는가가 문제가
된다.692) 헌법은 행정부가 오늘날 보통 행사하는 권한 가운데 몇 개 안 되는 권
한에 대하여만 규정하였다. 이처럼 헌법상 제한되어 부여된 권한에는 상원의 조
언과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할 권한, 외교사절을 임명하고 접수할 권한 등이
포함된다. 이하 미국 연방헌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외
교문제와 관련된 권한을 개괄한다. 미국의 외교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외교적
권한에 관하여는 제3절에서 더 자세히 고찰한다.

2. 행정부의 외교권한
전통적으로 대통령은 미국의 외교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693) Sutherland
대법관은 대통령만이 국가의 대표로서 말하고 들을 권한이 있다고 판시하였
690) Virginia v. Tennessee, 148 US 503, 519 (1893).
691) Lesley Wexler, “Take the Long Way Home: Sub-federal Integration of Ungratified
and Non-self-executing Treaty Law”,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8
(2006), pp. 16-32.
692) Louis Henkin, supra note 672, p. 35.
693) Ibid.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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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94) Marshall 대법원장이 하원의원 시절인 1800년 3월7일 하원에서 한 연설
에서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있어 국가의 유일한 기관(sole organ)이며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의 유일한 대표라고 하였다.695)
그러나 미국 헌법 어디에도 전술한 전적인 권한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
지 않다. 미국 헌법 제2조는 행정부의 권한을 특별히 열거하고 있다. 대통령은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696) 대통령은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대사, 공사, 영사를 임명할 수 있다.697) 또한 헌법은 미국의 대표자
인 행정수반에게 대사와 공사를 접수할 권한을 부여하였다.698) 군통수권은 헌법
상 대통령에게 부여되었고,699) 미국의 국제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준다. 전술한
헌법 조항은 대통령이 외교영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지만 행정부는 외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점차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넘
어 묵시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 예컨대, Medellín 사건에서 Bush 행정부는 대
통령의 각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관련조약에 기한 권한 행사와 완전히 별개인
독자적인 분쟁해결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주장하였다.700) 이에 대하여는 이
장 제3절에서 후술한다.

3. 의회의 외교에 대한 권한
헌법상 외교 문제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부여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의회
는 공동방위를 대비할 권한을 가지고,701) 외국과의 통상을 규제하며,702) 공해상
의 해적행위 및 기타 중죄와 국제법에 대한 범죄를 정의하고 처벌할703) 권한을
가진다. 또한 전쟁을 선포할 권한을 가진다.704)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United States v. Curtiss-Wright Export Corp. 299 U.S. 304, 319 (1936).
299 U.S. 304, 319.
U.S. Const. art. Ⅱ, § 2.
U.S. Const. art. Ⅱ, § 2.
U.S. Const. art. Ⅱ, § 3.
U.S. Const. art. Ⅱ, § 2.
Medellín v. Texas, 552 U.S. 491, 525 (2008).
U.S. Const. art. Ι, § 8, cl. 1.
U.S. Const. art. Ι, § 8, cl. 3.
U.S. Const. art. Ι, § 8, cl. 10.

- 163 -

이와 같이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한은 의회의 외교정책활동을 유효하게 하는
데에 광범하게 사용된다. 통상조항705)은 의회가 미국의 대외무역을 규제하는 입
법을 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국제상거래업무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기에 국제통
상은 외교정책의 핵심영역으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의회의 대외통상규제는 미국
외교정책 구조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의회의 선전포고권706)은 행정부의 외교권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의회는 국제법에 위반한 범죄를 법정하고 처벌할 권한이 있다. 이
러한 조항을 통하여 구속력이 있는 외교정책에 관한 법을 제정한다.
외교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묵시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해석함으
로써 의회는 자신의 외교권한을 확장시켰다. 제1조제8항은 의회가 합중국 정부
또는 그 부 또는 국에 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하고 적절한
(necessary and proper) 모든 법(all Laws)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하였다.707)
대통령이 외교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의회의 입법과 세출승인에 의존하기 때문
에, 의회는 이 필요·적절조항(Necessary and Proper Clause)를 통하여 대통령
의 외교 권한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묵시적인 헌법상 외교권
한은 의회의 조치가 외교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기초를 제공한다.
상원이 조약 비준을 동의하더라도 그 조약이 예산의 지출을 요하고, 아직
지출 승인이 없다면, 상하 양원은 이 예산 지출에 필요한 법률을 통과시켜야 한
다. 조약 자체가 예산 지출을 승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헌법에 세입을 유발하
는 모든 법안은 하원에서 발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이다.708)

4. 사법부와 외교
사법부가 외교의 전면에 나서서 외교 업무를 수행하는 일은 생각하기 어렵

704)
705)
706)
707)
708)

U.S.
U.S.
U.S.
U.S.
U.S.

Const.
Const.
Const.
Const.
Const.

art.
art.
art.
art.
art.

Ι,
Ι,
Ι,
Ι,
Ι,

§
§
§
§
§

8,
8,
8,
8,
7,

cl.
cl.
cl.
cl.
cl.

11.
3.
11.
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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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교는 기본적으로 사법부가 아닌 정치적 기관(political branches), 즉 행
정부와 입법부의 소관사항이다. 그러나 연방의 행정부와 입법부가 미국의 외교
를 지배할 지라도 연방대법원의 판결 역시 외교정책에 영향을 끼친다. 미국헌법
제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연방대법원은 국제문제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외교관계에 영향을 줄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연방대
법원은 의회와 행정부의 판단을 대개 존중하였다.
미국헌법 제3조가 연방법원에 부여한 사법권은 외교에도 미친다. 즉 사법권
은 조약에서 기인한 사건, 대사, 공사, 영사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건, 어느 주
또는 그 주의 시민을 일방으로 하고 외국, 외국시민을 타방으로 하는 사건에 미
치며, 대사, 공사, 영사 관련 사건은 연방대법원이 제1심 관할권(original
jurisdiction)을 가진다.709)
이와 같이 연방대법원은 외국인에 대한 사건, 미국시민이 외국인 또는 외교
관에 대한 사건710), 조약을 해석·적용하는 사건에 재판권을 가진다. 연방대법원
은 또한 헌법에 따라 제정된 모든 법711)을 포함하는 ‘미합중국의 법’712)에서 발
생하는 사건을 심리한다.
헌법상 의회는 국제법(law of nations)을 위반한 죄를 법정하고 처벌할 권
한을 가지는데,713) 이로써 국제법이 미국법으로 수용된다. 그리고 헌법은 연방
대법원에게 국제법 관련 사건에 관한 재판권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연방대법원
은 국제법 관련 사건을 종종 다루고, 미국의 외교정책의 구조와 국제법에 영향
을 주는 선고를 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연방대법원의 ICJ Avena

판결의 집

행 거절은 분명히 국제법에 영향을 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연방대법원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행위를 사법심사 할 권한이 있지만, 헌법
상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넘는 외교 분야에서 사법권의 행사를 주저한다.
‘정치적 문제의 원리(political question doctrine)’가 이러한 사법심사에 대한
중요한 예외가 된다.714) 정치적 문제의 원리는 외교정책 형성에서 사법부가 적
709)
710)
711)
712)
713)

U.S. Const.
28 U.S.C.A.
U.S. Const.
U.S. Const.
U.S. Const.

art. Ⅲ, §2.
§1251.
art. Ⅵ.
art. Ⅲ, §2.
art. 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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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역할 수행을 자제하는 것을 보여준다. 외교 영역은 연방대법원이 정의한
정치적 문제에 딱 들어맞는다. “외교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정치적 문제라는 취
지의 포괄적인 주장이 있다. 그러한 문제의 해결이 재판상 적용할 수 없거나 행
정부나 입법부에 분명히 위임된 재량의 행사와 관계되는 기준에 빈번하게 의존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많은 문제는 정부 입장의 단일한 목소리의 표명을 특유
한 방식으로 요구한다.”715) Brennan 대법관은 미국 정부의 외교 수행은 헌법
이 행정부와 입법부, 즉 정치적 기관에 위임하였고, 이 정치권력의 행사에서 행
하여 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적절성은 사법부의 심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상술하였다.716) Baker 판결은 정치적 문제 원리가 외교문제를 사법심사에서 면
제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다고 시사하였지만, 그 예외는 행정부나 의회에 의한
확정적인 행위가 없이 사법부가 행위하는 상황에 주로 국한된다.717)
전형적인 경우라면, 연방대법원은 정치적 기관이 그들의 헌법상 권한의 범
위에서 행위를 한다고 판단하여,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하여 외교와 관련
된 행정부와 입법부의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자제한다. 연방사법부는 법과 국
제법,

행정협정과

조약을

해석한다.

연방대법원은

1900년

The

Paquete

Habana 사건에서 국제법을 해석할 권한을 확인하였다. 그 사건 판결에서 연방
대법원은 국제법은 미국법의 일부이고 법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718) 이와 같이 연방대법원은 외교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
력을 행사한다.

Ⅲ. 조약의 권한과 한계
1. 조약 체결권
헌법 조항은 명확히 조약체결권을 대통령과 상원에 부여하였다. 상원 출석
714)
715)
716)
717)
718)

안경환, 미국헌법의 이해 (박영사, 2014), 559-560면
Baker v. Carr, 369 U.S. 186, 211 (1962).
369 U.S. 186, 211 n. 31.
369 U.S. 186, 212-213.
The Paquete Habana, 175 U.S. 677, 70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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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3분의 2 이상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
다.719) 또한 헌법은 명시적으로 주가 자기의 권리로 조약을 맺거나 동맹을 결성
하는 것을 금지한다.720) 조약은 나라의 최고법이고 주를 구속한다고 헌법은 선
언하였다.721) 연방사법권은 연방정부의 권한으로 체결한 조약에 관한 사건에도
미친다.722) 조약과 관련된 다른 헌법 지침은 필요·적절조항(Necessary and
Proper Clause)으로서, 의회가 조약의 이행과 집행을 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법을 제정할 수 있다.723)
조약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의 조약종결권한과 관련하여 상원과의 관계 문제
가 발생한다. 즉 헌법이 조약을 비준하기 위하여 상원의 가중다수결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면 대통령이 조약을 폐기하려면 상원의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표결
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1979년 Goldwater v. Carter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다.
Carter 대통령이 자유중국과 맺은 상호방위조약을 종료시키고 대만의 국민당
정부 대신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하려고 하였다. 연방대법원의 복수의견
(plurality opinion)은 이 사건 판결에서 이를 정치적 문제로 판시하며, 연방항
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연방지방법원에 환송하면서 이 소를 각하하라고 명하
였다.724)

2. 조약 권한의 한계
헌법은 ‘이 헌법과 헌법에 의하여 제정된 법, 그리고 합중국의 권한에 의하
여 체결된 또는 체결될 모든 조약은 나라의 최고법(This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which shall be made in pursuance
thereof; and all treaties made, or which shall be made, under the
719)
720)
721)
722)
723)
724)

U.S. Const. art. Ⅱ, § 2, cl. 1.
U.S. Const. art. Ⅰ, § 10, cl. 3; art. Ⅰ, §10, cl. 1.
U.S. Const. art. Ⅵ, cl. 2.
U.S. Const. art. Ⅲ, § 2, cl. 1.
U.S. Const. art. Ⅰ, § 8, cl. 18.
Goldwater v. Carter, 444 U.S. 996, 1001 (1979).

- 167 -

authority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the supreme law of the land)’
이라고 규정하였다.725) Holmes 대법관은 언젠가 이 조항은 조약이 헌법에 따라
체결되지 않더라도 헌법과 동등하다는 의미라고 시사하였다.726) 그러나 이 견해
는 타당하지 않다. Field 대법관이 De Geofroy v. Riggs 판결에서727) 언급하였
듯이 헌법이 부여한 다른 권한처럼 조약 권한도 헌법상 제한을 받는다.
“연방의 조약 권한은 미국정부와 타국 정부 사이의 적절한 모든 주제에 미
친다는 점은 분명하다. […]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조약 권한은 그 내용에서
는 무제한하지만, 헌법에 정부나 정부부서의 행위에 대하여 인정된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헌법이 금지한 것, 즉 정부 성격의 변경, 주 정
부 성격의

변경, 또는 주의 동의 없는 주 영토의 일부 할양까지 조약이 정당화

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728)
Black 대법관도 1957년 Reid v. Covert 판결에서 이점에 관하여 분명하게
판시하였다. “외국과의 어떠한 합의도 의회나 정부의 다른 기관에 헌법상 제약
을 받지 아니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729)

헌법조항이 대통령의 행위, 대

통령과 상원의 합동행위를 제한하고 그 결과 조약체결권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
려하면, 조약이 헌법에 반하지 않아야 조약이 의회의 입법과 동등하고 나라의
최고법이라고 Black 대법관은 결론을 내렸다.

3. 조약과 연방주의
미연방의회가 비록 광범한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권한은 무제한한 것
이 아니다. 연방대법원이 연방입법을 주의 유보된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사유로
종종 무효라고 판시한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조약체결권은 연방의 권한 범위
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미연방대법원은 1920년 Missouri v. Holland

725)
726)
727)
728)
729)

U.S. Const. art. Ⅵ, cl. 2.
Louis Henkin, supra note 672, pp. 185-189.
De Geofroy v. Riggs, 133 U.S. 258 (1890).
133 U.S. 258, 266-267.
Reid v. Covert, 354 U.S. 1, 1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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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미국과 영국 간의 조약을 시행하는 철새보호 법률의 합헌성을 심리하
였다. 연방지방법원은, 이미 자연자원을 통제할 주의 권한, 즉 연방에 위임되지
않고 주에 유보된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사유로, 이 조약이 체결되기 전에 제정
된 비슷한 내용의 법률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두 차례 판결하였다.730) Holmes
대법관이 집필한 Missouri v. Holland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비록 이 두 판
결이 옳다고 하더라도 일단 조약이 발효된 이상 그 판결이유는 더 이상 타당하
지 아니하다고 판시하였다.731) 연방헌법 수정 제10조는 단지 연방정부에 위임되
지 아니한 권한을 주에 유보한 반면, 조약체결권은 연방정부에 그와 같이 위임
된 것이고 헌법은 또한 주의 조약 체결을 금지한다는 사실에 연방대법원은 주목
하였다.732)
또 하나의 중요한 Missouri v. Holland 판결의 판지는 연방헌법의 필요·적
절 조항(Necessary and Proper Clause)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연방의회는
자신의 권한과 정부의 다른 부문에 속한 권한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법을 제정할 권한이 있다. 연방대법원은 이 권한을 광범하게 해석하여 연
방의회가 헌법에 열거된 권한의 이행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어떠한 입법도 할 수
있다고 하였다.733) Missouri v. Holland 사건에서도 연방의회는 철새 조약을
이행하는 법률을 제정하였고, 연방대법원도 그 조약이 합헌인 한, 비록 당해 조
약이 없다면 의회가 이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없더라도 동 법률은 필요·적절조
항에 따라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734)
최근에 연방주의를 강조하는 연방대법원은 Missouri v. Holland 판결을 번
복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를 우호적으로 언급하였다. 즉 “Holmes 대
법관이 지적하듯이 조약체결권에 따라 체결된 조약은 그 조약이 없었다면 다룰
수 없는 문제를 다룰 권한을 의회에 부여할 수 있다.”735)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730) U.S. v. McCullagh, 221 F. 288 (D. Kan. 1915); U.S. v. Shauver, 214 F. 154 (E.D.
Ark. 1914).
731) Missouri v. Holland, 252 US 416, 433 (1920)
732) 252 US 416, 432 (1920).
733) M’Culloch v. Maryland, 17 US 316, 421 (1819).
734) Missouri v. Holland, 252 US 416, 432 (1920)
735) U.S. v. Lara, 541 U.S. 193, 20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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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하여 연방의회가 주에게 입법을 명하거나 주의
행정공무원에게 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736) 이러한 제한의 토대는 의
회가 열거된 권한만을 가진다는 제한보다는 미연방헌법제도의 이원적 주권구조
(dual sovereignty structure)에 있다. 따라서 이 점은 입법뿐만 아니라 조약체
결권에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주는 개인의 소송으로부터 광범하게 면제되는
주권면제가 있다. 연방대법원은 주의 이러한 주권면제가 잔여주권자로서 그리고
국정의 공동참여자로서 주의 존엄을 보호한다고 판시하였다.737) 이러한 논리는
법률뿐만 아니라 조약에도 적용된다. 제2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영사협약에
관한 국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파라과이와 독일의 청구를 주의 주권면제에
기하여 배척하였다.738)
연방행정부가 조약체결절차에서 연방주의에 대한 우려를 원용하기도 한다.
조약이 구성 주에 적용하는 범위를 제한하는 ‘연방-주 조항(federal-state
clause)’을 고집하기도 한다. 예컨대, 우리나라도 당사국인 ‘외국 중재판정의 승
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제11조제2항에 “이 협약의 조항 중 주 또는 지
방의 입법권의 범위 내에 있고 또한 연방의 헌법체제하에서 입법조치를 취할 의
무가 없는 것에 관하여는, 연방정부는 주 또는 지방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가급
적 조속히 호의적 권고를 첨부하여 이러한 조항에 대한 주의를 야기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되어 있다.739) 또한 미국이 가입한 인권조약의 유보사항 중에도
연방주의와 관련된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바, 미합중국은 이 조약을 연방정부제
도와 일치하는 방법으로 이행하겠다는 양해사항을 첨부한다.740) 이와 같이 연방
736) Printz v. U.S., 521 U.S. 898 (1997); New York v. U.S., 505 U.S. 144 (1992).
737) Alden v. Maine, 527 US 706, 748 (1999).
738) Breard v. Greene, 523 U.S. 371 (1998)에 병합된 Paraguay v. Gilmore와 Federal
Republic of Germany v. United States, 526 U.S. 111 (1999).
739) 대응되는 영문본 Article XI ⒝는 다음과 같다. “With respect to those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at come within the legislative jurisdiction of constituent states or
provinces which are not, under the constitutional system of the federation, bound
to take legislative action, the federal Government shall bring such articles with a
favourable recommendation to the notice of the appropriate authorities of
constituent states or provinces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
740) Duncan B. Hollis, “Executive Federalism: Forging New Federalist Constraint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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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유보는 조약의 비준과 관련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다.741)

4. Bricker 헌법개정안
1950년대에 Bricker 상원의원의 헌법개정안의 옹호자들은 Missouri v.
Holland 판결을 번복하려는 입법 운동을 벌였다.742) 이들은 Missouri v.
Holland 판결로 인하여 조약이 헌법상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을 우려하였다.
Missouri v. Holland 판결의 ‘의회의 입법은 헌법에 따라 제정되었을 때에만
나라의 최고법이나, 조약은 합중국의 권한에 따라 체결된 때에 나라의 최고법으
로 선언된다’라는743) Holmes 대법관의 판시부분이 문제가 되었다.744)
Bricker 상원의원은 1950년대 초 헌법 개정을 시도하였다. 조약은 그 조약
없이 유효한 입법을 통해서만 국내법으로서 발효된다고 이 헌법개정안은 규정한
다.745) 이 개정안의 주창자들은 조약이 주에 대하여 연방권력을 확대하는 점과
조약이 자동적으로 집행되는 것을 우려하였다. 이 개정안에 대한 반대자들은 이
개정으로 인하여 외교권한에 해가 되고, Bricker 상원의원 등의 우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반박하였다.746) 이 헌법개정안 논쟁의 핵심은 조약 권한이 주
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제정자들은 조약권한이 주법보다 우
선하는 것을 의도하였다. 그들은 조약이 나라의 최고법이라고 규정하였다. 헌법
조항과 연방대법원이 연방권력에 대하여 이미 충분한 제약을 제공하기 때문에,
결국 의회는 Bricker 상원의원의 헌법개정안은 불필요하다고 기각하였다.747) 헌
법 개정으로 주의 조약체결권을 제한하려는 노력은 이제까지 성공하지 못하였지
만, Bricker 상원의원의 헌법개정 운동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748) Louis
the Treaty Power”, Southern California Law Review, Vol. 79 (2006), p. 1380
741) Ibid. p. 1363.
742) Nelson Richards, “Comment: The Bricker Amendment and Congress’s Failure to
Check the Inflation of the Executive’s Foreign Affairs Power, 1951-1954”, California
Law Review Vol. 94 (2006), p. 184.
743) Missouri v. Holland, 252 U.S. 416, 433 (1920).
744) Nelson Richards, supra note 742, p. 183.
745) Ibid.
746) Ibid. pp. 191-195.
747) Louis Henkin, supra note 672, pp 14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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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kin은 이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Bricker 상원의원은 전투에서 졌으
나, 그의 유령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구가하고 있다.”749)

제2절 ICJ 재판의 미국 법원에 대한 효력과 집행
Ι. 서
ICJ는 LaGrand 사건과 Avena 사건에서 영사협약 제36조가 개인의 권리도
창설한다고 해석하고, 미국의 소송상 해태의 원칙을 영사협약 사건에 적용하는
것도 동조의 위반이라고 해석하여, 소송상 해태의 원칙을 적용하지 말 것과 사
건의 대상자들에게 재심사의 기회를 줄 것을 판결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ICJ의 영사협약의 해석은 조약당사국인 미국법원을 구속하는
지가 문제가 된다. ICJ의 조약해석이 일반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면 제3장에서 이
미 고찰한 판결의 구속력(기판력)의 상대성을 넘게 되지만, ICJ에 조약의 해석에
관한 분쟁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것은 조약해석의 통일성을 유지하자는 취지이므
로 조약해석의 구속력을 인정할 필요성도 있다. 하지만 조약도 국내법이므로 국
내법에 관한 해석의 최종적 판단은 당연히 당사국의 최고법원이 하여야 한다.
미국에서는 조약이 나라의 최고법이므로 연방대법원이 조약 해석에 관한 최종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ICJ의 영사협약의 해석은 미국
법원, 특히 미연방대법원을 구속할 수 없게 된다.
제3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UN헌장 제94조에 따라 UN 회원국은 자국의
ICJ 패소판결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미국은 ICJ Avena 사건의 대상자
들에게 재심사의 기회를 줄 의무가 있다. 이 문제는 ICJ 판결의 집행문제로서
앞서 제기한 조약의 해석의 구속력 문제와 별개이다. 즉 이것은 영사협약에 대
한 ICJ의 해석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미국 법원은 ICJ 판결의 이행을 위

748) Nelson Richards, supra note 742,, pp. 206-213.
749) Louis Henkin, “U.S. Ratification of Human Rights Conventions: The Ghost of
Senator Bricker”,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89 (1995), p. 349.

- 172 -

하여 ICJ Avena판결을 집행할 의무가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조약의 자기집행성, 즉 관련조약 조항이 자기집행조약인
지 여부와 관련이 있으므로, 먼저 조약의 자기집행성에 관한 내용을 고찰한 후,
관련 사건인 Sanchez-Llamas 사건과 Medellín 사건에 대하여 차례로 검토한
다. 이러한 검토에 앞서 한 가지 언급해 둘 것은 자기집행성 여부를 판정하는
단위는 조약의 개별 조항이지 조약 전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하지만 ‘조약조항’
의 자기집행성이라는 정확한 용어보다 관행적으로 ‘조약’의 자기집행성이란 표
현이 사용된다.

Ⅱ. 조약의 자기집행성
1. 서
헌법상 어느 조항도 조약의 본질을 논하지 아니하지만, 연방대법원은 1829
년 Foster v. Neilson 판결 이래 조약에 두 종류의 유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
였다.750) 조약은 ① 비자기집행적(non-self-exucuting)인 조약과 ② 자기집행
적(self-executing)인 조약으로 나뉜다. 비준된 조약이 국내법으로서 효력을 가
지려면 이행입법이 필요한 경우가 전자에 해당하고, 비준된 조약이 이행입법의
제정 없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후자에 해당한다.
연방대법원의 1829년 Foster v. Neilson 판결 이후 미국이 비준한 일부 조
약은 “비자기집행조약”이어서 미국법원에서는 의회의 이행입법이 없는 한 집행
될 수 없다는 점은 확립되었다.751) 자기집행원리 배후의 이론과 그 구조는 오랫
동안 법원과 학계에 혼란을 야기하였다. 예를 들면, 자기집행성 인정과 관련된
자료, 누구의 의도가 조약의 자기집행성을 결정할 때 중요한가라는 문제, 자기
집행에 관하여 적용되어야 할 적절한 추정, 그리고 비자기집행조약의 국내법적
지위 등에 대하여 상당히 불확실하다.752) 연방대법원은 Medellín v. Texas 사
750) Foster v. Neilson, 27 U.S. 253 (1829).
751) Medellín v. Texas, 522 U.S. 491, 504 (2008).
752) Curtis A. Bradley, “Intent, Presumptions, and Non-self-executing Treati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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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서 이에 대한 대답을 상당히 하였다. 지금부터 이에 대하여 고찰한다.

2. 조약의 자기집행성에 관한 문언적 접근법
조약 조항에 이행입법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회의 전속적인 규제
적 특권 내의 사항을 처리하는 조약 조항은 비자기집행조약임에는 다툼이 없으
나, 그 밖의 경우에 어떤 조약조항이 자기집행적인지 여부의 판단은 그 조항의
표현과 문맥에 의거할 수에 있다.753)
Foster 사건에서 쟁점이 된 미국과 스페인 사이의 조약의 한 조항이, 스페
인이 그 조약 이전에 불하한 토지는 ‘비준되고 확인되어야 한다(shall be
ratified and confirmed)’라고 규정되었다. 연방대법원은 이 조항이 계약 용어
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비자기집행 조약조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754) 그 규
정의 내용이 계약의 취지일 때, 어느 당사자가 특정행위를 수행할 것을 약속한
때에는 그 조약은 사법부가 아닌 정치적 기관을 향한 것이고, 입법부는 그 조약
규정이 재판규범이 되기 전에 그 계약을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연방대법원
은 판시하였다.755) 그런데 United States v. Percheman 사건에서 연방대법원
은, 이 조약 스페인어본의 관련 조항을 영어로 번역하였을 때에 그 의미가 전술
한 토지의 불하가 ‘비준되고 확인된 채로 존속하여야 한다(shall remain
ratified and confirmed)’라는 취지임을 알고 동 조항에 대한 해석을 변경하였
다.756) 이 두 사건은 연방대법원이 문언 중심의 해석 방법을 사용하였음을 보여
준다.
Medellín 사건에서도 연방대법원은 관련 조약들이 자기집행조약인지를 검토
할

때

그

조약들의

문언에

집중하였다.

특히

UN헌장

제94조제1항의

“undertake to comply”가 국내법원을 지향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였다.757)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02 (2008), p. 540.
753) Ibid. p. 541.
754) Foster v. Neilson, 27 U.S. 253, 315 (1829).
755) 27 U.S. 253, 314.
756) U.S. v. Percheman, 32 U.S. 51, 88-89 (1833).
757) Medellín v. Texas, 522 U.S. 491, 50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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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판시하듯이, 제94조제1항은 ①‘shall’이나 ‘must’로 규정되지 않
았고, ②UN헌장을 비준한(ratified)758) 상원이 ICJ 재판에 ‘국내법원에 있어서의
즉각적인 법적 효과’를 부여하였음을 보여주지 못한다.759) 또한 UN안전보장이
사회를 통한 ICJ 판결의 집행을 규정한 제94조제2항이 ICJ 판결이 국내에서 자
동 집행되는 것을 예상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였다.760)
일반적으로

당사국의

법원보다는

당사국을

지향하는

장래지향적인

(future-oriented) 조약용어가 비자기집행조약을 암시한다고 취급하는 것은 새
삼스럽지 않다. 장래지향적인 용어는 비자기집행조약의 증거이다.761) UN헌장
제94조제1항의 ‘undertake to comply’는 전후맥락에서 볼 때 “정치적 기관에
의한 후속 조치를 예상하고 있다”고 해석된다.762)
1970년대부터 하급심 법원은 조약이나 조약조항이 자기집행적인가를 판단
할 때, 조약의 취지, 직접 집행에 적합한 국내절차의 존재, 대체적 집행방법의
이용가능성과 타당성 등

다요소심사(multifactored test)를

적용하였다.763)

Medellín 판결의 반대의견도 조약조항의 자기집행성 여부를 판단할 때 이와 유
사한 방법을 옹호하였으나,764) 다수의견은 이와 같은 다요소에 의한 심사가 너
무 불확정적이고, 언제 어떻게 국제협정이 집행될지를 결정하는 때 제1차적 역
할을 정치적 기관이 아닌 법원에 배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사유로 다요소 심
사기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765) Medellín 판결의 다수의견은 반대의견이 제시
한 심사기준이 같은 조약조항을 어떤 경우에는 자기집행적인 것으로, 다른 경우
에는 비자기집행적인 것으로 만든다고 비판하였다.766) 하지만 이 다수의견의 문
758) 미국 헌법상 조약을 비준하는 주체는 대통령이지 상원이 아니다. 상원은 ‘조언과 동의를 하
는(give its advice and consent)’ 주체이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Medellín 사건 판결문에서
당사국(party)로 표현하는 것이 맞는 곳에서 서명국(signatory)라는 틀린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759) 522 U.S. 491, 508.
760) 522 U.S. 491, 509.
761) Robertson v General Elec. Co., 32 F.2d 495, 500 (4th Cir. 1929).
762) 522 U.S. 491, 534-535 (Stevens J., concurring).
763) Curtis A. Bradley, supra note 752, p. 542.
764) 522 U.S. 491, 549-550 (Breyer, J., dissenting). 자기집행성을 판단할 때 고려사항으로는
조약의 대상, 조약조항의 특정도, 정치적 기관의 견해 등이 있다.
765) 522 U.S. 491, 516.
766) 522 U.S. 491,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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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심적 해석이 조약을 해석할 때 문언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해석
의 경우처럼 문언에서 출발하지만, 해석의 보조수단으로서 교섭경위, 기초과정
및 비준이후 당사국의 이해를 고려함을 Medellín 판결의 다수의견은 분명히 하
였다.767)

3. 조약의 자기집행성 의사·의도의 주체
조약의 자기집행성 원리에 대한 문제 중 하나가 조약의 자기집행성을 구별
하는 데에 누구의 의사가 중요한가라는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①미국의 조약
체결자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견해와 ②모든 조약당사국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견
해가 있다. Medellín 판결의 다수의견이 비록 조약문언에 집중하였지만, 조약의
자기집행성에 대하여 순수하게 문언주의 접근법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집행
문제를 의사·의도(intent)의 문제로 취급하고 문언을 특히 그러한 의사·의도의
좋은 지표로 보았다.768) 궁극적인 문제는 당해 조약이 자기집행의 의도를 전달
하는지 여부이다.769)
위의 견해를 고찰하자면, 우선 첫 번째 견해는 리스테이트먼트가 취하는 입
장인데, 이는 미국 조약체결권자의 의사가 조약의 자기집행성 문제를 좌우한다
는 주장이다. 리스테이트먼트는 조약의 자기집행성 여부는 국내 이행의 문제이
므로 통상 각국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였다.770) 어떤 나라에서는
조약은 결코 자기집행적이지 아니하고, 설사 조약에 직접 효력을 부여하는 나라
사이에도 다양한 범위의 접근 방법이 발견되며, 이러한 차이가 조약(특히 다자
조약)의 자기집행성에 대하여 집단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을 낮게 하고 자기집행
성이 협상의 대상이 되는 일은 정말로 드물다.771)
767) 522 U.S. 491, 506-507.
768) Curtis Bradley, supra nate 752, p. 543.
769) 522 U.S. 491, 505.
770)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the foreign relations law of
the United States,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rs, 1987), §111 comment. h
(1987), pp. 46-47.
771) Curtis Bradley, supra note 752, p. 54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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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두 번째 견해에 따르면, 자기집행성은 조약당사자의 집단의사
(collective intent)에 의하여 판단된다고 본다.772) 이 견해는 그 조약의 실체내
용의 해석에 적용하는 해석원리를 자기집행성 판단 문제에도 적용한다.773)
Medellín 판결은 첫 번째 견해인 리스테이트먼트의 입장을 선택하였다. 연
방대법원의 판시 사항 중에 “우리는 본문 조항이 대통령과 상원이 그 협정이 국
내법적 효력을 가질 것을 의도하였음을 나타내는 조약을 자기집행적이라고 보았
다.”라고774) 하던지, “대통령과 상원이 헌법상 보호에 의하여 누리는 것보다 더
높은 지위를 국제재판소 판결에 부여한다는, 있을 것 같지 아니한 결과를 의도
하였다고 하는 … .”라는 내용에서 조약의 자기집행성 판단에서 미국의 조약체
결권자의 의사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775) 만약 행정부가 국내법원에 구속력이
있는 비자기집행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 이는 비준한 상원의 묵시적 이해와
충돌되게 행위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연방대법원은 밝혔다.776) 이 판시에서도 연
방대법원이 대통령의 의사와 상원의 의사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을 알 수 있
다. 미국의 의사를 중시하는 접근방법이 상원이 때때로 조약의 조언과 동의에
첨부하는 비자기집행 선언의 유효성을 설명하는 데에도 당사국의 집단의사를 중
시하는 접근방법보다 유용하다.777)

4. 조약의 비자기집행성 추정의 문제
(1) 자기집행조약 추정설
리스테이트먼트는 법원이 조약의 자기집행성을 강하게 추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778) 여기에는 최고법 조항과 관련된 두 가지 논거가 있다. 첫째, 최고
772) Carlos Manuel Vázquez, “The Separation of Powers as a Safeguard of
Nationalism”, Notre Dame Law Review, Vol. 83 (2008), p. 1601.
773) Curtis Bradley, supra note 752, p. 543.
774) 522 U.S. 491, 519.
775) 522 U.S. 491, 523.
776) 522 U.S. 491, 527.
777) Curtis Bradley, supra note 752, p. 545.
778) Restatement (Third) of the Foreign Relations Law of the United States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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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의 ‘모든’ 조약(all treaties)이 나라의 최고법이라고 선언한 것에 비추어
보면, 최고법조항은 비자기집행조약을 불허한 것으로 보인다. Foster 판결은 최
고법 조항과 긴장관계에 있으므로 축소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조약이 자기집
행조약인 경우에 미국이 더 많이 이행할 것이고, 최고법 조항은 조약이행에 우
호적인 강력한 헌법정책을 나타낸 것이다.779)
(2) 비자기집행조약 추정설
반대로 조약을 비자기집행조약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점차
조약의 영역과 전통적으로 의회의 권한 영역이 겹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조약은
자기집행조약이어서는 안 된다. 비자기집행성이 민주적 가치를 촉진시킬 수 있
다. 왜냐하면 국가가 비자기집행조약의 의무를 국내에서 이행하기 전에 하원을
포함한 입법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통치의 민주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
다.780) 이 점은 행정협정의 유형 중 의회-행정협정을 지지하는 논거와 같다.781)
이러한 입장에서는 법원은 조약을 비자기집행적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고 주장
한다.782)
(3) 조약의 자기집행성과 Medellín 판결
Medellín 판결은 조약의 자기집행성을 추정하는 견해를 기각하였다.783) 그
리고 의회가 비자기집행조약의 이행을 할 과제를 책임진다고 하였다.784) 그러나
이 판결이 조약의 비자기집행성을 추정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785) 조
reporter’s n. 5. pp. 53-56.
779) Ibid. 53.
780) John C. Yoo, “Treaties and Public Lawmaking”, Columbia Law Review Vol. 99
(1999), p. 2240.
781) Oona A. Hathaway, “Treaties’ End: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International
Lawmaking in the United States”, Yale Law Journal Vol. 117 (2008), p. 1236.
782) John C. Yoo, supra note 780, p. 2254-2257.
783) Curtis Bradley, supra note 752, p. 546.
784) 552 U.S. 491, 521.
785) Curtis Bradley, supra note 752, p.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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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비자기집행성을 추정한 판결로 보는 입장786)과 조약별로 판단한다는 취지
의 판결이라는 입장787)으로 Medellín 판결에 대한 평가가 나뉜다.
하지만 어느 입장에 서든지 Medellín 판결은 ICJ 판결의 직접 적용에 불리
한 추정을 한 판결이다.788) 즉 연방대법원은, ICJ 판결이 주의 소송법원칙을 간
섭하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 조약의 비준 당사자들이 ICJ 판결에 국내법적 효력
을 주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언급하였을 것이라고 판시하였다.789)
한편 ICJ 판결의 직접집행은 헌법 제3조의 사법권과 미국연방제도 내의 주
의 권한과 관련된 헌법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790) 따라서 ICJ 판결은 정
치적으로 민감한 국가 간의 분쟁에 관한 것이므로 정치적 기관이 유연하게 그
집행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측면에서도, ICJ 판결이 직접 적용·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추정은 긍정적이다.791)

5. 비자기집행적 조약의 국내법상 지위
Medellín 판결은 비자기집행조약의 국내법상 지위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792) 비자기집행조약은 단지 개인에게 소권을 주지 않을 뿐이고
이러한 소권이 필요 없는 때에는 법원에 의해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
다.793) 예컨대, 조약이 형사사건에서 방어적으로 원용될 때, 42 U.S.C. §1983과
같은 연방법률에 일반적인 소권이 규정된 때이다.794) 연방대법원은 비자기집행
조약은 스스로 국내법상 집행·적용이 가능한 연방법이 생기게 하지 못한다고 하
였다.795) 또한 명시적으로 자기집행의 문제와 개인의 소권의 문제를 구별하였
786) Carlos Manuel Vázquez, “Less Than Zero”,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56 (2008), p. 570
787) Curtis Bradley, supra note 752, p. 541.
788) Ibid. p. 547.
789) 552 U.S. 491, 517.
790) 552 U.S. 491, 518.
791) Curtis Bradley, supra note 752, p. 547.
792) Ibid p. 547.
793) David Sloss, “Ex parte Young and Federal Remedies for Human Rights Treaty
Violations”, Washington Law Review Vol. 75 (2000), p. 1103.
794) Jogi v. Voges, 480 F.3d 922 (7th Cir.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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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96) 이에 따르면 어떤 조약 조항이 개인의 소권을 부인하는 것이 그 조항을
비자기집행조약을 의미하는 징표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이 개인의
소권과 조약의 자기집행성을 관련시키는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 같다.
Medellín 판결의 불분명한 점으로서 다음이 지적될 수 있다. 비자기집행조
약은 단지 재판상 행사·적용이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아예 국내법상 지위를
가지지 못하는지에 대하여 Medellín 판결은 불분명한 태도를 보였다. 여러 곳에
서 비자기집행성과 국내법상 지위의 결여를 동일시하였다.797) 그러나 다른 한편
에서는 비자기집행성을 재판상 행사·적용불가능성과 동일시하였다.798) 그리고
연방대법원의 조약의 자기집행성 심사 기준은 어떤 조약이 국내법상 지위를 가
지는지 여부보다 국내 법원에 대한 지시가 되는지 여부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비자기집행조약은 국내법을 구성하고 단지 재
판상 행사·적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799) 사법부의
관점에서는 국내법상 지위 문제는 대체로 재판상 행사·적용가능성 문제로 귀착
되므로 이 두 가지 문제의 구별을 연방대법원이 관심을 가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800)
그러나 이 두 문제의 구별은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 행정부가 비자기집
행조약을 집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 하지만 독자적인 헌법상 또는 법률상 근
거가 없는 경우가 있다. 연방대법원은 Medellín 판결에서 법원에 대한 구속력
있는 재판규범을 제정하는 행정부의 조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일방적
으로 비자기집행조약을 국내법원에 대하여 구속력 있게 만드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801) 그러나 이것이 행정부의 다른 조치까지 배제시키는 것은 아니

795)
796)
797)
798)
799)
800)
801)

522 U.S. 491, 505 n. 2.
522 U.S. 491, 506 n. 3.
522 U.S. 491, 505; 522 U.S. 491, 505 n.2; 522 U.S. 491, 520.
522 U.S. 491, 504; 522 U.S. 491, 513-514.
Curtis Bradley, supra note 752, p. 548
Ibid.
522 U.S. 491,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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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였다.802)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하여도 비자기집행조약이 국내법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비자기집행조약을 준수·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에 대한 논의도 이 구별 문제와 연관이 있다. 법집행조항(Take Care Clause)
의 법(Laws)에 비자기집행조약이 포함되는가 아니면 배제되는가의 문제이다. 그
곳의 법(Laws)이 나라의 최고법을 의미하고, 비자기집행조약이 국내법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비자기집행조약이 충실히 집행되도록 유의할 의무는
없게 된다. 그런데 연방대법원이 Medellín 판결에서 비자기집행조약이 법집행조
항(Take Care Clause) 목적상 법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를 한 것이 아니어
서803) 논란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구별이 문제가 되는 곳이 법률을 해석할 때 가능하면 조
약 위반을 피하도록 하는 해석원리, 즉 ‘Charming Betsy 해석원리’의 적용과
관련이 있다. 이 법률해석원리가 비자기집행조약에도 적용되는가의 문제이다.
비자기집행조약이 국내법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여 국내법으로서 효력이 없다
면 굳이 이러한 조약의 위반이 야기되지 않도록 의회의 법률을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다.804) 그러나 비자기집행조약이 국제법상 미국을 구속하는 한,
의도하지 아니한 국제법 위반을 회피하려는 목적을 가진 Charming Betsy 해석
원리는 비자기집행조약에도 적용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805)
연방대법원의 Medellín 판결의 취지를 비자기집행조약이 국내법상 지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면 최고법 조항과 조화되지 않을 어려움이 생긴다.
최고법 조항은 미합중국의 권한에 의하여 체결된 ‘모든’ 조약이 나라의 최고법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약이 나라의 최고법이라고 하면서 국내법적 지위를 전
혀 가지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제이다. 하지만 나라의 최고법 모두가 재
판상 행사·적용 즉 재판상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비자기집행조약은
나라의 최고법이나 재판상 행사·적용 또는 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하
802) 522 U.S. 491, 530.
803) 522 U.S. 491, 532.
804) Fund for Animals, Inc. v. Kempthorne, 472 F.3d 872, 880 (D.C. Cir. 2006)
(Kavanaugh, J., concurring).
805) Curtis Bradley, supra note 752, p.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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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러한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806)

6. ICJ Avena 판결과 최고법 조항
연방대법원이 ICJ Avena 판결이 나라의 최고법의 일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한, 양자를 구별하여야 한다.807) 최고법 조항은, 헌법, 연방법률과 조약은
포함하지만, 조약에 따라 선고된 국제판결은 포함하지 않는다. ICJ 판결 자체는
미국 국내법을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ICJ 판결이 근거조약상의 의무의 결과로
미국에서 재판상 집행이 가능할 수 있다.808)

Ⅲ. ICJ 조약해석의 미국 법원에 대한 구속력
1. 서
냉전이 끝난 이후에 다수의 국제법원이 새로 창설되어 국제법원과 국내법원
의 관계가 주요한 문제로 등장하였지만, 이 주제는 ICJ와 국내법원의 관계와 기
본적으로 차이가 없다. ICJ는 국제분쟁의 해결과정에서 관련 조약에 대한 해석
을 한다. 그러면 이러한 조약의 해석은 국내법원에 대하여 어떠한 효력을 가지
는가? 선례로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 분쟁당사자인 국가가 아닐지라도
국내사건에서 소송주체인 개인에게도 그 조약의 해석의 구속력이 미치는가? 이
는 국내법상 ICJ 판결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이다. ICJ에서 조약의 해석·적용
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한 국가는 ICJ가 행한 조약 해석을
따를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미 사실관계 등 제2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Sanchez-Llamas 사건
은809) Sanchez-Llamas v. Oregon 사건과 Bustillo v. Johnson 사건의 병합
806)
807)
808)
809)

Ibid. p. 550.
Ibid. p. 549.
Ibid.
Sanchez-Llamas v. Oregon, 548 U.S. 33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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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다. 이 병합 사건의 공통쟁점은 주형사재판에 대한 영사협약의 위반이 가
지는 효력이다. 이 사건 당사자들은 ICJ LaGrand 사건과 Avena 사건의 대상자
들이 아니다. 따라서 ICJ가 LaGrand 사건 등에서 행한 영사협약 제36조에 대
한 해석이 미국 법원 내에서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가가 쟁점이 되었다. 이 쟁점
에는 앞서 제기한 문제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Sanchez-Llamas
판결의 관련 부분에 대하여 고찰한다.

2. Sanchez-Llamas 판결
(1) 다수의견
ICJ에 의한 영사관계협약의 해석은 정중히 고려하여야 하지만, 이로써
Breard 판결이 보인 영사협약에 대한 이해를 재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810)
미국 헌법 제3조의 사법권은 무엇이 법인지를 말한 의무를 포함하는바, 조약이
연방법으로서 효력을 가지면, 연방법상 그 의미를 판단하는 것은 미국법체계에
서 사법의 영역과 의무에 속한다.811) ICJ 판결은 소송당사국 밖에 구속할 수 없
고, 게다가 ICJ 내에서도 선례구속성을 가지지 못한다.812) 또한 ICJ는 국가 간의
분쟁의 처리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UN헌장의 관련 규정도 ICJ 판결의 불이
행의 구제조치로서 UN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국제적 구제를 예정하고 있다.813)
이러한 ICJ의 구조나 목적에서 볼 때, ICJ의 해석이 미국의 법원을 구속한다는
의도는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814) 또한 Avena 사건 판결 후 미합중국은 영사협
약 분쟁에 관한 관할권을 수락한 임의의정서로부터 탈퇴하였다. 미합중국이 이
미 ICJ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 분야에서 ICJ의 견해에 결정적인 비중
(decisive weight)을 부여하는 것은 의심스럽다.815)
810)
811)
812)
813)
814)
815)

548
548
548
548
548
548

U.S.
U.S.
U.S.
U.S.
U.S.
U.S.

331,
331,
331,
331,
331,
331,

353.
353-354.
354-355.
355.
354.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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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ICJ에 의한 조약해석이라고 하더라도 조약의 문언상 의미를 넘을 수는
없다.816) 소송상 해태 원칙은 영사협약 제36조제2항에서 말하는 접수국의 법령
에 해당한다. LaGrand 사건 판결에서 ICJ는 소송상 해태 원칙의 적용이 영사협
약 제36조제2항의 권리의 목적으로 하는 것을 충분히 달성할 의무를 위반하였
다고 결론을 내렸다. ICJ의 이 판단은 대심구조에서 이 원칙이 가지는 중요성을
간과하였다.817) 동조의 권리가 의도한 목적을 충분히 실현할 의무를 ICJ와 같이
이해하면, 소송상 해태 원칙뿐만 아니라 소송당사자에게 적절한 시간 범위에서
청구를 제시하게 하는 어떠한 법규칙도 영사협약 제36조상의 청구보다 후위에
서는 결과가 된다.818) 이러한 ICJ의 해석을 채용하면, ‘제36조상의 권리는 접수
국의 법령에 반하지 않도록 행사한다’는 명확한 문언에는 어떠한 의미도 남지
않게 된다.819) 따라서 Breard 판례의 결론에 따라 영사관계협약 제36조상의 권
리에 관한 청구에도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송상 해태 원칙 적용이 가능하
다.820)
(2) 반대의견
한편 Breyer 대법관이 집필한 반대 의견은 다음과 같다. 영사협약 제36조
상의 권리가 관련된 청구에서는 소송상 해태 원칙이 배제되지 않으면 안 될 경
우가 ‘때로’ 있다.821) 나아가 반대의견은 ICJ의 조약해석 자체가 국내법원을 구
속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조약의 통일성이 조약해석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ICJ가 많은 국제조약의 해석권한을 특별히 담당하는 지위에 있기 때
문에 조약해석 및 기타 국제법 문제에 대하여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견해를 참조
하여야 한다고 비판하였다.822)

816)
817)
818)
819)
820)
821)
822)

548
548
548
548
548
548
548

U.S.
U.S.
U.S.
U.S.
U.S.
U.S.
U.S.

331,
331,
331,
331,
331,
331,
331,

356.
356.
356.
356.
360.
366.
38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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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이미 제3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국가만이 ICJ에서 당사자능력이 있고,
ICJ 판결의 구속력은 오로지 사건 당사자와 그 특정사건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
며, 선례구속력은 부인되고, UN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하여 집행되는 기본 구조가
국제법상 인정된다. 연방대법원은 바로 이러한 기초이론에 입각하여 ICJ의 구조
와 목적에 비추어 ICJ가 행한 조약 해석이 미국법원에 대하여 확정적이지 않다
고 보았다.
또한 미국 헌법 제3조의 사법권 조항에 비추어 볼 때에도 ICJ 조약해석의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조약체결권자도 이러한 이해 아래에서 ICJ
에 대한 분쟁 회부를 비준하였다고 연방대법원은 보았다.823) 그리고 연방대법원
은 조약의 교섭과 집행을 책임지는 행정부가 부여한 조약의 의미에 큰 비중
(great weight)을 둔다고 판시하였다.824) ICJ가 영사협약 제36조에 대하여 행한
해석이 미국 법원을 구속한다는 견해를 행정부가 취하지 않는 점, 그리고 행정
부가 영사협약임의의정서의 ICJ 관할권 행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 점은 연방대
법원이 ICJ 조약해석에 결정적 비중(decisive weight)을 두지 않는 것의 근거가
된다.825)
이상과 같이 연방대법원은 ⓵ ICJ의 구조와 목적, ⓶ 미국 헌법 제3조의 사
법권 조항, ⓷ 행정부의 의사 존중에 근거하여 ICJ가 행한 조약 해석의 미국법
원에 대한 구속력을 부인하였다. 아울러 ICJ에서 조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
을 해결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한 국가는 ICJ가 행한 조약 해석을 따를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ICJ가 영사협약의 해석·적용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데에 동의한 것과
ICJ 영사협약 해석의 구속력 문제를 별개로 본 것이다. 둘째, 행정부가 이러한
ICJ의 관할권 합의를 철회한 이후에는 ICJ의 영사협약 해석에 결정적 비중을 인
823) 548 U.S. 331, 354.
824) 548 U.S. 331, 355.
825) 548 U.S. 331,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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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ICJ 영사협약의 해석은 미국 법원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
다.
전술한 바와 같이 ICJ의 영사협약 해석의 구속력 인정 문제는 근본적으로
조약해석의 통일성을 위한 ICJ 조약해석의 구속력과 조약당사국 최고법원의 조
약해석권의 충돌문제이다. 이 사건에서 다수의견은 연방대법원이 가지는 조약해
석권을 우선한 것이라면, 반대의견은 조약해석의 통일성을 중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의견이 조약해석에 관하여 항상 ICJ의 해석을 우선하라는
취지는 아니다. 단지 이 사건에서는 ICJ 해석이 설득력이 있다는 취지로 보인
다.826) 따라서 궁극적으로 연방대법원이 조약해석의 최종적 권한을 가진다는 점
에서는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차이는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Ⅳ. ICJ Avena 판결의 집행가능성
1. 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연방대법원은 Sanchez-Llamas 사건에서 ICJ의
영사협약과 관련된 해석의 미국 법원에 대한 구속력을 부인하였다. 따라서 미연
방대법원은 ICJ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영사협약관련 사건에서 ICJ와
상반된 해석을 하고 있음은 기술한 바와 같다.
그러나 미연방대법원이 ICJ 영사협약 해석의 구속력을 부인하더라도 ICJ
Avena 판결을 집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이와 별개의 문제이다. 즉 ICJ 판
결 자체가 미국법원에서 자동적으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국내법인가, 즉
ICJ 판결의 직접집행가능성, 자기집행성이 문제가 된다. 이하 미연방대법원
Medellín 판결에 나타난 판지를 고찰한 후 평가하기로 한다. 그리고 여기서 다
루는 문제는 제3절에서 후술한 Bush 대통령 각서에 기한 ICJ 판결의 집행 문제
와는 다른 것이라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826) 548 U.S. 331,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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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edellín 판결
1993년 6월 24일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멕시코 국적자인 Medellín과 그의
동료 갱단원이 10대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한 죄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827)
Medellín의 변호사는 지역 법집행 공무원이 Medellín에게 영사협약 제36조의
권리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을 사유로 하여 비상구제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으
나, 텍사스주 사실심법원과 주형사대법원은 각각 Medellín이 텍사스 주당국의
불고지가 그의 유죄판결이나 양형에 영향을 주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828) 그래서 Medellín은 인신보호영장청구를 연방
지방법원에 신청하였으나, 소송상 사유로 이 청구가 배척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다시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하였다.829)
그런데 ICJ가 Avena사건에서 미국의 법집행공무원이 Medellín을 포함한
51명의 멕시코인의 영사협약 제36조의 권리들을 침해하였다고 판결하면서 미합
중국에게 자신이 선택한 수단으로 Medellín 등의 사건을 재심사하라고 판결하
였다.830) 그러나 이 ICJ 판결이 있음에도 연방항소법원은 영사협약에 기한 청구
에도 소송상 해태의 원칙의 적용이 있다는 연방대법원의 Breard 판결에 따라
Medellín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래서 Medellín은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하였
고, 연방대법원은 이 상고를 받아들였다.831) 그런데 예정된 구술변론기일 전에
Bush 대통령이 법무장관 앞으로 각서를 발하였다. 이 각서에는 대통령의 권한
에 따라 미합중국이 Avena 판결에 따라 지는 국제의무를 이행하고 ICJ 판결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832) 이 각서와 ICJ Avena 판결에 기하여
Medellín은 텍사스 주법원에 비상구제절차 신청을 하였다.833) 이 새로운 절차의
결과로 연방대법원은 허가하였던 상고를 각하하였다.834) 그러나 새로운 불복절
827) Medellín v. Texas, 552 U.S. 491, 501 (2008).
828) 552 U.S. 491, 501–502.
829) 552 U.S. 491, 503.
830)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Mexico v. United Slates of America),
Judgment, I.C.J. Reports 2004, p.72, para. 153.
831) Medellín v. Dretke, 544 U.S. 660, 661 (2005).
832) Medellín v. Texas, 552 U.S. 491, 503 (2008).
833) Ex parte Medellín, 223 S.W.3d 315, 322-323 (Tex.Crim.App.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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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텍사스 주법원은, 대통령은 각서로써 ICJ 판결을 집행할 헌법상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대통령의 각서나 ICJ Avena 판결은 구속력 있는 연방법으로서
연속적인 인신보호에 대한 주의 제한에 우선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Medellín의 두 번째 인신보호청구를 각하하였다.835) 이에 Medellín은 연방대법
원에 재차 상고하였다. Medellín은 ICJ Avena 판결은 미국의 주법원과 연방법
원을 구속하는 의무이고, 미국헌법의 최고법 조항에 의하여 ICJ Avena 판결의
이행을 요구하는 조약은 이미 나라의 최고법으로서 주법원과 연방법원은 이에
구속된다고 주장하였다.836)
(1) 다수의견
ICJ 판결이 미국의 국제법상 의무를 발생시키는 점에 대하는 다툼이 없으
나, 모든 국제법상 의무가 자동적으로 미국 법원에서 집행가능한 구속력 있는
연방법이 되지 않는다.837) 따라서 ICJ Avena 판결 그 자체가 미국법원에서 자
동적으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국내법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838) Foster
v. Neilson 사건판결 이래 판례에 의하면, 조약이 국내법이 되는 것은 연방의회
가 당해 조약의 국내이행법을 제정한 경우 또는 당해조약이 자기집행적이라는
의사로써 비준한 경우뿐이다.839) 그리고 자기집행적이라는 의사를 판단하려면
우선 조약의 문언의 검토를 하고, 해석의 보조수단으로서 교섭과정, 기초과정(起
草過程)이나 비준 이후 당사국의 실무관행을 검토하여야 한다.840)
다수의견은 영사협약임의의정서, UN헌장, 그리고 ICJ규정에 기하여 ICJ 판
결이 그러한 효력을 가지는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우선 영사관계협약 임
의의정서는 ICJ에 관할권을 발생시킬 뿐이고, ICJ 판결의 효력이나 집행방법에

834)
835)
836)
837)
838)
839)
840)

Medellín
Medellín
552 U.S.
552 U.S.
552 U.S.
552 U.S.
552 U.S.

v. Dretke, 544 U.S. 660, 664 (2005)
v. Texas, 552 U.S. 491, 504 (2008).
491, 504.
491, 504.
491, 504.
491, 505.
491, 506-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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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언급이 없다.841) ICJ 판결의 효력에 대하여 정한 직접의 규정은 UN헌장
제94조이다. 그러나 동조 제1항은 UN회원국이 ICJ 판결의 효력에 따를 것을 약
속하는(undertake) 것에 그친다.842)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ICJ 판결의 불이행
에 대하여 정치적 기관인 UN안전보장이사회에 부탁하는 길이 열려 있고, 미국
은 안보리의 결정에 제한 없이 거부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843) 이러한 구조
에 비추어 보면, 미국은 ICJ 판결의 이행 여부와 방법을 정치적 기관(political
branches)에서 결정한다는 이해 아래에서 UN헌장을 비준하였다고 생각되므로
UN헌장 제94조는 ICJ 판결을 곧바로 회원국 국내에서 적용시킬 취지라고는 해
석되지 아니한다.844) 더욱이 ICJ규정 제59조는 ICJ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개별 사건의 당사국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설사 Medellín이 ICJ Avena 판
결에 포함되었더라도 당사자는 아니다.845) 그러므로 상기 3개 조약은 ICJ 판결
을 국내에서 직접 집행시켜 이행하도록 명하는 것은 아니다.846)
조약의 자기집행성을 판단할 때 문언을 중시하는 것은 Foster 판결이후의
연방대법원의 자세이다. 이러한 전통적 방법을 벗어나 복합적 요소의 종합판단
을 하여 개개의 ICJ 판결에 응하여 자기집행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반대
의견은 판단의 지침이 없어 안정성이 결여됨과 동시에 국내법을 창조하는 재량
권을 사법부에 부여하는 것이 되므로 이러한 의견을 채용하기 어렵다.847) 또한
영사협약임의의정서를 비준한 다른 나라에서도 ICJ 판결은 직접 집행가능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848)
(2) 반대의견
Breyer 대법관이 집필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미국 헌법 제6조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552
552
552
552
552
552
552
552

U.S.
U.S.
U.S.
U.S.
U.S.
U.S.
U.S.
U.S.

491,
491,
491,
491,
491,
491,
491,
491,

507-508.
508.
509-510.
510-511.
512-513.
513-514.
516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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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은 미국이 체결한 모든 조약이 헌법 및 연방법과 나란히 최고법이고 법원
과 주를 구속한다고 규정한다. 조약의 자기집행성에 대하여는 종래부터 다요소
의 종합판단에 기하여 유연히 판단되었고 ICJ Avena 판결의 기초를 이루는 조
약(영사협약, 영사협약임의의정서, UN헌장)의 문언은 ICJ Avena 판결의 직접집
행성을 뒷받침한다.849) 다수의견은 사안과 관련이 없는 조약문언에 지나친 비중
을 두었으나, 조약 조항의 자기집행성에 대한 조약상의 문언은 중요하지 않
다.850) 또한 대통령이 의회의 추가 입법이 필요하지 아니함을 결정하였고, 대통
령과 의회 모두 ICJ 재판의 재판상 직접 적용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다.851)
ICJ 판결은 국내법상 후속 입법 없이 직접집행·적용가능한 국내법이다.852)

3. 평가
이 사건 연방대법원 판결에서는 잠정조치 ‘명령’이 문제가 된 Breard v.
Greene 사건과 달리, ICJ규정 제59조에 기하여 미합중국에 대하여 명백히 구속
력을 가지는 ICJ ‘판결’이 국내법원에서 어떠한 법적 효과를 가지는가가 문제가
되었다.
분명히 미국헌법 제6조제2항은 모든 조약이 헌법과 연방법과 나란히 최고법
으로서 법원과 주도 구속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조약에 기하여 개별적으로 설
립된 국제기구의 결의나 국제법원의 판결 등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는 명확하지
않다. Breard 사건, LaGrand 사건, Avena 사건에서 무엇보다 연방제와 관련
하여 미국은 영사관계협약 제36조에 관한 ICJ 판결·명령의 국내이행을 확보할
수 있을까가 큰 쟁점이 되었다. 선례로서 1998년 Breard v. Greene 판결853)은
영사관계협약 제36조가 국내소송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
였다. 또한 2006년 Sanchez-Llamas v. Oregon 판결854)은 이 제36조의 해석
849)
850)
851)
852)
853)

552 U.S. 491, 539-540, 551.
552 U.S. 491, 541, 549.
552 U.S. 491, 541, 561-562.
552 U.S. 491, 541, 562.
Breard v. Greene, 523 U.S. 371 (1998).

854) Sanchez-Llamas v. Oregon, 548 U.S. 33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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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국내재판의 재심사를 요구한 ICJ Avena판결에 의한 동조의 해석에 대하
여 정중히 고려하면서도 상고인이 이 ICJ 사건의 청구원인사실을 이루는 자가
아닌 점에서 영사관계협약상의 의무에 대하여 ICJ와 다르게 해석하였다.
Medellín 사건은 이 ICJ 판결의 보호 대상이 된 개인으로부터 청구가 제기
되었고 영사관계협약 제36조에 대한 것이 아니라 ICJ 판결의 국내적 지위와 효
력이 직접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연방대법원이 상기 2건의 판례를 바탕으로 하
면서 ICJ 판결의 직접 집행가능성에 대하여 판시하였다. 이 사건의 주요 전제의
하나가 조약의 자기집행성에 관한 문제인바, 이는 이미 검토하였기 때문에 여기
에서는 그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
이 사건 판결의 특징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ICJ 판결의
직접 적용·집행가능성에 대하여 영사협약임의의정서, UN헌장 제94조, ICJ규정
등 주로 영사협약사건에 관한 ICJ 판결의 국제적 효력의 근거가 되는 조약이
ICJ 판결의 직접집행을 의무로 부과하는가라는 점으로부터 판단하였다. 둘째, 조
약이 ICJ 판결의 직접집행을 의무로 부과하는가에 대하여, 조약체결국의 일반의
사가 아니라 당해 조약이 비준된 때의 대통령과 상원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였
다. 셋째, 당해 의사의 유무에 대하여 조약의 문언을 중시하여 판단하였다. 다수
의견은 문언중시의 조약해석 방법을 보인 Foster 사건판결과의 연속성을 강조
하였다. 또한 다수의견은 조약의 문언뿐만 아니라 영사협약 당사국의 비준이후
의 관행도 ICJ Avena 판결의 자기집행성과 관련하여 검토하였다. 다수의견은
ICJ Avena 판결의 근거가 된 조약 조항이 자기집행조약이 아니므로 이에 기초
한

ICJ Avena 판결도 최고법으로서의 성질, 즉 국내적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

였다.855)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해석에는 미국의 재판제도를 ICJ의 영향권에서
제외시키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 미국은 LaGrand 사건에서 ICJ가 미국 국내법
원의 감독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권한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는
바,856) 이러한 입장은 연방대법원에 의하여 Medellín 사건에서도 유지되는 것으
로857) 평가할 수 있다. 또한 ICJ 판결 자체도 미국 스스로가 이행수단을 선택할
855) 552 U.S. 491, 504 n. 2.
856) LaGrand (Germany v. U.S.), Counter-Memorial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7 March 2000, paras. 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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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858) 이것 역시 직접 집행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
으로 해석할 여지를 미국에게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ICJ 판결을 직접 집행·적용을 하는 데에 연방주의 문제
가 관련이 있다는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연방대법원의 판시
에 따르면, ICJ 판결의 주의 소송상 원칙을 간섭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만약
에 관련 조약 비준당사자가 ICJ 판결에 국내적 효력이 있다고 의도하였다면, 이
러한 효력을 부여하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언급했을 것이 예견된다는 것이다.859)
Medellín 판결의 반대의견이 비판하듯이, 아마도 이 판결은 다른 조약의 관할권
조항에 따라 내려진 ICJ 판결도 미국에서 자동적으로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간
주될 것을 의미한다.860)

Ⅴ. ICJ Avena 판결과 외국판결의 집행
1. 국제예양과 외국판결의 집행
국제예양(international comity)의 의미는 불확실하다.861) 하지만 프랑스
판결을 미국 법원에서 집행하려고 한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예양, 실제는 국제
예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예양은 한 국가가 국제의무와 국제편의
를, 그리고 자국민 또는 자국법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자의 권리를 적정하게 고려
하여 자국 영역에서 다른 나라의 입법행위, 행정행위, 또는 사법행위에 대하여
부여하는 승인이라고 판시하였다.862) 또한 다른 판결에서는 연방대법원은 예양
이 국내법원이 다른 주권 국가의 법과 권익에 관한 사건의 해결에 접근하는 협
동정신을 지칭한다고 하였다.863) 국제예양은 다양한 맥락에서 제기되는 것이지
857) 552 U.S. 491, 517-518.
858)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Mexico v. United Slates of America),
Judgment, I.C.J. Reports 2004, p.72, para. 153.
859) 552 U.S. 491, 517.
860) 552 U.S. 491, 541 (Breyer, J., dissenting).
861) Joel R. Paul, “Comity in International Law”,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32 (1991), p.3
862) Hilton v. Guyot, 159 U.S. 113, 164 (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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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대표적인

분야가

Hilton

사건에서와

같이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에 대한 것이다.
미국 헌법은 미국 법원이 다른 주의 판결을 승인하고 집행할 것을 요구한
다.864) 반면에 미국 법원은 헌법상 외국 법원의 판결을 승인·집행할 의무는 없
다. 또한 이 분야에 대한 연방 법률이 제정되지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
외국판결의 집행 문제는 주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바, 통일법865)의 채택을 통하
여 또는 리스테이트먼트에 정리된 common law에 따라 외국판결이 집행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ICJ Avena 판결이 미국 법원에서 자동적으로 집행
되지 않는다면 외국판결의 집행 절차를 통하여 집행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ICJ 판결과 외국판결의 집행
서로 다른 나라의 법원 사이의 상호작용은 필요하고, 세계화 시대에 점점
흔한 일이 되어 예양의 고려는 유용하다.866) 그러면 전술한 바와 같이 Hilton
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국제예양에 따라 미국법원은 ICJ Avena 판결을 집
행할 수 있는가. ICJ Avena 판결의 집행이 Medellín 사건과 관련된 점은 두 가
지이다. ⓵ 영사협약사건과 관련하여 소송상 해태의 원칙을 적용하지 말 것과
⓶ Medellín을 포함하여 Avena 판결의 대상이 된 자들에게 재심사의 기회를
부여할 것이 집행의 대상이 된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ICJ

Avena 판결이 외국판결의 집행 대상이 되는가이다. 연방대법원은 Avena 판결
을 집행 가능한 외국판결(foreign judgement)로 보지 않았다.
863) Societe Nationale Industrielle Aerospatiale v. U.S. Dist. Court for Southern Dist.
of Iowa, 482 U.S. 522, 543 n. 27 (1987)
864) U.S. Const. art. Ⅳ, §1.
865) 통일법에는 1962년에 제정된 통일외국금전판결승인법(Uniform Foreign Money
Judgments Recognition Act)과 이를 개정한 2005년 통일외국국가금전판결승인법(Uniform
Foreign-Country Money Judgments Recognition Act)이 있다. 2005년 통일법 개정 취지
중 하나는 통일법의 승인집행의 대상이 되는 판결이 타주판결(他州判決)이 아닌 외국판결
(foreign-country judgment)임을 분명히 하는 데에 있다.
866) Anne-Marie Slaughter, “Court to Court”,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2. (1998), p.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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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연방대법원은 상고인 Medellín이 전형적인 상사분쟁 또는 재산분쟁을
해결한 ‘외국판결(foreign-country judgment)’의 집행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고 판시하였다.867) 이러한 판시는 ⓵ ICJ 판결은 주권국가의 판결인 외국판결
(foreign-country judgment)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고, ⓶ ICJ
Avena판결은 전형적인 상사분쟁이나 재산분쟁을 해결한 판결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집행 대상이 되는 외국판결은 ⓵ 통일법의 경우에는 금전판결에 한정
되고,

⓶

common

law를

정리한

리스테이트먼트에는

작위·부작위명령

(injunction) 판결, 권리·지위확인판결, 재산압류에서 기인한 판결은 일반적으로
집행의 자격이 없다고 하였다.868) 연방대법원은 전술한 리스테이트먼트를 인용
하면서,

‘작위·부작위를

명하는

구제(injunctive

relief)’를

내린

외국법원

(foreign courts)의 판결은 일반적으로 집행 자격이 없는 것이 일반원칙이라고
판시하였다.869) 즉 소송상 해태의 원칙을 적용하지 말라는 부작위명령판결과 재
심사 기회를 부여하라는 작위명령판결은 집행할 수 있는 외국판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ICJ Avena 판결은 집행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Ⅵ. ICJ 잠정조치 명령의 미국법원에 대한 구속력
1. Breard 사건
1992년 버지니아 주당국은 파라과이 국민 Angel Francisco Breard를 체포
하였다. 1993년 Breard는 강간미수와 살인죄(attempted rape and capital
murder)로 버지니아 주법원인 Circuit Court of Arlington County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버지니아 주대법원을 거친 상소절차는 연방대법원의 상고 기각
867) Medellín v. Texas, 552 U.S. 491, 522 (2008).
868)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the foreign relations law of
the United States,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rs, 1987), §481, Comment b, p.
595.
869) 552 U.S. 491,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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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종료되고, 그의 사형 판결은 확정되었다.870) 그런데 그는 영사협약 제36조
제1항(b)에 근거하여 파라과이 영사관에 자신의 체포와 구금에 대하여 통보하는
것을 요청하는 권리, 또한 파라과이 영사관과 통신하는 권리를 가짐에도 그러한
권리를 고지 받지 못하였다. 파라과이 영사관은 스스로 Breard의 구금을 알게
된 1996년부터 그에게 조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871)
1996년 8월 20일 Breard는 영사협약 위반을 사유로 미연방법원에 대한 인
신보호신청 절차를 개시하였다. 연방지방법원은 그의 청구를 소송상 해태
(procedural default)의 이론에 기하여 받아들이지 않았고 연방항소법원은 이를
확정하자, 그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다.872)
1996년 파라과이도 Breard에 대하여 개시된 절차를 무효로 하기 위하여 미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개시하였으나, 제1심 연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은 수정헌법
제11조에서 연방구성주(federated states)에게 인정한 주권면제가 인정된다는
사유로 이 사건에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다.873) 파라과이도 미연
방대법원에 상고허가를 신청하였다. 이러한 미국 내 절차와 병행하여 1998년 4
월 4일 파라과이는 영사협약 위반을 사유로 하여 ICJ에 미합중국을 상대로 제소
하였고, 아울러 미합중국이 ICJ Breard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그의 사형 집행
을 정지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하였다. ICJ는 1998년 4월 9일에 Breard의 사형이
집행되지 아니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미합중국에 지시하는 잠정조치
명령을 발하였다.874) 그러자 Breard는 ICJ 잠정조치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인신
보호영장과 형집행정지를 연방대법원에 신청하였고, 파라과이도 상고 허가 신청
을 하였다.875)
Breard가 주법원에서 영사협약에 기한 주장을 제기하지 않아 소송상 해태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와 파라과이는 영사협약이 나라의 최고법이므로 소송상 해

870) Breard v. Greene, 523 U.S. 371, 372-373 (1998).
871)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Paraguay v. United States of America),
Order of 9 April 1998, I. C. J. Reports 1998, p.249. para. 2.
872) 523 U.S. 371, 373.
873) 523 U.S. 371, 374.
874) 523 U.S. 371, 374.
875) 523 U.S. 371, 37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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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원리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Breard의 영사협약에 기한 청구는 심리될 수 있
다고 주장하였다.876)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미국헌법 제6조제2항에 의하면 조약은 “나라의 최고법”
이므로 소송상 해태의 원칙보다 우위에 있다는 Breard의 주장을 다음 사유로
기각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조약을 해석하는 관할권을 가지는 국제법원에 의한
조약해석에 정중한 고려(respectful consideration)를 하여야 하지만, 조약의
이행에 관한 절차는 명시적 반대의 언급이 없다면, 법정지의 절차법원칙이 지배
한다는 것은 국제법상 인정된다.877) 영사협약은 미합중국 내에서 나라의 최고법
의 지위를 가지더라도 그보다 나중에 제정된 국내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범위에
서 효력이 없게 되기 때문에, 영사협약이 미국에서 발효된 1969년보다 나중인
1996년에 시행된 ‘테러방지와 효과적인 사형에 관한 법률(Antiterrorism and
Effective Death Penalty Act)’이 후법으로서 영사협약에 우선한다.878) Breard
는 주법원 심리 단계에서 조약위반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률에
규정된 것과 같이 조약위반의 주장을 할 수 없다.879)

2. 조약과 연방법률의 충돌 문제와 신법우선의 원칙
조약과 연방법률은 나라의 최고법이다. 헌법에는 자기집행조약과 의회의 입
법이

충돌하는

경우,

이를

위한

해법을

규정하지

않았다.

Whitney

v.

Robertson 사건이 이 문제를 다루었다. 미국과 도미니카가 당사자인 설탕무역
조약의 내용을 두고 벌어진 양국 간의 분쟁에 관한 사건이다. 이 사건 판결에서
는 조약과 법률이 충돌하면 일자상 나중인 것이 적용된다는 원리를 선언하였
다.880) 조약과 법률이 같은 대상에 적용될 때, 의회의 입법이 조약보다 나중에
통과된 경우에는 조약의 내용보다 우선한다. 마찬가지로 자기집행조약은 국내법
876) 523 U.S. 371, 375.
877) 523 U.S. 371, 375.
878) 523 U.S. 371, 376.
879) 523 U.S. 371, 376-377. 나아가 연방대법원은 설사 Breard가 적시에 영사협약 위반을 제
기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확정판결이 번복될 것 같지 않다고 보았다. 523 U.S. 371, 377.
880) Whitney v. Robertson, 124 U.S. 190, 194 (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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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유효하고 자기보다 앞서 제정된 연방법보다 우선하다. 요컨대, 주권자의
의사의 최종 표현이 우선한다.
Chinese Exclusion 판결은 중국인 노동자를 미국에서 추방하는 법률은 기
존 조약과 충돌하더라도 합헌적인 입법권의 행사라고 하였다.881) 왜냐하면 조약
은 의회의 입법과 동등하기 때문에 법률처럼 폐지되거나 개정될 수 있기 때문이
다. 주권자 의사의 최종 표현이 먼저 체결된 조약과 충돌하는 법률이라고 보았
다.
그러나 법원은 어느 한 쪽의 문언을 침해하지 않은 채로 가능한 경우에는
양자 모두를 집행할 수 있게 조약과 법률을 해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연방
대법원은 의회의 의도가 명백히 표명되지 않는 한 조약이 나중에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폐지 또는 개정된다고 보려고 하지 않는다.882) 법원은 애매한 의회의 조
치가 묵시적으로 조약을 폐기하였다고 보지 않으며, 입법부의 침묵은 조약을 폐
기하는 데에 불충분하다고 본다. 이러한 법률의 해석원리를 Charming Betsy
Canon이라고 한다. 그런데 Breard 사건에서는 연방대법원은 이 해석원리를 적
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연방의회가 상기 ADEPA를 제정할 때 영사협약보다 이
법률을 우선시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는 불분명해 보인다.

3. 평가
이 사건은 ICJ의 ‘판결’이 아니라 ‘명령’의 국내법원에 대한 법적 효과의 문
제를 다룬 것이라 의의가 크다. Breard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의 시점에
서는 ICJ의 잠정조치명령이 구속력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해결되지 않았
다. ICJ에 의하여 이 명령의 구속력이 명확히 인정된 것은 이 사건 판결 이후의
LaGrand 사건이었음은 제3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다. 그런데 Breard 판결에서
ICJ

잠정조치의

구속력을

부인한

결론은

이

사건에

뒤이어

내려진

Sanchez-Llamas 판결과 Medellín 판결에서 ICJ ‘판결’의 구속력을 부인한 것

881) Chae Chan Ping v. United States, 130 U.S. 581 (1889).
882) Cook v. Untied States, 288 U.S. 10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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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오히려 확대되었다. 따라서 미연방대법원은 여전히 ICJ의 잠정조치의 구속
력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
로나 ICJ 잠정조치의 법적 구속력을 부인하는 미행정부의 의사를 존중한 것으로
도 볼 수 있다. 연방대법원은 행정부의 조약 해석은 큰 비중(big weight)을 받
을 자격이 있다고 하였으나,883) ICJ의 조약에 대하여는 정중한 참작(respectful
consideration)을 할 만하다고 판시하였다.884) 조약해석에 대한 의사 존중의 강
도는 전자가 후자보다 더 커 보인다.

제3절 연방행정부에 의한 이행
Ι. 대통령의 외교에 관한 권한 확대
1. 서
헌법상 외교문제에서 미합중국을 대표하는 행정부의 지위에 기하여 연방법
을 제정하는 대통령의 권한이 인정되는가? 행정부의 이러한 입법권을 옹호하는
견해는 미국 헌정사를 통하여 주장되었다. Bush 대통령도 이러한 역사적 배경
하에 각서를 발한 것이다. Bush 대통령은 미국헌법상 자신에게 ICJ 판결의 이
행과 관련된 민감한 외교정책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였다.885) 이는
미국헌법에 함축·내포된 행정부의 권한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제법에 따라 미합
중국의 의무를 설정하고 일방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절에서는 먼저 외교문제에서 대통령이 실제 행사하는 광범한 권리를 고
찰한다. 하지만 헌법 문언은 법적 권한에 대하여 단지 제한된 지침 밖에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미국헌법 제2조는 외교문제에서 행정부의 정책 선호를 추진
하기 위하여 다수의 대통령이 국내 입법권을 주장한 동인을 제공하였다. Bush
883) Texas v. Medellín, 552 U.S. 491, 513 (2008).
884) Breard v. Greene, 523 U.S. 371, 375 (1998).
885) Medellín v. Texas, 552 U.S. 491, 523-52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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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광범한 대통령의 권한 주장은 이러한 재래의 역사적 논쟁의 불씨를 다
시금 살려낸 것이다.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 각 부의 외교권한의 범위를 두고 벌
인 논쟁은 계속된다. 이 논쟁의 중심은 의회와 대통령이 헌법상 대등기관으로서
행위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행정부가 외교정책을 발안하고 의회는 단지 대통
령의 정책을 이행할 뿐인지 여부에 있다.

2. Hamilton의 이론적 설명
무슨 근거에서 대통령은 명시된 헌법 조항 외의 외교권한을 얻는가?
Alexander Hamilton은 외교상 대통령의 우월성을 옹호하며 The Gazette of
the United States에 일련의 논설을 발표하여 Washington 대통령의 중립선언
을 지지하였다.886) 이 중립선언은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전쟁 발발 이후 1793
년에 발표되었다. Pacificus라는 가명으로 발표한 이 논설에서 “the executive
power shall be vested in 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라고 규정
된 미국헌법 제2조가 일반적인 권한 부여를 대통령에게 하였다고 주장하였
다.887) 이 조항은 “All Legislative powers herein granted shall be vested
in a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라고 입법권한 부여 조항과 대비할 때,
‘herein granted’와 같은 제한이 없다. 그는 또한 명시적으로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면 제2조의 특정된 권한이 이 일반적인 권한 부여를 해석하는 데에 기여
한다고 하였다.
Hamilton은 외교권한은 명시적으로 의회에 부여된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권
조항을 통하여 묵시적으로 대통령에게 귀속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는 외국 대
사와 공사를 접수하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 헌법조항888)에 근거하여 대통령
이 정부를 승인하고 외교관계를 종료시키는 권한을 예로서 언급하였다. 비록 조
약이 상원의 조언과 동의의 대상이 될지라도 대통령은 스스로 조약관계를 지속
886) Edward Corwin, The President: Office and Powers 1787-1984, 5th ed. (New York
University Press, 1984), p. 209.
887) Pacificus No. Ⅰ, Harold C. Syrett et al. (ed.), The Papers of Alexander Hamilton,
Vol. 15,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9), pp. 38-39.
888) U.S. Const. art. 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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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정지할 권한을 묵시적으로 받았다고 Hamilton은 믿었다. 강력한 행정권
의 신봉자인 그는 행정권을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하였
다.889) 대통령만이 외교 교섭을 수행할 자를 임명하고 국제협정에 포함될 내용
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묵시적인 헌법상 권한은 초대 Washington 대통령 시기부터 주장되어 인정
되었다. Washington 행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외교사절 접수권에 기
하여 프랑스 혁명정부가 파견한 Genêt를 접수하고, 의회의 자문 없이 그의 소
환을 프랑스에 요구하며 프랑스와의 외교관계를 종료시켰다. 또한 1789년 조약
교섭과 관련된 문서를 열람하겠다는 의회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조약교섭권은 대
통령의 전속·배타적인 권한이라고 주장하였다.890)
연방대법원도 간접적으로 헌법상 외교권한의 확장을 정당화하였다. 이미
Marbury v. Madison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행정부와 의회의 갈등을 사법 심
사하는 것은 본래 정치적 문제로서 부적절하다고 하였다.891)
한편, 외교분야에서 대통령의 우월성을 지지하는 Hamilton의 ‘Pacificus'
논설에 대응하여 James Madison은 ’Helvidius‘라는 이름으로 반박의 글을 실
었다.892) Madison은 의회가 미국의 외교정책을 결정하고, 대통령의 권한은 외
교 분야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Hamilton의 주장은 군주의 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Madison은 비난하였다.893)

3. 법집행조항(Take Care Clause)
외교권한을 행정부는 법(Laws)이 충실히 집행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헌
법상 조항, 이른바 법집행조항(Take Care Clause)894)으로부터 추론하기도 한
889) The Federalist No. 70. Alexander Hamilton, James Madison, and John
Jay/Benjamin Fletcher Wright (ed), The Federalist,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
Press, 1961), pp. 451-458; 김동영(역), 페더랄리스트 페이퍼, 한울 아카데미 (1995),
416-423면.
890) U.S. v. Curtiss-Wright Export Corporation, 299 U.S. 304, 320-321 (1936)
891) Marbury v. Madison, 5 U.S. (1 Cranch) 137, 166 (1803).
892) Edward Corwin, supra note 886, p. 210.
89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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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조항은 외견상 의무나 책임에 관한 것으로 보이나, 예컨대, 미국이 조약
조항을 충실하게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부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
하여, 외교에 관한 권한의 연원으로서 기능한다.895)
대통령들은 법집행조항에 기하여 대외분쟁, 예컨대 이란-이라크 전쟁에 대
한 강력한 개입을 하면서 모든 법이 충실하게 집행되는 것을 감독할 의무에는
국제법도 포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자주 설득력을 상실
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바로는, 미국 내부에서 일어나는 상황 또
는 미국 시민이나 미국 정부에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국제법이 미국법으로 수
용되는 범위에서만 이 조항이 국제법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미국 영역 외에
서 미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에 의한 미국에 대한 국제법상 의무 위반에도
법집행조항이 적용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896) 하지만 조약에 의하여 미국에 부
여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조약에 의하여 확립된 일반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또는 의회가 자기에게 위임한 외교상 재량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대통령
은 법집행조항을 원용하는 것은 인정된다.897)
그런데 Medellín 사건에서는 ICJ Avena 판결의 이행을 위하여 주법원에게
재심사를 요구하는 Bush 대통령 각서의 발령 근거로서 법집행조항이 주장되었
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ICJ Avena 판결은 국내법(domestic law)이 아니므로
이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결하였다.898)

4. Curtiss-Wright 판결 (1936년)
연방대법원은 행정부 즉 대통령의 독특한 역할을 Curtiss-Wright 사건에서
인정하였다. 이 사건은, 남미 Chaco지역의 분쟁에 개입된 국가에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1934년 5월 28일 대통령의 금수조치선언과 관련이 있다.899) 이 선언
894)
895)
896)
897)
898)
899)

U.S. Const. art. Ⅱ, § 3.
Louis Henkin, supra note 672, p. 50.
Ibid. p. 52.
Ibid.
Medellín v. Texas, 552 U.S. 491, 532 (2008).
U.S. v. Curtiss-Wright Export Corporation, 299 U.S. 304, 31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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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권은 대통령에게 Chaco 지역 분쟁과 관련된 무기 판매를 제한하는 선언
(proclamation)을 발할 권한을 부여한, 같은 날 의회의 합동결의에서 주어졌
다.900)
Curtiss-Wright사는 1936년 볼리비아로 무기를 판매하는 공모를 한 사유로
기소되자 전술한 합동결의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는 위헌적인 권한 위임이라고
주장하였다. 연방대법원이 국내 영역에서 권한 위임에 적대적인 시대이었음에
도, 연방대법원은 아무 문제없이 합동결의를 지지하면서 대통령의 선언이 유효
하다고 판시하였다. 다수의견을 쓴 Sutherland 대법관은 국제관계상 대통령이
하는 특별할 역할을 언급하였다.
대외문제에 관한 연방의 권한은 유래와 본질적 성격에서 국내문제에 관한
경우와 달라서 연방정부의 대외 주권에 관한 권한은 헌법상 적극적인 권한부여
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Sutherland 대법관은 판시하였다.901) 광범한 대외영역에
서 대통령만이 국가의 대표로서 말하거나 들을 권한이 있다.902) 대통령은 상원
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하지만 대통령만이 교섭을 한다.903)
Sutherland 대법관은 또한 상원의 외교관계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대통령이 대외관계에서 미합중국의 헌법상 대표이고 외국과의 제반사를 다루며,
외국과의 교류의 성격에 계획의 주의와 통일이 요구되고, 그 교류의 성패가 기
밀과 신속에 빈번하게 달려 있다고 판시하였다.904)
Sutherland 대법관은 대통령이 금수조치선언을 할 권한이 의회의 합동결
의뿐만 아니라 ‘국제관계 분야의 연방정부의 유일기관(the sole organ of the
federal government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relations)’인 대통령의 바
로 미묘하고 전적이며 배타적인 권한(delicate, plenary and exclusive power)
에서 나온다고 결론을 내렸다.905) 이 대통령의 대외 권한은 당연히 헌법의 명시
적인 조항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지만, 의회의 입법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하
900)
901)
902)
903)
904)
905)

299
299
299
299
299
299

U.S.
U.S.
U.S.
U.S.
U.S.
U.S.

304,
304,
304,
304,
304,
304,

311-312. 한편 의회는 이 선언을 1935년 11월에 폐기하였다.
318.
319.
319.
319.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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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906)
의회 아닌 대통령이 외국의 정세를 더 잘 파악할 기회를 가진다. 대통령에
게는 내밀한 정보원이 있고, 외교관, 영사, 그 밖의 공무원이 대리인으로서 있
다. 이들이 수집한 정보에 대한 기밀은 극히 필요하고, 이를 성급하게 공개하는
것은 유해한 결과를 낳는다.
연방대법원은 Chicago and Southern Air Lines, Inc. v. Waterman
Steamship Corp. 사건907)에서 Curtiss-Wright 판결을 재확인하였다. 이 사건
에서도 연방대법원은 의회는 외국과의 통상에 관한 권한을 매우 광범하게 대통
령에게 위임할 수 있고, 또한 대통령도 독자적인 외교권한을 보유함을 인정하였
다. 외교정책에 관한 행정부의 의사결정의 성질은 정치적이고, 사법심사에 부적
합하다고 판시하였다.

5. 한계
위와 같이 미국헌법에는 외교권한이 주에 속하지 않고 연방에 속한다는 점
은 분명하지만, 연방의 외교권한의 귀속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이 없이 정치적
기관(political branches), 즉 행정부와 의회, 때로는 상원에 외교권한이 있음이
헌법상 해석, 실무의 경험에 의하여 인정되었다. 나아가 현실적으로 행정부가
늘 그렇지는 않더라도 보통 외교 영역에서 큰 몫을 차지한다.908) 그러나 이 확
장된 행정부의 외교권한이 제약이 없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상 제한을 위반하여
행사될 수 없다.
비록 Sutherland 대법관이 대통령의 외교상 우위를 묘사하였더라도, 그의
폭넓은 표현법은 그가 직면한 사실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Jackson 대법
관이 지적한 바와 같이, Curtiss-Wright 판결은 대통령의 행위가 의회의 입법
과 조화를 이루는 경우를 다루는 것이고, 대통령이 의회와 대립하여 행위하는
906) 299 U.S. 304, 320.
907) Chicago and Southern Air Lines, Inc. v. Waterman Steamship Corp., 333 U.S. 103
(1948).
908) Edward S. Corwin, supra note 886, p.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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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아니다.909) 이러한 Jackson 대법관의 해석은 제약 없는 행정부의 완전
한 외교권한에 관한 이론에 상당한 제한을 가한 것이다.

Ⅱ. Bush 대통령의 각서에 기한 ICJ Avena 판결의 집행
1. 서
Medellin 사건은 ICJ Avena 판결의 이행을 위하여 Jose Medellín에게 내
려진 텍사스 주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의 기회를 부여
한 Bush 대통령이 발한 각서가 관련된 사건이다.910) 행정부는 ⓵ ICJ Avena
판결이 그 자체로 국내법원이 통상적인 소송상 해태의 원칙의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없지만, ⓶ ⒜대통령이 발한 각서와 ⒝반대되는 주법보다 우선
하는 구속력 있는 재판규범을 제정할 대통령의 권한에 근거하여, ICJ Avena 판
결은 소송상 해태의 원칙을 배제하는 효력을 가지는 나라의 법이 된다고 주장하
였다.911) 이 사건에서 먼저 행정부는 영사협약의 상호준수를 보장하고, 외교관
계를 보호하며, 국제법의 임무에 헌신함을 보이는 점에 있는 명백히 중대한 미
국의 이익을 주장하였다.912) 나아가 대통령이 각서를 발령하여 반대되는 주법에
우선 적용될 재판규범을 제정할 권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였다.
즉 영사협약임의의정서, UN헌장 등 관련 조약이 대통령에게 ICJ Avena 판결을
이행할 권한을 부여하였고, 의회가 이 권한의 행사를 묵인하였으며, 대통령은
독자적인 국제분쟁의 해결 권한이 있다.913)
이러한 Bush 행정부의 주장은 미국 헌법의 권력분립, 통치구조의 기본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대통령과 의회의 권력 분립과 관계된 것이다. 이하에서는
대통령의 각서에 대하여 개관하고, 대통령과 의회의 권력 분립에 관한 중요한

909)
910)
911)
912)
913)

Youngstown Sheet & Tube Co. v. Sawyer, 343 U.S. 579, 635-636 n. 2 (1952).
Medellín v. Texas, 552 U.S. 491, 523 (2008).
552 U.S. 491, 523.
552 U.S. 491, 524.
552 U.S. 491,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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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 Youngstown 판결 법리와 이 법리의 Medellín 사건에 적용문제를 고찰
하면서 위와 같은 Bush 행정부의 대통령 각서의 적법성에 대한 주장을 연방대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였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대통령의 국제분쟁 해결권한은
다음 항에서 고찰할 대통령의 행정협정 체결권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지적
한다.

2. 대통령의 각서
(1) 대통령은 정책형성과 정책이행을 위하여 광범한 범위의 선택권이 있다.
예컨대, 미국 대통령이 직접 행위(direct action) 또는 직접 행정(direct
administration)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s), 대통령
의

선언(presidential

proclamations),

대통령의

각서(presidential

memoranda), 법률안 서명 성명서 (signing statements)와 국가안보지침
(national security directives)이 있다.914) 이들의 개념은 명확하지 않고 발전
중에 있다.915)
이 가운데 가장 일반적으로 인식된 것이 행정명령인데, 행정명령은 대통령
이 행정부 공무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특정 활동을 중지하게 하거
나, 정책을 변경하거나, 행정관행을 변경하거나, 또는 권한위임을 수락할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부 내부 지침이다.916) 행정명령은 공무원을 대상으
로 하므로 일반사인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나, 선언(proclamation)은 대개
일반 사인의 활동에 주로 영향을 끼친다. 즉 미국 대통령의 직접 행위를 행정
내부에는 행정명령, 정부 밖에는 선언으로 양분할 수 있다. 미국법에서 행정명
령과 선언에 대하여는 연방관보법(Federal Register Act)이 연방관보에 공포를
요구한다.917) 비밀로 분류된 경우에는 행정명령과 선언은 법정요건인 공포를 피
할 수 있다.918)
914) Phillip J. Cooper, By Order of the President,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2), p,
2.
915) Ibid. p. 83.
916) Ibid. p. 16. 행정명령이 비밀로 분류되더라도 호수는 공포되므로, 그 존재는 알 수 있다.
917) 44 U.S.C. §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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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각서는 초기에는 대통령의 서한(presidential letter)으로 알려졌던
것으로, 일반적으로 행정수반이 행정부 공무원에게 발한 선언으로서 백악관에
의하여 memorandum이라는 표시가 붙는다.919) 대통령 각서와 행정명령을 포
괄하여 대통령 지침(presidential directives)라고 한다.920) 각서는 본질적으로
공포 요건을 갖추지 않은 행정명령이다.921) 이와 같이 각서는 행정명령과 달리
공포절차가 요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호수(number)를 붙이지도
색인(index)을 하지도 않는다.922) 하지만, 대통령이 지시로 관보에 게재되기도
하고, 전부는 아닐지라도 Weekly Compilation of Presidential Documents와
The Public Papers of the President에 공개된다.923) 전술한 발령상의 간편성
뿐만 아니라 각서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은 그와 효력 면에서 동등한 행
정명령의 경우보다 더 어렵다.924) 따라서 각서는 행정부에게 매력 있는 도구이
자 문제점도 있다.925)
(2) Medellín 사건에서 Bush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앞에 발한 2005.2.28.
각서는 연방법무부가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amicus brief에 첨부되어926) 그 실
체가 처음 알려졌다. Bush 대통령은 예양의 일반원리에 따라 주 법원이 ICJ 판
결을 이행하도록 한다고 언급하였다. 즉 ICJ 판결의 집행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Bush 대통령의 각서가 독자적인 재심사의 근거를 제공하게 되며, 이는 실질적
으로 입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이러한 권한이 있는지
가 문제가 되고, 특히 행정명령보다 그 요식성의 정도가 훨씬 못한 각서에 기하
여 권한 행사인 경우에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가 밝혀져야 한다. 당연히 이러한
쟁점은 텍사스 주형사대법원에서부터 다시 연방대법원까지 계속 문제가 되었다.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Phillip J. Cooper, supra note 914, p. 19.
Ibid. p. 83.
Ibid.
Ibid.
Ibid. p. 85.
Ibid.
Ibid. p. 105.
Ibid. p. 85.
Medellín v. Dretke, 544 U.S 660, 66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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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Youngstown 판결과 대통령의 권한행사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927) 전국철강노동자조합은 새로운 단체
협약의 체결에 실패하자 한국전쟁928) 중인 1951년 12월에 파업을 예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연방중재조정기구와 연방임금안정위원회의 분쟁중재노력이 실패하
자, 노조 측은 1952년 4월 전국적 파업을 단행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같은 철강
산업에서의 파업이 국가방위와 전쟁수행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믿은 Truman
대통령은 통상산업부 장관에게 대부분의 제철소를 수용하여 가동하라는 행정명
령을 발하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철강회사 측은 이 수용처분 등에 관하여 중지
가처분명령을 법원에 구하였고, 연방지방법원은 이를 인용하였으며, 상소 과정
을 거쳐 연방대법원이 심리하게 되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통령이 비상
시에 노동분쟁의 해결수단으로 국가의 대부분의 철강회사를 수용할 수 있는 헌
법상 권한이 있는가이다. 이 사건을 심리한 연방대법원은 제철소의 수용 관련
행정명령은 입법작용으로서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의 다수의견은 Black 대법관이 집필하였다. 동 대법관의 대통령의
수용명령의 위헌의 논거로서 대통령이 헌법상 행정명령을 발할 권한은 의회의
입법이나 헌법에서 유래하여야 함을 지적하였다.929) 그런데 당시 의회의 법률
가운데 대통령에게 전면적으로 사유재산을 국유화할 권한을 부여한 것은 없었
고, Black 대법관은 헌법조항에서도 이러한 권한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지 않았다
고 보았다. 그는 우선 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근거한 수용을 부인하였
는바, 미국 헌법 아래에서 사유재산의 국유화는 군 당국의 역할이 아니라 입법
927) Youngstown Sheet & Tube Co. v. Sawyer, 343 U.S. 579, 582- 586 (1952).
928) 6·25사변, 즉 한국전쟁(the Korean War)은 미연방헌법상 의미는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
다. 한국전쟁은 ①연방의회의 명시적 수권 없이 대통령이 수행한 군사적 충돌, 일종의 선전포
고 없는 전쟁(undeclared war)이었고, ②대통령이 UN헌장을 근거로 파병한 최초의 사례이다.
929) 343 U.S. 579, 58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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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역할이라고 판시하였다.930) 또한 대통령은 헌법상 법률의 집행자이지 입법
자는 아니며, 입법은 의회의 배타적인 권한이고 대통령은 단지 법률안거부권만
가질 뿐이라고 판시하였다.931)
그런데 비상사태하일지라도 사유재산의 국유화는 의회의 권한이라는 점을
밝히고 대통령의 무제한적인 권한 행사에 법원이 제한을 한 이 Youngstown
판결에서 정작 후대 판결에 영향력을 미치고 유명하여진 것은 전술한 다수의견
보다

Jackson

대법관의

동조의견에

등장한

3가지

유형론(tripartite

framework)이다.932)
(2) Jackson 대법관의 3가지 유형론
Jackson 대법관은 대통령의 권한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방의회의
권한과 분리 또는 결합을 함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하면서933), 대통령이 처할 상
황을 다소 과도하게 단순화한 3가지 유형론에 의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분석하
였다.
⓵ 제1유형934)
대통령의 권한은 연방의회의 명시적·묵시적 수권(authorization)에 의하여
행위를 하는 때에 ‘최고조에(at its maximum)’ 이른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이
자신의 권리로서 가지는 것에다 의회가 위임할 수 있는 것을 더하였기 때문이
다. 이 경우는 연방주권이 구체화된 것으로서 이때 대통령의 행위가 위헌이 되
는 것은 전체로서의 연방에 권한이 부재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의회의
입법에 따라 제철소를 수용하였다면 가장 강력한 추정과 재판상 최광의 해석에
의하여 지지되고 설득책임은 이에 불복하는 자가 진다.
930) 343 U.S. 579, 587.
931) 343 U.S. 579, 587.
932) 상기 철강회사 수용사건에서 Jackson 대법관은 Truman 대통령의 제철소 수용명령은 후술
하는 제3유형에 속한다고 판시하면서 다수의견에 동조하였다.
933) 343 U.S. 579, 635.
934) 343 U.S. 579, 63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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⓶ 제2유형935)
대통령은 의회가 권한을 부여하지도 부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오로지 자신의
독자적인 권한에 의거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대통령과 의회가 경합적인 권한을
가지거나 권한분배가 불확실한 박명대(薄明帶, a zone of twilight), 즉 어슴푸
레한 지대가 있다. 따라서 의회의 타성, 무관심 또는 침묵으로 인하여 때로는,
최소한 관례상, 대통령의 독자적 책임에 기하여 처분이 가능하다. 이 경우의 권
한 심사 자체는 아마도 추상적인 법이론보다 사태의 긴요성과 그 당시의 불가량
성(不可量性)에 의존할 것 같다.
③ 제3유형936)
대통령이 연방의회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의 권한은 최저점에(at ist lowest ebb) 이른다. 왜냐하면 이때에는 대통령이
자신의 헌법상 권한에서 의회의 그 문제에 대한 헌법상 권한을 제(除)한 것에만
의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대통령이 그 주제에 대하여 의회가 영향을 미
치는 것을 단지 무력화함으로써 배타적인 대통령의 통제를 지속시킬 수 있다.
대통령의 최종·확정적이고 차단적인 권한에 대한 주장은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미연방헌법 시스템이 확립한 균형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평가
Jackson 대법관 자신도 인정하였듯이 상기 유형론은 다소 과도하게 단순화
한 면이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행위가 의회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권력분립 원
칙에 비추어 발생하는 문제를 일견 분석하는 데에는 유용성이 있다. 게다가 대
통령의 권한에 대하여 유형마다 법원의 심사기준이 나타나 있고, 입증책임까지
도 언급되어 있어 그 적용에 편리함이 보인다.

935) 343 U.S. 579, 637.
936) 343 U.S. 579, 637-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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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일견 제1유형은 합헌, 제3유형은 위헌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정작
Jackson 대법관의 유형론의 내용은 꼭 그렇지 않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1유형이 위헌이 될 수 있는 사유, 연방정부에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설사 의
회가 수권을 하더라도 위헌이 될 수 있음은 Jackson 대법관의 판시에 나타나
있다. 제3유형에 속하는 경우에 대통령의 권한의 양은 가장 적어져서 그 권한
행사에 대한 불복에 취약해 질 수는 있지만, 이것이 곧 위헌이라는 의미는 아니
라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즉 대통령의 배타적인 권한이 있다면, 그 권한 행
사는 위헌이 아닐 여지가 있다. 따라서 Jackson 대법관의 제3유형은 대통령이
자신의 배타적인 헌법상 권리를 제약하는 위헌법률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경
우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단순하면서도 유용한 장점을 가진 Jackson 공식에도 불분명한
점이 있다. 연방의회가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경우,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묵시적 수권으로 보아야 하는지, 묵시적 반대의사
를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박명대에 속한 침묵인지 불분명하게 된다. 특히 대통
령의 외교에 관한 권한행사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제3유형보다는 제2유형에 해
당한다는 주장을 펼 수 있다. 따라서 Jackson 대법관의 유형론은 행정부의 행
위를 분석하는 데에 간편한 체계를 제공하였지만, 실무상 대통령의 행위를 제약
하는 데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937)고 비판을 받는다.
Jackson 대법관은 Curtiss-Wright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벗어나 있다. 먼
저 그는 Curtiss-Wright 판결의 Sutherland 대법관이 쓴 다수의견의 느슨하고
무책임한 형용사 사용을 비판하였다.938) 또한 외교상 비밀과 신속이라는 특별한
필요를 인정하더라도 Jackson 대법관은 Curtiss-Wright 판결이 취한 국내/국
외문제의 완전한 구분을 최소화하였다. 대통령이 자신의 군통수권자로서의 권
한, 일반적인 행정권한 또는 내재적 긴급권을 Curtiss-Wright 판결에서 불러내
면 사법부는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Sutherland 대법관이 이
판결에서 보인 태도이다. Jackson 대법관은 이러한 입장을 거절하였다.939)
937) Nelson Richards, supra note 742, p. 209.
938) 343 U.S. 579, 646–47 (Jackson, J., concurring).
939) Harold Hongju Koh, The National Security Constitution: Sharing Power aft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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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tiss-Wright 판결과 Youngstown 판결은 외교문제에 대한 권한을 어떻
게 적절하게 배분할 것인가를 두고 벌인 논쟁의 두 가지 상반된 조류를 형성하
였다.
Curtiss-Wright 판결을 지지하는 견해는 외교수행을 위하여 대통령이 누리
는 구조적 이점을 부각한다. 또한 행정부의 단일 구조로 인하여 양원제인 의회
보다 외교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더 적합하다. 행정부는 위협을 식별하고 이를
분명히 전달하며 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행정부는 필요한 때에는
비밀을 유지하고 여러 행위과정의 비용과 편익을 가장 잘 분석할 수 있다.940)
이러한 사유로 대통령의 성공적인 외교업무 수행을 위하여 집중된 권력기반이
요구된다. 따라서 Curtiss-Wright 판결 옹호자들은 사법부와 의회가 대통령의
외교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한다.
반대로 Youngstown 지지자들은 단 한사람이 외교를 지배하는 것의 위험성
을 지적한다. 대통령의 정책결정이 견제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은 나쁜 정책결정
을 가능하게 한다.941) 예컨대 베트남전쟁, Iran-Contra사건 등 역사적으로 불
행한 사건이 견제 없이 팽창된 대통령의 권한이 미국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지적한다. 대신에 이들은 의회가 외교정책결정에 참여하고 법원이 의
회나 대통령에 의한 세력 확대에 관한 문제를 재판한다는 적극적 기능을 수행하
는 기관 구조를 옹호한다.

4. Youngstown 판결의 Medellín 사건에 적용
대통령의 각서가 그와 반대되는 주법에 우선하는 재판규범이 되는 것은 어
떤 근거에서 비롯되는가. 이에 대하여 ① UN 헌장 등 관련 조약이 대통령에게
ICJ Avena 판결을 이행할 권한을 주고942), ② 의회가 그러한 권한 행사를 묵인
(acquiesce)하였으며,943)

③독자적인

국제분쟁해결권한(independent

Iran-Contra Affair, (Yale University Press, 1990), p. 110.
940) John C. Yoo, “Foreign Affairs Federalism and the Separation of Powers”,
Villanova Law Review, Vol. 46 (2001), pp. 1345–46.
941) Harold Hongju Koh, supra note 939, pp. 105. 112-113.
942) Medellín v. Texas, 552 U.S. 491, 52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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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dispute-resolution power)이 있기944) 때문이라고 행정부가 논
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Medellín 판결의다수의견은 이 모든 주장을 반박하고
Bush 대통령 각서의 주법원에 대한 효력을 부인하였다.
영사협약임의의정서와 UN헌장이 묵시적으로 대통령의 각서에 권한을 부여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전기 조약과 같은 비자기집행조약에서 발생하는 의무
를 국내법으로 변형할 의무는 의회에 있지 행정부에 있지 않다고 연방대법원은
반박하면서, “필요한 법을 제정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고, 집행하는 권한은 대통
령에게 있다.”945)는 기초적인 헌법원리를 제시하였다.946) 비자기집행조약은 정
의상 비준을 받을 때 그 자체만으로 국내적 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의회가 대
통령에게 묵시적으로 수권하여 이와 똑같은 결과를 달성하게 한다는 주장은 인
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Youngstown 제1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947) 또한
관련 조약이 비자기집행조약이라는 의미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조약의무를 국
내법원에 구속력이 있도록 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의 대통령의 권한 주장은 제3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1유형이나 제2유형
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948) 또한 행정부는 의회가 대통령 각서에 국내적 효력
을 부여하는 것을 묵인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그러한 묵인은 존
재하지 않으며, 또한 그러한 묵인은 제2유형에 해당되는 때에 관련이 있다고 반
박하였다.949)950) 또한 의회가 ICJ의 소송을 대리할 권한을 준 법률도 비자기집
행조약을 자기집행조약으로 변형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준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
였다.951)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조약도 ICJ 판결도 자기집행력을 구비하지 아니하였
943) 552 U.S. 491, 528.
944) 552 U.S. 491, 530.
945) Hamdan v. Rumsfeld, 548 U.S. 557, 591 (2006).
946) Medellín v. Texas, 552 U.S. 491, 526 (2008).
947) 552 U.S. 491, 527.
948) 552 U.S. 491, 527.
949) 552 U.S. 491, 528.
950) 한편, 반대의견을 집필한 Breyer 대법관은 대통령의 각서에 의한 지침을 의회가 특별히 수
권하지도 아니하고, 특별히 금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면서 제2유형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
으나, 상세한 설시가 생략되어 있다. 552 U.S. 491, 564.
951) 552 U.S. 491,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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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의회가 새로이 수권을 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국제법을 국내법화하는
권한을 비자기집행조약으로부터 이끌어 내는 것을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는
Bush 대통령 각서에 기한 명령이 Jackson 대법관 유형론의 제3유형에 해당되
기 때문이다. 즉 ICJ 판결 이행의 근거가 되는 조약들이 비자기집행적이라는 것
은 의회가 대통령이 단독으로 ICJ 판결을 국내법화하려는 것에 묵시적으로 반대
한다는 것이라고 다수의견은 해석하였다. 따라서 Bush 대통령 각서는 대통령의
배타적인 권한이 있어야 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대통령에게는 권력분립의
원칙상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변형시킬 독자적인 권한이 없다. 따라서 Bush 대
통령의 각서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5. 평가
Medellín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2003년에 외교관계의 주법에 대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였던, 후술할 American Insurance Ass’n v. Garamendi 사건
과 다른 길을 갔다. Garamendi 사건과 같은 민사청구권 해결 사건은 의회가
알고도 개입하지 아니한 오랜 역사가 있어서 의회의 묵인(congressional
acquiescence) 이 추정된다. 하지만 Medellín 사건은 일방적인 행정부의 각서
를 주의 형사판결보다 우선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의회의 묵인을 받을 수 없으므
로 Garmendi 판결이 Medellín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연방대법원은 보았다.952)
연방대법원은 행정부의 전통적인 외교수행권한이 대통령의 각서를 정당화하
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 각서가 의회의 묵시적인 의사와 저촉되고 역사적
으로 인정되고 확립된 주의 권한을 빼앗는 것이라고 보며, 이 각서가 집행되면,
주법원이 확정된 형사판결을 재개하여야 하고 중립적으로 적용되는 주법이 무시
되게 된다고 판시하였다.953) 그러므로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각서는 위헌이고
주법에 우선하는 효력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952) Medellín v. Texas, 552 U.S. 491, 532 (2008).
953) 552 U.S. 491, 532.

- 213 -

Ⅲ. 대통령의 행정협정 체결권한
1. 서
미국헌법에는 명시적으로 대통령이 상원의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954) 분명히 이 조항은
국제협정을 체결하는 유일한 방식을 규정한 것이 아니며, 역사적 관행과 연방대
법원도 이 조항을 배타적인 조항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상원의 전술한 가중다수결을 갈음하여 양원이 단순과반수에 의
하여 법률을 제정하거나 합동결의를 하여 국제협정을 승인하는 것이 이례적이지
아니하다. 역사적 전통은 이 방식을 강력하게 지지하였고, 더 이상 논란의 대상
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대통령은 또한 행정협정을 이용하여 상원의 승인 없이 외국과 국제합의를
한다.955) 헌법상 요건인 상원의 동의를 결하였으므로 조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
지 않으나, 이러한 협정은 빈번하게 조약과 동일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행정
협정이 기존의 연방법과 모순되지 않는다면, 행정협정 또한 나라의 최고법이고
그와 모순되는 주법보다 우선한다. 대통령이 행정협정을 공포할 권한이 그의 독
자적인 권한(예컨대, 외교사절 접수권, 군통수권 등)에서 파생되지 않은 경우에
는 행정협정은 기존의 연방 법률보다 우선할 수 없다. 즉 신법우선의 원칙이 연
방법률의 충돌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또한 연방 법률이 자신에게 위
임한 권한을 행정부가 부적절하게 행사하여 체결한 행정협정은 무효이다.956)
그러면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와 ICJ Avena 판결 이행을 위한 행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고찰하기 위하여 먼저 행정협정의 유형을 고찰하
고, 관련 연방대법원 판례를 살펴본 후에 ICJ Avena 판결 이행을 위한 미국과
멕시코 행정협정을 체결가능성을 검토한다.
954) U.S. Const. art. Ⅱ, § 2, cl. 2.
955) Weinberger v. Rossi, 456 U.S. 25, 30 n. 6 (1982).
956) United States v. Guy W. Capps, Inc., 204 F.2d 655, 658-659 (4th Cir. 1953)
affirmed on other grounds 348 U.S. 29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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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협정의 유형
행정협정에는 기본적으로 3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대통령은 상원이나 의
회의 승인 없이 독자적인 대통령의 권한에 기하여 행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sole executive agreement, 단독행정협정). 예컨대, 군통수권자로서 동맹국과
군사작전을 행하거나 외교사절을 접수할 권한에 기한 행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이다. 헌법 제2조의 법이 충실히 집행할 권한이 추가적이고 독자적인 행정협정
을 체결할 근거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많다.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957)
둘째, 대통령은 종전의 조약에 포함된 수권에 의하여 행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executive agreement authorized by an existing Article Ⅱ).958) 셋째,
대통령은 의회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의 승인을 얻어 행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congressional-executive agreement, 의회-행정협정). 의회-행정협정은 통상
관련조약을 체결할 때 자주 사용하는 유형이다. 대외통상에 관한 권한이 ‘의회’
에 속한다는 점에서 상하 양원이 모두 참여하는 의회-행정협정이 상원만 관여
하는 헌법 제2조의 조약보다 선호된다고 보인다.

3. Belmont 사건 (1937년), Pink 사건 (1942년)
연방대법원은 행정협정의 지위를 United States v. Belmont 사건과
United States v. Pink 사건에서 논의하였다. 이 두 사건은 뉴욕주 소재 자산
의 권원에 대한 분쟁이었다. 소련은 1918년에 국유화 조치를 단행하여 국내외
소재 회사 자산을 몰수하여, 이 해당 자산은 모두 소련의 소유가 되었다.959)
1933년 Roosevelt 대통령과 소련 정부는 Litvinov Assignment 행정협정을 체
결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미국은 소련 정부를 승인하고, 소련은 미국 국민으로
957) Restatement of the Law, 2d,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21 (1965).
958) Ibid. § 119, Comment b.
959) United States v. Belmont, 301 U.S. 324, 32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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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지급받을 금전자산 등 모든 권익을 미국 정부에 양도하였다.960) Belmont
사건은 은행업자 Belmont에게 맡긴 금전자산, Pink 사건은 러시아 보험회사의
자산이 쟁점이 되었다. 이 행정협정은 전술한 유형 가운데 첫 번째 유형에 속한
다. 즉 이 협정은 대통령의 외국정부를 승인할 헌법상 권한에 따라 체결되었다.
Sutherland

대법관은

자신이

세운

Curtiss-Wright

판결의

논리를

Belmont 사건에 적용하였다. 대내문제에 대한 정부의 권한은 연방정부와 주 사
이에 배분되지만, 대외문제에 대한 권한은 배분되지 않고 오로지 연방정부에 부
여된다.961) 대외관계에서는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유일기관으로서 말할 권한이
있다.962) 국제문제에 대한 전권은 연방정부에 있고 주 정부의 간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963) 행정협정의 조건에 따라 미국은 상기 재산에 대한 권원을 취득하였
다.964) 연방대법원은 소련 정부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뉴욕주 주법원의 정책과
주의 Litvinov Assignment 집행 거절이 소련 정부의 승인과 관련하여 대통령
이 체결한 행정협정과 충돌한다고 인정하였다. 그래서 주의 거절은 행정협정에
위반하므로 무효이다. 이러한 법리는 Pink 사건에서도 이어졌다.
Douglas 대법관은 Litvinov Assignment는 국제약정으로서 상원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행정협정이라고 하였다.965) United States v. Curtiss-Wright
Export Corp. 판결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은 외교분야에서 연방정부의 유일기관
이라고 판시하였다.966) 전기 행정협정이 미국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고 법원에
대하여 확정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연방행정부의 직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조약은 헌법의 최고법 조항에 따라 나라의 최고법이며,
Litvinov Assignment와 같은 국제협정은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고 판시하였
다.967) 주법이 조약보다 열위에 있듯이 행정협정의 조항은 주의 정책보다 우위
연방대법원은

에

선다.968)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301 U.S. 324,
301 U.S. 324,
301 U.S. 324,
301 U.S. 324,
301 U.S. 324,
United States
315 U.S. 203,
315 U.S. 203,

소련의

기득권을

326.
330.
330.
331.
332.
v. Pink, 315 U.S. 203, 229 (1942).
229.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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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에

양도한

Litvinov

Assignment 행정협정 조항은 뉴욕주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승인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결하였다.969) 요컨대, 연방 법률과 같이 행정협정도 그 행정협정과
모순되는 주법보다 우선한다.

4. Dames & Moore v. Regan 사건 (1981년)
Dames & Moore v. Regan 사건은 행정협정을 이용하여 대외청구권을 해
결하는 광범한 대통령의 권한을 보여준다. 이란 학생시위대는 1980년 11월4일
미국대사관을 점거하고 공관원을 인질로 억류하였다. 카터 대통령은 국제비상경
제권한법에 따라 미국의 관할권 아래에 있는 이란 정부의 자산 동결을 명하였
다. 그 후 오랜 협상을 거쳐 양국 간에 청구권 해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후
1981년 1월 20에 이란은 미국인질을 석방하였다.
이 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미국 내에서 이란에 대하여 제기된 모든 소송을
종료하고, 압류와 판결을 무효로 하며, 모든 후속쟁송을 금지하고, 이란-미합중
국청구권재판소에서 구속력 있는 중재로써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970)
카터 대통령과 후임자인 레이건 대통령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일련의 행정명
령을 발하였다. 이 명령은 카터 대통령의 자산동결의 대상이 되는 이란 자산에
대한 압류, 담보권 등을 무효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사건 상고인들은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재무부의 이행명령에 대하여 확인
과 중지를 구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란 정부에 대한 계약상 청구에 대한 종
국판결, 워싱턴주에서 한 이 판결의 집행 등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한 상기 명
령의 집행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971)
법률에 의하여 의회는 명시적으로 동결 이후 압류를 무효화할 권한과 동결
자산을 뉴욕연방은행, 다음에는 이란으로 이전할 것을 지시할 권한을 대통령에
게 수권하였다. 이 법률의 목적은 대통령이 적대국과 협상을 할 때 대통령이 처
968) 315 U.S. 203, 230-231.
969) 315 U.S. 203, 234.
970) Dames & Moore v. Regan, 453 U.S. 654, 665 (1981).
971) 453 U.S. 654,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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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수 있는 외국 자산을 협상카드로 쓸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게 허가한 것
이다.972)
전술한 바와 같이 ⓵압류를 무효화하고 ⓶이란 자산을 이전할 것을 명령하
는 대통령의 권한의 근거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서 찾을 수 있더라도, 연방대
법원이 미국 법원에 계속한 상고인의 청구권 행사를 중지시킬(suspend) 대통령
의 권한을 관련 법률에서 찾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반대하는 의회
의사의 증거가 없는 반면에 광범한 대통령의 조치를 요청하는 의회 의사의 증거
가 있고, 또한 유사한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의회의 묵인이라는 오랜 역사도 있
는 때에는, 의회가 행정협정에 의한 청구권 해결의 관행을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있다고 연방대법원은 보았다.973)

5. American Insurance Association v. Garamendi (2003년)
독일 나치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전 또는 그 기간 중에 유럽의 유태인에게
발행된 생명보험의 수익을 몰수하여, 그 증권의 소지자와 그 상속인에게 수익이
지급되지 않았다. 나치의 몰수를 피한 경우에도 판매 보험회사들은 이 보험 증
권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시효 등을 주장하면서 지급을 거절하였다.974) 보험의
지급문제는 전후의 외교문제이었고, 동맹국들은 이를 서독 정부가 해결하도록
하여 서독 정부가 입법을 통하여 이의 해결을 모색하였다.975) 통독 이후에는 미
국에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class action이 쏟아지는 등 보험금 지급 문제가
다시 외교문제가 되자 미국 정부가 개입하여 국가차원의 협상을 통하여 독일기
금협정(German Foundation Agreement)을976) 2000년 7월 17일에 체결하였
다.977) 이 협정은 클린턴 대통령과 슈뢰더 총리가 서명하였고, 이를 통하여 나
972)
973)
974)
975)
976)

453 U.S. 654, 673.
453 U.S. 654, 680.
American Ins. Ass’n v. Garnamendi, 539 U.S. 396, 401-403 (2003)
539 U.S. 396, 403-405.
정식 명칭은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concerning the
Foundation “Remembrance, Responsibility and the Future”」이다.
977) 539 U.S. 396,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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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통치 시기의 독일 회사에 의하여 고통 받은 자의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100억 마르크의 기금을 조성하였다. 이 협정에서 미국 대통령은 독일회사가 홀
로코스트 시기의 청구로 인하여 미국 법원에 제소된 경우, ⓵기금이 보험금 청
구권 해결을 위한 전속적인 구제 장소임이 미국의 외교정책상 이익이란 의견을
법원에 제출할 것, ⓶주정부와 지역정부를 설득하여 이 기금을 제2차 세계대전
기의 민간 회사에 대한 청구권을 해결하기 위한 집행수단으로서 존중하도록 할
것을 약속하였다.978)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1999년 홀로코스트 희생자 보험구제법(Holocaust
Victim Insurance Relief Act of 1999)을 제정하여 자기 주에서 영업하는 보
험업자는 1920-45년간 유럽에서 판매된 보험증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하
였다.979) American Insurance Association은 이 캘리포니아 주법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주보험위원회가 이 주법의 집행을 금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
였다. 연방지방법원은 상고인의 이의를 인용하였으나,980) 항소법원은 캘리포니
아 주법이 연방의 외교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981) 그러나 연방대법원
은 캘리포니아의 주법이 대통령의 외교정책 수행을 간섭한다고 판시하고, 항소
심 판결을 파기하였다.982) 그 주요 판지는 다음과 같다.
외교와 관련된 주의 권한 행사는 연방정부의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
고,983) 일반적으로 행정부가 그 연방정책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984)
외교정책 결정의 주역은 의회가 아니라 대통령이다. 특히 대통령은 상원이나 의
회의 승인 없이 타국과 행정협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985) 미국 국민의 외국
정부에 대한 청구권을 해결하는 협정 체결은 특히 오래된 관행이다.986) 하지만
외국 정부가 아닌 회사에 대한 청구인 경우라도 공사(公私) 행위의 구별은 중요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539 U.S. 396, 406.
539 U.S. 396, 409-410.
Gerling Global Reinsurance Corp. of America v. Low, 186 F.Supp.2d 1099 (2002)
Gerling Global Reinsurance Corp. of America v. Low, 296 F.3d 832 (2002)
539 U.S. 396, 429.
539 U.S. 396, 413.
539 U.S. 396, 414.
539 U.S. 396, 415.
539 U.S. 396,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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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다. 행정부의 국제협상의 정당한 범위를 정할 때 이 구별을 엄격히 고집
하는 것은 대통령의 국제분쟁 해결을 방해한다.987) 캘리포니아 주법은 독일 등
과 체결한 행정협정과 고위급 행정 공무원 간의 입장에 나타난 대통령의 외교정
책과 명백히 충돌한다.988)

6. 미국과 멕시코 간의 ICJ Avena 판결 이행을 위한 행정협정 체결
미국 대통령은 ICJ Avena 판결의 이행을 위하여 멕시코와 행정협정을 체결
할 수 있을까? 전술한 행정협정의 유형론에 따른다면, 영사협약과 그 관련 조약
에 행정협정을 체결할 근거가 없고, 의회-행정협정을 체결하는 사항이 주로 통
상 문제라고 할 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단독행정협정의 체결이 문제
가 된다.
일단 외견상 대통령의 각서에 기하여 시작된 Ex parte Medellín 사건에서
Texas 주형사대법원은 미국 역사를 통하여 인정된 외국과 분쟁을 해결하는 대
통령의 독자적인 권한은 행정협정의 존재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면서, 동 법원이
대통령이 자신들에게 ICJ Avena 판결을 이행하라고 명령함으로써 대통령의 고
유한 외교권한을 넘어선다고 판단하는 데에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행정협정의

부재가 가장 중요한 사유이었다고 판시하였다.989)

즉 텍사스 주형사대법원은

Bush 대통령이 멕시코와 행정협정을 체결한 후, 그에 기하여 재심사 절차가 개
시되었다면 Medellín의 청구가 적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이어진 Medellín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전술한 일련의 단독행정협
정 판결들을 단지 행정협정에 따라 대외청구권을 해결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인
정한 것으로 기술한 후에 이들 사건은 미국 시민과 외국정부 또는 미국시민과
외국 국민 간의 민사청구권 해결을 위한 행정협정체결에 관한 것이라고 판시하
였다.990) 또한 연방대법원은, 행정협정에 따라 국제청구권 분쟁을 해결하는 행
987) 539 U.S. 396, 416.
988) 539 U.S. 396, 420-422.
989) Ex parte Medellin, 223 S.W.3d 315, 343-344 (Tex.Crim.App.,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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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엄격히 제한된 권한이 Bush 대통령이 ICJ Avena 판결의 이행을 위하여
발한 각서에 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991)
연방대법원의 이러한 판시는 대통령이 멕시코와 단독행정협정을 체결하여
ICJ 판결을 이행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보인다.

제4절 연방의회에 의한 이행
Ι. ICJ Avena 판결의 이행을 위한 법률 제정 문제
1. 서
ICJ Avena 판결의 집행 문제에 대하여, 미국 법원에 의한 집행도 대통령의
각서에 기한 이행도 안 된다는 미연방대법원의 법리에 따른다면, 미국이 영사협
약의 불이행, ICJ 판결의 불이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방 의회에 의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미국 헌법상 의회는 제한된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특히 수정 헌법 제10조의 연방주의에 의한 제한은 의회의 입법권을 제약
한다. 이하에서는 미국 의회가 ICJ Avena 판결의 이행을 위하여 행한 입법의
시도와 이러한 법률안에 기초하여 제기된 영사협약 관련 사건을 검토한다.

2. 입법 현황과 전망
(1) Medellín 판결 이후 하원의원 Howard L. Berman은 Avena 사건 이
행법안(Avena Case Implementation Act of 2008)을 연방의회에 제출하였
다.992) 이 법안에 따르면, 영사협약 제36조의 권리가 침해된 상태에서 유죄판결
990) Medellín v. Texas, 552 U.S. 491, 530 (2008).
991) 552 U.S. 491, 530.
992) The Avena Case Implementation Act, H.R,
<https://www.govtrack.us/congress/bills/110/hr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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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1,

110th

Cong.

(2008).

을 받은 자는 적절한 경우라면 유죄판결 또는 형의 선고를 무효화하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993)
이에 근거하여 Medellín은 사형집행의 일시정지를 신청하였으나, 미연방대
법원은 법안의 제출만으로는 집행의 일시정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994)
Medellín은 연방의회 또는 텍사스 주의회가 영사협약 위반이 형선고를 취소할
사유가 되는지 결정할 때 ICJ의 조치에 중요한 비중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에 기하여 자신에 대한 사형 집행 정지를 구하였다.995)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그러할 가능성이 희박하여 연방대법원이 텍사스 법원이 부과한 형의 집행을 정
지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996) 또한 하원에 제출된 법안이 성
립될 가능성을 대통령이 제시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였다.997) 또한 비자기집행조
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할지 여부는 의회가 결정한다고 판시하였
다.998) 연방 의회는 Avena 사건 이행법률안이 제출된 이후에도 어느 조치도 취
하지 않은 점은 대통령이 ICJ 관할권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2005년에 철회한
것에 동조한 것으로 연방대법원은 보았다.999)

이 판결이 선고된 후 같은 날에

Medellín의 사형은 집행되었다.
(2) 미연방대법원의 Medellín 판결에 부응하여 Patrick Leahy 상원의원은
2011년

6월14일에

“2011년

영사고지이행법안(Consular

Notification

Compliance Act of 2011)”을 제출하였다.1000) 이 법안 Section 3는1001) 연방,
주 또는 지방 공무원 또는 피용인에 의하여 구금 또는 체포된 미국 국적을 가지
지 아니한 자는 그의 영사고지를 요구할 권리를 통보받지 않으면 안 됨을 요건
으로 함으로써 영사협약 제36조를 이행하려는 것이다. 상기 요구가 있는 경우
993) Ibid. § 2(b)(2).
994) Medellín v. Texas, 554 U.S. 759 (2008)
995) 554 U.S. 759.
996) 554 U.S. 759.
997) 554 U.S. 759, 759-60.
998) 554 U.S. 759, 760.
999) 554 U.S. 759, 760.
1000) https://www.govtrack.us/congress/bills/112/s1194
1001) http://www.gpo.gov/fdsys/pkg/BILLS-112s1194is/pdf/BILLS-112s1194i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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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은 늦어도 이 미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법원에 첫 출석을 할
때까지 관련 영사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ICJ의 Avena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 법안은 사형사건의 영사고지 청
구의 연방재심사를 규정하고 있다. Section 4 (a)는

1002)

연방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하여 영사협약 제36조 제1항 (b) 또는 (c)의 위반, 그 밖에 영사 고지와 접
견을 다루는 양자 국제협약의 위반을 주장하며 이 법의 입법 전에 연방법원 또
는 주법원에 의하여 사형판결을 받은 개인이 제출한 신청을 재심사하게 하고 있
다. 사형 집행 기일이 정하여진 때, 법원의 신청재심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면,
법원은 형집행 정지를 허여하여야 한다. 구제를 얻으려면 개인은 모든 사건에서
영사협약 등의 위반 결과로서 형사상 유죄판결이나 형의 선고에서 실제로 불이
익을 입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법원은 증거 심리를 행하여 실제상의 불이익이
발견된

경우에는

새로운

공판(trial)

또는

형의

선고

절차(sentencing

proceeding)를 명할 수 있다. 재심사 신청은 일정 기한 내에 개인의 연방인신
보호신청이나 연방의 부수적 구제의 일부로서 하여야 한다.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이 법안을 강력히 지지하면서,

미국 내에서 영사고지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미-멕시코 양자관계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체포 또는 구금된 미국인의 권리가 그 나라의 공무원에
의해 무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영사협약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해외
의 미국인을 보호하고 외국과의 협력을 증진하며 미국이 국제적인 법의 지배를
존중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고 언급하였다.1003)
그러나 이 법안이 주의 주권영역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연방주의 관점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이 의견은 이 법안은 주의 입법의 대권
에 간섭함으로써 미합중국 헌법의 연방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논란으로 연방법률 제정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 이 문제를 고찰하기
전에 영사고지 이행법안으로 Avena 사건 관련자들의 사형이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 Garcia 사건을 먼저 고찰한다.
1002) Ibid.
1003) 157 Cong. Rec. S4216 (June 29, 2011). 특히 법무장관과 국무장관 공동명의 지지서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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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Garcia v. Texas 판결 (2011년)
1. 사실관계
상고인 Leal Garcia는 멕시코 국적을 가졌으나, 2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1994년에 16세 소녀를 유괴하고 성폭행한 후에 살해하였다.1004)
1997년에 텍사스 주법원에서 Leal Garcia의 사형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소송에
서 Leal Garcia는 당국이 영사협약 제36조제1항⒝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접수국의 당국은 파견국의 국민이 체포된 경우, 체포된 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체포사실을 파견국의 영사에게 통보할 의무를 질 뿐만 아니
라 그렇게 요청할 권리를 체포된 자에게 지체 없이 알릴 의무를 진다.
Leal Garcia는 연방대법원에 3번 인신보호영장을 청구하였다. 첫 번째는 영
사협약에 언급함이 없이 공판의 하자 등을 주장하였다가 기각되었다.1005) 두 번
째는 Leal Garcia의 이름이 거명된 Avena 판결에 의거하였으나 연방제5항소법
원은

Medellín 판결에 비추어 청구는 쟁송성을 상실(moot)하였다고 하였

다.1006) 사형집행일이 결정된 후 Leal Garcia는 상원의원 Leahy가 상원에 영사
고지의무이행법안을 제출한 것에 더하여,1007) 국무장관과 법무차관의 공동서한
이 이를 지지한 점에서 행정부에서 지지가 없었던 Avena 사건이행법안과 성질
을 달리한다고 주장하면서, 3번째의 인신보호영장청구를 연방지방법원에 하였
다. 그러나 Leal Garcia 청구는 연방지방법원에 의하여 기각되었다. 멕시코는
amicus brief에서 영사협약이 이행되지 않아서 영사의 조력에 의하여 Leal
Garcia가 어린 시절에 육체적·성적 학대를 받았다는 감형증거가 제출될 수 없
다고 하였다.1008)
1004)
1005)
1006)
1007)
1008)
of

Garcia v. Texas, 131 S.Ct. 2866, 2867 (2011)
Leal Garcia v. Drekte, 428 F.3d. 543 (5th Cir. 2005)
Leal Garcia v. Quarterman, 573 F.3d 214 (5th Cir. 2009)
Consular Notification Compliance Act of 2011, S. 1194, 112th Cong. (2011)
Brief Amicus Curiae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Mexican States in Support
Petitioner Humberto Leal Garcia, Garcia v. Texas, 131 S. Ct. 286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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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의 요지
(1) 다수의견
Leal Garcia는 ICJ Avena 판결에 의거하여 사형집행의 일시정지를 구하고
있으나 이 주장은 Avena 판결과 그 이행을 구하는 대통령의 각서 어느 것도
직접적용가능한 연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한

Medellín 판결에 의하여 배

척된다.1009)
Leal Garcia와 합중국정부는 연방의회가 Avena 판결의 이행에 관한 법을
제정할 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사형집행을 일시 정지할 것을 요청한다. Leal
Garcia는 이러한 심의가 행하여지는 사이에는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
이 주에 의한 사형집행을 금지한다고 주장한다.1010) 그러나 이 적법절차 조항은
심의 중인 법안을 고려하여 주가 적법한 판결을 집행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아
니다.1011)
행정부는 적법절차조항에 의거하는 대신에, 그러한 연방법이 제정되면 미연
방대법원의 판결 심사권이 인정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Leal Garcia의 사형집
행을 2012년 1월까지 일시 정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1012) 그러나 법안은 상
원에 제출되었으나 하원에는 제출되지 않았다.1013) 우선 제정되지 아니한 법안
에 비추어 사형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것은 적절한 지 의심스럽다.1014) 연방
대법원의 임무는 결국 제정될지도 모르는 법이 아니라 현재의 법에 근거하여 판
단을 하는 것이다.1015) Medellín Ⅱ판결은 Avena 판결 4년 후,

Medellín Ⅰ

(No.11-5001), 2011 WL 2581860, p. 14; J. Richard Broughton, “Federalism, Harm,
and the Politics of Leal Garcia Garcia v. Texas”, Syracuse, Law Review, Vol. 62
(2012), p. 203, n.32.
1009) Garcia v. Texas, 131 S.Ct. 2866, 2867 (2011)
1010) 131 S.Ct. 2866, 2867.
1011) 131 S.Ct. 2866, 2867.
1012) 131 S.Ct. 2866, 2867.
1013) 131 S.Ct. 2866, 2867.
1014) 131 S.Ct. 2866, 2867.
1015) 131 S.Ct. 2866, 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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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4개월 후의 사건이었음에도 연방의회가 제출된 법안의 심의를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일시정지의 청구를 기각하였다.1016) ICJ Avena 판결 7년 후,
Medellín Ⅰ판결 3년 후인 지금에 법안이 의회의 한 원(院)에 제출된 것을 이유
로 사형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훨씬 정당화되지 아니한다.1017) 정치적 기관
(political branches)이 Avena 판결의 이행에 관한 법의 제정을 우선사항으로
생각했다면 이미 이를 제정하였을 것이다.1018)
행정부와 반대의견은 Leal Garcia의 사형집행이 야기할 국제적인 결과를
문제로 한다. 그러나 연방 의회는 그러한 결과를 새로운 연방법을 제정할 이유
가 될 만큼 심각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요청도 법적 청구에 기
초한 것이 아니라면 일시 정지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1019)
(2) 반대의견
Leal Garcia에게 사형이 집행되면 미합중국은 국제법상의 의무의 회복불가
능한 위반을 범하게 된다.1020) ICJ는 Leal Garcia가 일정의 절차, 즉 심리를 받
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였다.1021) 행정부는

Medellín 사건에서도 이 사건에서

도 국제법을 이행하기 위한 법을 연방의회가 제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
고, 의회에 심의의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하여 주에 의한 사형집행의 일시정지
를 명하도록 요청하였다.1022) 법무차관은 사형집행은 ‘최상위 외교정책상 이익
에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준다’고 주장하고, 본건에서 사형집행의 일시정지명령
이 발하여지지 않으면, 미합중국과 멕시코의 상호협력관계는 중대한 위험에 놓
인다는 멕시코 정부의 주장도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1023)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외교상 이익을 ‘명백히 부득이한’ 것으로 보아 왔다. 연방대법원은 일시정지를
1016)
1017)
1018)
1019)
1020)
1021)
1022)
1023)

Medellín v. Texas, 554 U.S. 759, 760 (2008) (per curium).
Garcia v. Texas, 131 S.Ct. 2866, 2868 (2011).
131 S.Ct. 2866, 2868.
131 S.Ct. 2866, 2868.
131 S.Ct. 2866, 2868.
131 S.Ct. 2866, 2869.
131 S.Ct. 2866, 2869-2870.
131 S.Ct. 2866, 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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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할 권한을 가진다.1024)

3. 평가
이 판결이 선고된 수 시간 후에 38세의 Leal Garcia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는 재심사의 기회를 주지 않고 한 사형집행이었다. 따라서 미국은 Garcia와
멕시코 정부에 대하여 ICJ Avena 판결의 이행이라는 국제법상 의무를 영구히
위반하게 되었다. 다수의견의 논거인 법원은 현행법을 적용하는 것이지 앞으로
제정될 법률안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타당하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Garcia가 요구하는 것은 형 집행의 정지이지, 무죄 방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
다. 멕시코와의 외교관계의 악화까지 야기하면서, 국제법상 의무를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법률안이 제출된 상황에서 Garcia의 사형 집행 정지 요구를 거절하면
서까지 사형을 집행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Medellín 판결은, 조약이 직접적용가능성을 가지고 사인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에도 사권(私權)과 국내법원상의 소송원인은 창설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
다고 하였다.1025) 이러한 추정은 건국 이래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미국법의 전
통에 따른다고 하기보다는 그 후의 인권조약의 증가에 대한 반동을 받아 그때까
지의 전통을 역전시키는 것으로 평가된다.1026) ICJ 판결을 이행할 국제법상 의
무는 부담하지만, 그 판결이 국내법적으로는 자동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는 생각,
즉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이원론적으로 파악하는 사고가 Medellín 판결과
Garcia 판결에서 보인다.
상소인 Leal Garcia가 의거한 영사고지이행법안은 국무장관과 법무차관이
공동으로 그 지지를 표명한 점에서 행정부의 지지 표명이 없던 Avena 사건이
행법안과는 성질을 달리한다. 그럼에도 Leal Garcia의 주장을 인정하면, 1인의
의원이 합중국의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집행부의 일부가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
1024) 131 S.Ct. 2866, 2870.
1025) Medellín v. Texas, 552 U.S. 491, 506 n. 3 (2008). 이 각주의 영향에 대하여는 Oona
A. Hathaway et al., “International Law at Home: Enforcing Treaties in U.S. Courts”,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7 (2012), pp. 70-76.
1026) Oona A. Hathaway et al., supra note 1025,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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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만 하면 미연방대법원이 주의 형사사법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권력
분립과 연방주의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된다.1027) 전술한
바와 같이, 영사고지의무이행법안은 영사협약 위반에 대한 구제를 얻기 위해서
는 그 협약 위반이 실제로 불이익을 야기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부담을 신청인
에게 부과하고 있는바, 이는 주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주의 형사사법에 대한
개입을 줄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1028)

Ⅲ. 연방사무강제금지의 원리(Anti-commandeering Doctrine)
1. 서
연방사무강제금지의 원리(Anti-commandeering Doctrine)란 연방의회가
연방헌법에서 부여한 권한 내에서 입법을 하여 비록 정당한 입법을 하였을지라
도 그 내용이 주에 대하여 일방적 지시를 하고 이를 따를 것을 요구하든지 또는
주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방의 사무를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일 경우 이를 금
지하는 원리이다.1029) 즉 연방사무강제금지의 원리는 연방주의 맥락에서 검토되
어야할 문제로서 연방의회가 주의 자치권을 침해하거나 주의 입법과정을 징발하
는 경우 연방 권한이 제한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원칙이다. 이러한 사례는 국내
법적 맥락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이 원칙의 적용 사건과 Medellín 사건처럼 주
가 조약 이행을 요구 받은 사건은 구별되어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외교정책,
타방조약당사국과의 관계, 세계공동체 내의 미국의 입장이 관련 되어 있기 때문
이다.
1027) Kevin D. Klagge, “Transnational Constitutional Law - Proposed Legislation with
Executive Support to Enact International Court’s Decision Does not Justify Stay of
Execution - Garcia v. Texas, 131 S. Ct. 2866 (2011)” Suffolk Transnational Law
Review, Vol. 35 (2012), p. 241-42.
1028) J. Richard Broughton, “Federalism, Harm, and the Politics of Leal Garcia Garcia
v. Texas”, Syracuse, Law Review, Vol. 62 (2012), p. 206.
1029) Craig Jackson, “The Anit-commandeering Doctrine and Foreign Policy
Federalism – the Missing Issue in Medellín v. Texas,” Suffolk Transnational Law
Review, Vol. 31 (2008), p.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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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v. United States 사건에서는1030)은 연방의회가 주들이 방사능
폐기물 처리 시설을 자기 주에 두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방사능 폐기물 처리
를 위하여 저준위 방사능 폐기물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주가 특정 시점까지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면 그 폐기물의 소유권(title)을 가지며 그에 따라 발생하
는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Low-Level
Radioactive Waste Policy Act를 제정하였고, 뉴욕주가 이 연방 법률에 대하
여 위헌주장을 제기한 사건이다. 연방대법원은 주에게 폐기물의 소유권을 가지
도록 하는 것은 주의 입법부에 특정한 내용의 입법을 하라고 강제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상 연방구조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뉴욕주의 위헌 주장을 인용하였
다.1031)
Prinz v. United States 사건에서는 연방의 조사체계가 수립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주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기를 구입하는 사람의 과거 기록을 조사
하도록 하는 Brady Handgun Violence Prevention Act의 위헌성이 문제가
되었다. 연방대법원은 주정부 공무원에게 연방법을 집행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주정부가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서 가지는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
하였다.1032)
Medellín 판결에서는 미국의 국제의무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이 연방주의 쟁
점은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연방과 주 사이의 긴장관계가 Medellín 판결의 중
심에 있다. 의회가 조약의무를 이행할 입법을 할 권한이 있다고 연방대법원이
Medellín 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행입법을 제정한 경우, 이 연방사무강제
금지의 원리라는 연방주의 문제는 언제인가 제기될 것이다.

2. ICJ Avena 이행입법에 적용가능성
Medellín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의회가 비자기집행조약의 집행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각서가 아닌 의회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1033) 하지만 ICJ 판결
1030) New York v. United States, 505 U.S. 144 (1992)
1031) 505 U.S. 144, 177.
1032) Prinz v. United States, 521 U.S. 898, 928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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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행은 미국 헌법상 연방의 권한에 속하는 외교문제이다. 따라서 ICJ Avena
판결을 위한 이행입법은 결국 연방의 의무를 주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는 것이
되므로 일단 연방사무강제금지의 원리에 위반된다.
다만, 이러한 결과에 대한 반론으로서 두 가지가 제기된다.1034) 첫째, 연방
사무강제금지의 원리는 주의 입법권과 주의 공무원에 대한 강제를 금지하는바,
ICJ Avena 판결의 이행은 주 법원을 대상으로 하므로 일단 연방사무강제금지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ICJ 판결의 이행 문제는 외교에 관한 문제이자
조약상 의무에 관한 문제이므로, 연방사무강제금지의 원리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거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외교 권한과 외교우선원리에 기하여 그동안 연방대법원
은 연방정부가 한 목소리를 낼 권능을 방해하는 주의 권한을 여러 차례 위헌으
로 판정하였다. 조약체결권한은 주 권한에 대한 제한으로서 볼 수 있는 광범한
권한이다. 조약체결권도 헌법상 제약이 있지만 주의 권한을 제약하지 않도록 조
약체결권을 해석할 수는 없어 보인다.
조약이 외교권한에 속하므로 수정헌법 제10조는 연방권한의 제한으로서 작
용하지 못한다. 연방헌법은 특히 주와 관련하여 주를 외교정책 문제에서 제외시
켰다. 즉 연방정부는 외교 영역에서 자율권을 가진다. 주가 조약 이행에 주의
법규를 적용할 수 있다면 이는 주가 외교정책에 실효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
다는 의미이다.
의회가 ICJ Avena 판결의 이행을 위하여 주의 행위를 요구하는 법률을 제
정한다면 연방의회와 주 사이의 적정한 권한 배분을 두고 후속 쟁송이 있을 가
능성이 있다. 그러나 수정 제10조와 연방사무강제금지의 원리는 외교 문제와 조
약의 영역에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이 후속 쟁송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한다.

1033) Medellín v. Texas, 554 U.S. 759, 760 (2008)
1034) Craig Jackson, “The Anit-commandeering Doctrine and Foreign Policy
Federalism – the Missing Issue in Medellín v. Texas,” Suffolk Transnational Law
Review, Vol. 31 (2008), p.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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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주(州)에 의한 이행
Ι. 주에 의한 이행의 필요성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의회의 이행입법이 제정되지 않은
한, ICJ도 대통령도 나아가 연방대법원도 주법원에 대하여 ICJ Avena 판결의
이행, 즉 재심사의 기회부여를 요구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이 주에 의
한 자발적인 ICJ 판결의 이행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 Medellín 판결에서 Stevens 대법관이 다음과 같이 지
적하였다. 첫째, 최고법 조항의 명시적 표현에 따라 미합중국이 ICJ 재판을 따를
것을 약속한 의무는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각 주(州)도 있다.1035) 미국 정부 형
태의 결과로서 때로는 주가 국가의 명예를 보호하는 제1차적 책임을 져야 한
다.1036) 텍사스주가 영사협약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않아 미합중국이 현재의 분쟁
에 빠졌기 때문에, 다른 조약의 위반을 방지할 의무가 이제 텍사스에 있다.1037)
둘째, 영사협약 위반이 Medellín에게 실제로 불이익을 야기한 가능성이 희
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텍사스주가 ICJ Avena 판결을 이행하는 비용은 아주
적을 것이다.1038) 그러나 ICJ 판결을 존중하지 아니한 비용은 아주 크다.1039) 이
위반은 영사협약의 상호준수를 보장하고, 외교관계를 보호하며, 국제법의 임무
에 헌신함을 보이는 점에 있어 명백히 중대한 미국의 이익을 위협한다.1040) 따
라서 텍사스는 잠재적으로 중대한 미국의 조약 위반을 치유할 권한과 국제법상
의무가 있다.1041)

1035)
1036)
1037)
1038)
1039)
1040)
1041)

Medellín
552 U.S.
552 U.S.
552 U.S.
552 U.S.
552 U.S.
Medellín

v. Texas, 552 U.S. 491, 536 (2008).
491, 536.
491, 536.
491, 536.
491, 537.
491, 537.
v. Texas, 554 U.S. 759, 76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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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법원에 의한 ICJ Avena 판결의 집행
1. 오클라호마주: Torres v. State 판결
(1) 본건의 상고인인 Osbaldo Torres는 Avena 사건의 ICJ 잠정조치와1042)
판결의1043) 직접 대상이 된 개인이다. Torres는 1993년에 제1급 살인 등의 죄
로 기소되어, 오클라호마 주지방법원에서 사형을 선고 받고, 상소하였으나 재량
상고도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1044) Torres는 그 후에도 여러 수단을 이용
하여 자신의 권리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어느 것도 인정되지 않았고1045), 오클라
호마 주형사대법원은 Torres의 사형집행예정일을 2004년 5월 18일로 정하였
다. 이 사형집행 직전인 2004년 3월 31일에 Avena 사건의 ICJ 판결이 내려져
미합중국은 Torres에 대하여도 영사협약 제36조의 위반이 피고인에게 형사절차
상 실제로 불이익(prejudice)을 주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재심사를 하지 않으
면 안 되게 되었다.
이 ICJ의 Avena 판결이 내려진 후에 Torres는 이 판결을 근거로 재차 비
상구제절차신청을

하였다.

2004년

5월

13일

오클라호마

주형사대법원은

Torres의 신청에 대하여 증거심리(evidentiary hearing)를 위하여 사건을 제1
심(trial court)으로 환송하였다.1046) 같은 날, 오클라호마 주지사 Brad Henry
1042)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Mexico v. United States of America), Order
of 5 February 2003, I.C.J. Reports 2003, p. 92, para. 59.
1043)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Mexico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I.C.J. Reports 2004, p. 25, para. 16.
1044) Torres v. State 962 P.2d. 3, cert. denied, 525 U.S. 1082 (1999)
1045) Torres는 사형 확정 후에 비상구제절차를 두 차례 이용하였다. 첫 번째 비상구제절차로서
개시한 1998년 오클라호마주 주형사대법원에서 기각되고(Torres v. State, Case No.
PCD-1998-213 (Okl.Cr. August 4, 1998)(Order not for publication)),. 1999년에 연방지
방법원에 인신보호영장 신청을 하는 절차에서 Torres는 체포당국에 의한 영사협약 위반이 있
었다고 주장하였다. Torres v. Mullin, 540 U.S. 1035. 연방지방법원은 2000.8.23. 소송상 해
태 원칙이 적용되고, Torres가 영사협약의 위반이 자기에게 불이익을 주었음을 보이지 못하였
다고 하여 Torres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Ibid. 이 판단은 연방항소법원(Torres v. Mullin,
317 F. 3d. 1145(10th Cir.2003).)과 연방대법원(Torres v. Mullin 540 U.S. 1035.)에서 인
정되었다. Torres는 다시 두 번째의 비상구제절차를 오클라호마 주형사상소법원에 신청하였으
나, 주형사대법원(Torres v. State, 58 P. 3d 214)과 연방대법원(Torres v. Oklahoma, 538
U.S. 928(2003))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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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Torres의 감형을 결정하여, Torres의 형은 가석방불가 무기징역 (life
without the possibility of parole)으로 감형되었다.1047) 환송받은 제1심 법원
은 Torres가 영사협약 위반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었다고 인정하였으나, 이 판
단에 대하여 Torres는 상소하였다. 그리고 2005년 9월 6일 두 번째 상소심인
오클라호마 주형사대법원은 이미 감형이 부여된 점을 근거로 Torres에 대하여
특히 구제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moot)고 판단하고 Torres의 신청을 배척하였
다.1048)
이번 연구와 관련하여 ICJ의 Avena 사건판결에 기하여 사건을 환송한
2004년 5월 13일 오클라호마 주형사대법원의 환송 명령이 문제가 된다. 오클라
호마 주의 비상구제절차규칙(post-conviction procedural rules)은 소위 소송
상 해태의 원칙을 정하고, 일정한 경우에만 그 예외를 인정한다.1049) 따라서 소
송상 해태 원칙에 의거하지 않고, Torres의 사형판결에 대하여 영사협약 위반
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재심사할 것을 명하는 본건의 오클라호마 주형사
대법원의 판단이 ICJ판결을 따랐는가에 대하여는 명령 중에 나타나 있지 않고,
이 명령에 대한 Chapel판사의 동조의견(concurring opinion)이 지적하고 있
다.
Chapel판사는 우선 미국헌법 제6조제2항의 최고법조항을 근거로 하여 미국
이 국가로서 조약의 조항에 구속된다면, 오클라호마 주형사대법원도 이 최고법
조항에 의하여 영사협약과 그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임의의정서에 구속된
다고 하였다.1050) 동 판사는 이어서 “당원이 조약 그 자체에 구속된다면 우리는
Avena 판결에 완전한 신용과 신뢰(full faith and credit)를 부여할 의무가 있
다.”고 하였다.1051) 그리고 영사협약임의의정서는 영사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을 ICJ가 해결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 Avena 사건 ICJ 판결은 이
분쟁해결의정서에 규정된 과정(process)의 산물이라고 지적하였다.1052) 게다가
1046)
1047)
1048)
1049)
1050)
1051)

Torres v. State, 120 P.3d 1184, 1186 (Okla. Crim. App. May 13, 2004).
120 P.3d 1184, 1186.
120 P.3d 1184, 1190.
22 Okla. Stat. §1089(D)(2)(2001).
Torres v. State No.PCD-04-442 pp .3-5.
Ibid. p. 5.

- 233 -

동 판사는 ICJ의 Avena판결에 이르는 과정은 조약 그 자체에 의하여 인정되었
으므로, “당원은 당해 조약과 Avena판결에 구속된다.”고 하였다.1053) Chapel판
사의 동조의견에서 오클라호마 주형사대법원이 환송 명령을 내린 이유가 ICJ 판
결의 국내법원에서의 법적 효과를 긍정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분명히 연
방대법원의 Medellín 판결과는 다른 입장이다.

2. 네바다주: Gutierrez v. State 판결
Carlos Gutierrez는 1년간 3세 의붓딸을 폭행, 상습적인 학대를 하던 중인
1994.6.15. 의붓딸을 복부를 강타하여 사망하게 하고 주검을 계곡에 유기하였
다. 그는 주법원에 의하여 사형이 선고되자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상소하였으나
Nevada 대법원은 사형을 확정하였다. 그러자 그는 비상구제절차로서 인신보호
영장청구 절차를 밟았으나, 제1심에서는 소송상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러나 그
는 다시 네바다 주대법원에 상소하면서 미합중국이 영사협약 제36조의 영사고
지하지 않아서 실제로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네바다 주대
법원은 Gutierrez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심리를 위하여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
고 환송을 하였다.1054) 이로써 네바다 주대법원은 연방의회의 입법이 없더라도
ICJ Avena 판결에 근거하여 유죄판결을 재심리하는 미국의 두 번째 법원이 되
었다.1055)

Ⅱ. 주에 의한 그 밖의 이행 방법
1. 주지사에 의한 사면·감형의 문제
1052) Ibid. pp. 6-7.
1053) Ibid. p. 7.
1054) Gutierrez v. State, No. 53506, 2012 Nev. Unpub. LEXIS 1317 (Sept. 19, 2012)
(order of reversal and remand).
1055) John R. Crook, “Editor’s note: Contemporary Practice of the United States
Relating to International Law”,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07
(2013), p.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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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합중국에 대한 범죄

는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형의 집행 정지 또는 사면을 명할 수 있는 권한
을 대통령이 가진다.1056) 그런데 미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주면서 동시
에 사면권을 제한하고 있다. 즉 미국 헌법은 명문으로 ⓵ 대통령이 탄핵심판의
결과를 번복할 수 없게 하였고, ⓶ 합중국에 대한 범죄 즉 연방범죄가 아닌 ‘주
에 대한 범죄’는 대통령의 사면권의 영역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영사협약 사
건의 모든 범죄는 주에 대한 범죄이므로, 대통령은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고 주
지사에 의한 사면·감형이 문제가 된다.
Avena 판결이 선고된 후 오클라호마 주지사 Brad Henry는, 계약의 준수
가 법의 지배의 기초라는 점에 비추어 미합중국이 체결한 조약을 준수한다고 하
면서, Avena 판결에서 거명된 Torres를 종신형으로 감형하였다.1057) 또한 오클
라호마 주지사는 Avena 판결에서 거명된 Valdez의 사형도 영사협약 위반을 이
유로 감형하였다.
미국은 ICJ에서 사면·감형(clemency)이 영사협약 위반에 대한 구제가 된다
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ICJ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ICJ가 말하는
재심사의 절차는 전반적으로 사법적인 절차 내에서 진행되는 것을 전제한 것이
고, 미국에서 행하는 행정부에 의한 사면·감형절차는 그 자체로서 적절한 재심
사의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한다.1058) 다만 ICJ는 적절한 사면감형절차는, 특히
사법제도가 영사협약 위반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때, 재심사절차를 보완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1059) 따라서 ICJ의 판지에 따르면 영사협약의 위반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사면·감형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ICJ의 판결을 이행하는 것
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접수국에게는 여전히 사면·감형절차는 영사협약의

1056) U.S. Const. art. Ⅱ, § 2.
1057) John R. Crook, “Editor’s note: Contemporary Practice of the United States
Relating to International Law”,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00 (2006), p. 462.
1058)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Mexico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I.C.J. Reports 2004, p. 66, paras. 141-143.
1059) Ibid. p. 66, para.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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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을 치유하는 수단이 된다.1060) 특히 ICJ도 인정하는, 법원에서 영사협약 위
반을 치유할 수 없을 때에 그러하다. 따라서 행정부에 의한 사면·감형 절차도
영사협약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인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주의 입법을 통한 이행: 통일법 제정 문제
2010년 통일주법위원회(Uniform Law Commission)는 연구위원회를 설립
하여 영사협약 제36조의 영사고지 요건을 이행하는 통일주법(uniform state
statute) 초안 작성의 필요와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통일주법위원회는 다수의
주와 법집행기관에서 이미 영사협약의 고지 요건을 규칙, 규정 등을 통하여 이
행하고 있음에도 소수의 주만이 입법을 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2011년 6월
9일 연구위원회는 최종 보고 및 권고서를 통일주법위원회 지도부에 제출하였는
데, 통일법이나 모델법은 영사고지의 이행을 바라는 주에게 유용하다는 결론이
었다.1061) 따라서 통일주법위원회는 초안작성위원회를 조직하여 통일법이나 모
델법을 준비할 것을 권고하였다.1062) 이러한 통일주법위원회의 발안은 미연방
국무부로부터 지지를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진척이 없어
서, 영사협약과 ICJ 판결의 이행을 위한 통일법의 전망은 밝은 편은 아니다. 오
히려 영사협약의 위반의 효과는 연방이 아닌 개별주가 법률을 제정하여 처리하
고 있다. 예를 들면, 플로리다주의 경우에는 영사협약 또는 양자영사조약에 규
정된 영사고지·통보의 불이행을 형사절차상 항변 사유될 수 없다고 법률에 규정
하고 있다.1063) 이는 ICJ Avena 판결에 위반되는 법률이다. 따라서 개별 주에
1060) John Quigley et al, The Law of Consular Access: A documentary guide,
(Routlegde, 2010), p. 180.
1061) Final Report and Recommendation of the ULC Study Committee on the
Advisability of a Uniform Act to Implement CNA Requirements of the VCCR, 2011,
p. 3. at http://www.uniformlaws.org/shared/docs/vccr/Vienna Consular Convention,
Report to Scope, June 2011.pdf
1062) Ibid. p. 11.
1063) Florida Statute §901.26. Arrest and detention of foreign nationals
Failure to provide consular notification under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or other bilateral consular conventions shall not be a
defense in any criminal proceeding against any foreign national and shall not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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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입법은 개별 주마다 권리구제의 여부, 방법에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파
견국의 입장에서는 연방차원의 통일적인 이행방법의 제시가 접수국 미국에게 요
망된다.

Ⅲ. 연방주의의 외교에 대한 관련성
1. 외교문제에서 주의 이익을 고려할 필요성
미국 헌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권력·권한을 분배하는 연방구조를
창설하였다.1064) 일반 통념에 비추어 보면, 연방주의는 연방정부의 외교 권한
행사와 상관이 없다. 전술한 연방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
하여 보면 이러한 점을 알 수 있다. 대외문제에 대한 권한은 주와 공유하지 않
고, 오로지 연방정부에 부여된다.1065) 외교일반에 대하여 주의 경계선은 사라지
고, 외교 목적상 주는 존재하지 않는다.1066) 지역이익을 위하여 개별 주는 존재
하지만 국가 목적을 위하여 미국은 하나의 국민, 하나의 국가, 하나의 권력이
다.1067) 주는 개별적으로 국제 권한을 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권한은 주
의 권한 집합체로부터 만들어 질 수 없었으나 다른 연원에서 미합중국으로 이전
된 점은 분명하다.1068) 조약체결권자는 연방정부의 권한을 넘더라도 최고법인
연방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1069)
그러나 이러한 경향과 달리 미국 국내의 영사관계비엔나협약 사건에서는 주
가 자기의 형사법을 집행하고 자기의 형사재판제도에 대한 통제력을 보호할 이
cause for the foreign national's discharge from custody.
1064) 이에 대한 Madison의 설명은 The Federalist Nos. 45, 46 (James Madison) 참조.
Alexander Hamilton, James Madison, and John Jay/Benjamin Fletcher Wright (ed),
The Federalist,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 Press, 1961), pp. 324-336. 알렉산더
해밀턴·제임스 매디슨·존 제이/김동영(역), 페더랄리스트 페이퍼, 한울 아카데미 (1995),
282-293면.
1065) U.S. v. Pink, 315 U.S. 203, 233 (1942).
1066) U.S. v. Belmont, 301 U.S. 324, 331 (1937)
1067) Chae Chan Ping V. U.S., 130 U.S. 581, 606 (1889)
1068) U.S. v. Curtiss-Wright Export Corp., 299 U.S. 304, 316 (1936)
1069) Missouri v. Holland, 252 U.S. 416, 43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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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즉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주의 이익을 최소한 잠
재적인 외교관계에 미칠 손해와 비교·형량을 하여야 할 요소로 본 것이다.
이러한 점은 다음과 같은 예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미국이 다수의
인권조약에 가입을 할 때, 전술한 바와 같이 상원은 ‘연방주의 양해’와 ‘비자기
집행성’ 선언을 조약에 대한 동의 조건으로서 첨부하였다. 이러한 유보에는 조
약상 의무에는 어떠한 국내적 효력도 없고, 주정부와 연방정부 사이의 권한 관
계에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둘째, 외교관계상의 이익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기관은 GATT, NAFTA와
관련된 연방주의 문제에 민감하였다. 그 결과 이행법률에 연방-주 협의과정을
규정하였고, 연방정부만이 주법이 상기 협정을 위반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였다.1070)

2. 연방대법원의 주의 권한 확대 경향과 영사협약 사건
미국이 ICJ의 잠정조치명령, 최종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주가 사형을 집행하
는 것을 연방 정부가 막지 않아서 미국의 국제법에 대한 존중이 불충분하다는
면을 드러내었고, 미국의 외교관계에도 부정적이며,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
의 영사보호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을 낳았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미국헌
법상 연방과 주 사이의 권한 분배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볼 수 있다.
이미 미국 헌법학에서는 주의 권리가 부활되었다. 연방대법원이 주와 연방
의 관계에서 연방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주권(州權)을 확대하는 경향은
Rehnquist 대법원장의 역할이 컸다.1071) 쟁점이 연방 권한의 근거와 범위에 관
한 것일 때에는 헌법과 연방법의 규정을 좁게 해석하고, 쟁점이 연방의 권한에
대한 제한에 관한 것일 때에는 헌법조항을 넓게 해석하여, Rehnquist 대법원장
은 연방의 권한 제한과 주의 권한 확대 문제에서는 사법적극주의자로서의 면모
를 보였다.1072)
1070) 28 U.S.C.A. §2254(a).
1071) 안경환, 미국헌법의 이해, (박영사, 2014), 81-89면.
1072) 안경환, 전게서, 81-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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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방권한 축소, 주의 권한 확대’의 경향은 미국 국내의 영사협약 사
건에서도 나타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연방대법원은 외교관련 사건에서 형량 요
소로서 연방주의, 주의 이익을 검토한 것이다. 예를 들면, Breard 사건에서 연
방행정부와 연방대법원은 Breard의 사형 집행정지를 Virginia 주의 특권이라고
본 것이다. 따라서 영사협약 관련 사건은 미국헌법이 이원적 주권, 즉 연방주의
에 기반한 헌법을 가졌기 때문에 헌법이 국제의무의 국내이행을 통제할 수 있다
는 점을 보여 준 사례라고 생각한다.

제6절 결 어
Ⅰ. 논의의 요약
제4장의 논의는 미국헌법상 통치구조의 기본원리인 연방주의와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외교문제에 관한 권한을 개괄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⓵외교문제에
관하여 “뉴욕 주는 없다.”라는 판시가 상징하듯이 외교에 관한 사무는 연방의
권한에 속하고 주는 외교문제에서 배제되는 것이 미국헌법의 기본원리임을 확인
하였다. 하지만 Bricker 헌법개정안이 보여주듯이 연방이 외교권한, 특히 조약
권한을 내세워 주의 권한 사항에 개입하려는 것에 반발 또한 있었다. ⓶연방 정
부 내에서 외교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정치적 기관의 소관 사항에 속하고,
사법부는 국제법 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하여 외교관계에 일정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외교에 관한 미국헌법상 구조적인 특징을 유념하
면서, 영사관계비엔나협약 사건을 고찰하고 ICJ 재판의 효력과 이행에 관한 사
항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Breard 사건,1073) LaGrand사건,1074) Avena사건은1075) 예외 없이, 주의 법
1073)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Paraguay v. United States of
America), Order of 9 April 1998, I. C. J. Reports 1998 p. 248.
1074) LaGrand (Germany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I.C.J. Reports 2001 p.
466.
1075)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Mexico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I.C.J. Reports 2004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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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공무원이 외국인 피의자를 구속하고 영사접견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상태에
서 사형판결이 확정되고, 나중에 영사접견권 불고지 사실에 근거하여 비상구제
절차에서 불복을 하였으나, 이러한 불복이 소송상 해태의 원칙에 저촉되어 불가
능하였다는 것에서 국제분쟁은 출발하였다. 즉 영사관계비엔나협약 사건은 주의
형사재판이 파라과이-미국, 독일-미국, 멕시코-미국 사이의 ICJ에서 재판과 이
행이라는 외교문제로 비화된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주(州)’와 ‘사법부’라고
하는, 보통의 경우라면 미국법상 외교문제와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적은 영역과
영사관계비엔나협약 사건이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는 점이 이 사건의 특색이다.
ICJ Avena 판결 가운데 미국 사법부에 의한 이행문제와 관련된 것은 ⓵영
사협약 제36조가 개인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해석한 점, ⓶미국법의 소송상 해태
의 원칙은 영사협약 제36조의 위반의 경우에 적용하지 말아야 하는 점, ⓷ICJ
Avena 판결의 대상자에게 사형판결에 대한 재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
점이다. ICJ 재판의 미국법원에 대한 효력과 사법부에 의한 이행에 대한 연방대
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연방대법원은 ICJ가 한 조약해석은 미국 법원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다고 하
였고, ICJ 판결의 자기집행성은 영사협약임의의정서, UN헌장, ICJ규정의 관련
조약 조항의 자기집행조약인지 여부에 달렸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전기 관련
조항이 모두 비자기집행조약이므로 ICJ Avena판결도 자기집행성이 부인된다는
것이 연방대법원의 입장이다. 따라서 ICJ 판결은 미국헌법상 나라의 최고법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한편, 외국판결의 집행 방법을 통한 ICJ 판결의 집행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도 연방대법원은 그러한 집행방법을 인정하지 않았다.
Curtiss-Wright 판결과 일련의 행정협정 사건 판결을 통하여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광범한 외교권한을 인정하였고, 주는 이러한 대통령의 외교권한을 침
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판례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Youngstown 판결에서 다수
의견은 대통령은 헌법과 의회의 입법에 근거하여 행위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대통령에게 입법권이 있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Jackson 대법관은 대통
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3가지 유형론을 전개하여 다수의견에 동조하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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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h 대통령은 ICJ Avena판결의 이행과 관련하여 각서를 발(發)하여 주법
원으로 하여금 이 ICJ 판결을 이행하게 하려고 시도하였다. 이 Bush 대통령의
각서에 대하여 두 가지 상반된 평가가 가능하다. 첫째, Curtiss-Wright 판결과
행정협정 사건 판결의 입장에서 평가를 하면 Bush 대통령은 주에 우선하는 외
교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주법원은 이에 따라야 하므로 ICJ Avena 판결의 미국
국내법상 이행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둘째, Bush 대통령의 각서로써 주
법원에게 확정된 사형판결의 재심사를 하게 하는 것은 그 성질을 입법권의 행사
로 볼 수 있다. 이 경우라면 Youngstown 판결의 적용이 되어 Bush 대통령의
각서 발령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한 위헌이 된다. 결과적으로 미연방
대법원은 두 번째 입장을 선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연방대법원은, Bush
대통령의 각서가 영사협약임의의정서, ICJ규정, UN헌장의 관련 조항,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비자기집행조약조항을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대
통령에게 이러한 권한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비자기집행조약을 국내법으로 전환
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고 대통령에게는 없다는 취지이다. 당연히 연방대법원은
Youngstown

판결을

적용하였다.

Black

대법관의

다수의견뿐만

아니라

Jackson 대법관의 유형론을 따르더라도 위헌이라고 연방대법원은 설시하였다.
나아가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미국-멕시코 간의 단독행정협정을 체결하여
ICJ Avena 판결을 이행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부정적인 시각을 시사하였다. 연
방대법원의 지금까지의 판지에 따른다면, 의회의 입법이 없이는 대통령에게는
ICJ 판결을 이행할 마땅한 방도가 없어 보인다.
연방대법원의 Medellín 판결에1076) 따르면, ICJ Avena 판결은 연방의회가
제정한 연방법률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관련
법률안이 제출되었으나 회기 종료로 폐기된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이
관련입법에 진척이 없는 것은 연방의회가 ICJ Avena 판결의 이행문제를 중요하
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연방법률은 연방대
법원이 연방주의와 관련하여 발전시킨, 주에 대한 연방사무강제금지원리에 위반
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1076) Medellín v. Texas, 552 U.S. 49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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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현재로서는 ICJ Avena 판결의 이행은 관련된 주(州)의 개별적인 이행
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 통일법을 제정하여 ICJ 판결의 이행문제를 해결해 보려
는 시도도 있으나, 여기에도 현재까지 진척이 별로 보이지 않음은 앞에서 설명
하였다. 결국 현재로서는 오클라호마 주형사대법원과 네바다 주대법원이 보여준
것과 같이, 개별 주에서 ICJ 판결을 이행하는 길밖에 없어 보인다.

Ⅱ. 평가
위와 같은 미국의 ICJ 판결의 효력과 이행에 관한 태도에 대하여 다음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다.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연방이 독점하고 있는 외교
문제에 주의 이익을 고려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미국 국내의 영사관계
비엔나협약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이 보인 태도는 주가 자기의 형사법을 집행하고
자기의 형사재판제도를 운영할 이익과 미국의 관련국가와의 외교관계에 끼칠 손
해를 비교·형량하여 전자를 우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연방대법원
의 태도는 Rehnquist 대법원장이 대법관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한 ‘주의 권
한 확대와 연방의 권한 축소’의 경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Bricker 상원의원이 추진한 헌법개정운동의 취지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영사관계비엔나협약 사건은, 외교문제에서는 ‘뉴욕 주는 없다’는 입
장이 ‘텍사스 주는 있다’로 바뀔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다음으로 지적하고 싶
은 것은 미국 국내의 영사관계비엔나협약 사건이 ‘미국법 해석에 국제법을 적용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특히 미국헌법 조항을 해석할
때 국제법이 언급되면 더욱 논란이 커진다. 2005년 Roper v. Simmons 판결에
서 연방대법원은 미주리 주의 주형법이 18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자에게 사형을
부과하는 것이 수정 헌법 제8조가 금지하는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cruel
and unusual punishment)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미국이 당사국이 아닌 ‘아동
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언급하였
다.1077) 이러한 경향은

2010년 Graham v. Florida 판결에서도 재확인되었는

1077) Roper v. Simmons, 543 U.S. 551, 57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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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가석방불허종신형(life without parole)을 ‘살인을 범하지 아니한 청소년 범
죄자(juvenile non-homicide offenders)’에게 부과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8조
에 위반한다고 하면서, 전술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다시 언급하였
다.1078) 이러한 국제주의 성향의 연방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영사접견권
을 고지 받지 못한 외국인 사형수의 사건인 영사관계비엔나협약 사건에서는 오
히려 미국이 당사국인, 그리고 미국법이 된

영사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소극적

인 태도를 연방대법원이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영사관계비엔나협약 사건에서도 연방대법원은 국제주의 경향에서 완
전히 벗어날 수 없었다. Medellín 판결에서 ICJ Avena 판결이 구속력 있는 연
방법이 아니라는 다수의견의 결론을 조약당사국의 비준이후의 이해에 의하여 확
인된다고1079) 다수의견이 판시한 것은 영사협약과 영사협약 임의의정서의 해석
에 미국 이외의 당사국의 해석을 참조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에는 조약을 해석할
때 미국의 시각만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보인다. 전술한
Roper 판결에서 연방대법원 판결의 기초의 일부가 아닌 한, 연방대법원의 법적
견해의 어느 곳에도 외래의 승인(foreign approval)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고1080) 강경한 반대의견을 피력한 Scalia 대법관도 조약의 해석의 경우에는 다
른 당사국의 비준 이후의 이해를 고려한다는 Medellín 판결의 다수의견에 참여
한 것이 이채롭게 보인다.

1078) Graham v. Florida, 560 U.S. 48, 81 (2010).
1079) Medellín v. Texas, 552 U.S. 491, 516-517 (2008).
1080) Roper v. Simmons, 543 U.S. 551, 62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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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사건의 시사점과 함의
제1절 서
우리나라는 아직 ICJ에서 직접 쟁송을 경험한 바가 없다. 하지만 전술한 미
국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만약에 미국과 같은 처지에 놓인다면 우리는
ICJ 재판을 어떻게 다루어 집행을 하여야 하는가를 추단할 수 있다. 이 장에서
는 ICJ 재판의 효력과 집행에 관련된 문제를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이 접수국의
입장에 선다면 어떻게 처리할지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논의한 영사협약사건이 우
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함의를 탐구하고자 한다.

제2절 ICJ 재판의 국내법적 효력과 이행
Ⅰ. ICJ 재판의 우리나라 법원에 대한 효력과 집행
1. ICJ 조약 해석의 구속성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연방대법원은 조약에 대한 ICJ 해석의 미국
법원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ICJ와 정반대로 소송상 해태의 원칙의 미
국 법원 내의 적용을 긍정하였다. 즉 미연방대법원은 무엇이 법인가에 대한 최
종적인 해석을 할 권한이 미국 헌법상 연방대법원에 있음에 근거하여 조약에 대
한 해석도 미연방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ICJ
와 미연방대법원의 관계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법령
해석에 관한 권한 관계 문제와 구조적 동일성을 가진다.
대법원은 “구체적 분쟁사건의 재판에 즈음하여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
내용과 적용 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법률이 헌법규범과 조화되도록 해석하

- 244 -

는 것은 법령의 해석·적용상 대원칙이므로,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한다. 따라서 헌법재
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법원의 최종적인 법률
해석에 앞서 법령을 해석하거나 그 적용 범위를 판단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법
률해석에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1081) 헌법
재판소가 한 법령해석의 법원에 대한 구속력을 명시적으로 부인하였다.
ICJ와 다른 해석을 하는 미연방대법원의 다수의견에 대하여 조약의 통일성
을 해친다는 반대의견의 비판이 있듯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사법부, 두 재판기관의 법률해석의 통일성 부재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
에서 제기될 수 있는 점도 유사하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논리를 밀고 나가면, ICJ가 행한 조약해석의 구속력도
우리나라 법원에 대하여 부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다.
대법원은 미연방대법원과 같이 ICJ의 조약해석에 대하여 ‘최종적인 구속력은 없
는’ 정중한 참작(respectful consideration)을 하는 정도에서 ICJ의 조약해석의
효력을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2. ICJ 판결의 집행 문제
ICJ 판결의 집행 문제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 제26조1082)와 제27조1083)의
외국판결의 강제집행 절차를 이용하여 ICJ 판결의 집행이 가능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민사집행법의 집행판결을 요구하는 것은 ICJ 판결이 판결 그 자체로
1081) 대판 2008.10.23. 2006다66272
1082)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①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
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②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訴)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보
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
이 관할한다.
1083) 제27조(집행판결) ① 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한다.
②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하하여야 한다.
1.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
2.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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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한 때에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법원 판결이 집행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
국의 확정판결이어야 한다. 둘째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은 ⓵ 우리나라 법률상 외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
이 있을 것, ⓶ 적법성과 적시성을 갖춘 송달, ⓷ 공서에 반하지 않을 것, ⓸
상호보증의 존재이다.
위와 같은 요건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제기할 문제는 “외국판결”의 개념에
UN의 주요 사법기관인 ICJ의 판결도 포함되는가이다. 우리나라에서 외국판결의
개념에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국제기구나 EU재판소와 같은 국가공동체 법원
은 포함된다 할 것이다.”라고 하여, ICJ의 판결도 우리나라에서 집행이 될 수 있
다고 긍정하는 견해가 있다.1084)
설령 ICJ 판결이 외국판결로서 지위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문제가
된 것과 같은 헌법위반의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공서에 반하
는 재판으로 보아 집행을 거절하여야 한다. 한편 Medellín 사건에서는 상호보증
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ICJ 판결의 집행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상호보증의 존재가 검토하여야 할 요건이다.
국제법 질서 속에서 그리고 국제법원에서 국내법은 규범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고 사실(fact)로서만 인정된다.1085) PCIJ도 국내법(municipal law)은 판결
(legal decisions)이나 행정처분(administrative measures)과 마찬가지로 국가
의 의사를 표현하고 국가의 활동을 구성하는 단순한 사실이라고 판시하였
다.1086) 즉 국제법원에서 국내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또한 제3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ICJ는 판결의 집행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ICJ
와 우리나라 법원 사이에는 상호보증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
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ICJ 판결의 집행가능성 문제는, 외국판결의 개념에 ICJ 판
1084)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제6판 (박영사, 2013), 125면
1085) Ian Brownlie, Priciple of Public International Law, 7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p. 38-40
1086) Certain German Interests in Polish Upper Silesia, PCIJ, Ser. A, no. 7,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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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을 포함시키더라도 상호보증 요건에 의하여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Ⅱ. 행정부에 의한 이행
1. 행정입법을 통한 ICJ 판결 이행의 문제
위임명령권은 헌법에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조약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대통령
에게 위임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조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위임명령을 제정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부인된다.1087) 그러나 우리나라가
헌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조약 발효를 위한 이행법률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조약의 이행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따
라서 국회에서 해당 조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통령에게 위임명령권을 부
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면 대통령은 ICJ 영사관계비엔나협약 사건 판결과 같이 유죄판결과 형
의 선고의 재심사를 명하는 재판의 이행을 위한 집행명령을 발할 수 있는가?
집행명령은 헌법에 근거하여 법률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칙을 정하는 명령
이다. 법률의 집행은 행정부의 고유권한이지만, 각 집행기관의 재량에 맡기면
법률의 집행상 혼란과 불균형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법률 집행의 통일성, 합리
성을 기하기 위하여 법률 집행에 관한 일반적 준칙을 정할 필요가 있어 제정되
는 행정입법이 집행명령이다.1088) 따라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ICJ 판결을 이행하
기 위하여 집행명령을 발하는 것도 집행명령의 성질에 부합되지 않아 보인다.
결국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입법부의 법률제정을 통한 ICJ 판결의 이행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1087) 양자조약에서 굳이 행정수반이나 정부수반의 위임명령의 제정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다. 다자조약에서는 각국의 정치제도가 상이한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1088) 권영성, 헌법학원론, 개정판 (법문사, 2008), 10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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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사협약사건과 잠정조치명령
우리나라는 형집행과 관련하여 미국과 같은 연방주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되므로,1089) 행정부의 권한에 속
한다. 따라서 ICJ가 영사관계협약 사건과 같은 잠정조치를 명한 경우에 사형집
행을 ICJ 본안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이른바 실질적 사형폐지국에 속하므로 사형집행 가능성이 현저
히 낮기 때문에 잠정조치요건 중 긴급성 요건을 결할 가능성이 크다.

Ⅲ. 입법부에 의한 이행
전술한 바와 같이 ICJ의 판결을 법원을 통하여 집행하는 방법이나 유죄판결
과 형의 선고의 재심사를 명령하는 대통령령의 제정 문제는 우리나라에 법제도
아래에서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결국 입법부의 법률 제정을 통한 ICJ의
재판 이행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경우에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집단살해죄등의 피고사건에 관하여 이미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유죄 또
는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免訴)를 선고하여야 한다.”
라고1090) 규정하여 국제형사재판소 판결의 효력을 우리나라에서 인정하였다. 독
일 형사소송법(Strafprozessordnung)도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유럽인권법원이 인권협약의 위반을 확인하였고 판결이 이 위반에 근거한 때에는
이를 재심사유로 인정한다.1091) 헌법재판소법에도 동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
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형사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1092) 이때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1093)
1089)
1090)
1091)
1092)
1093)

형사소송법 제463조.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StPO §359 Nr. 6.
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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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의 입법례처럼 유죄판결과 형의 선고의 재심사를 명한 ICJ 판결을
이행을 위하여 법률이 필요할 때에는 입법부의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이행하여
야 한다. 하지만 ICJ 재판이 어떠한 것을 우리나라에 요구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기가 쉽지 않다. ICJ의 재판이 구체 사건
에서 어떠한 내용을 가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ICJ의 재판이 선고된 후에 입법
을 하여 이를 집행하는 방법을 취하는 방법이 미리 예상을 하는 입법보다 나아
보인다. 예컨대, 지금까지 살핀 ICJ의 영사협약 사건의 경우라면, ICJ는 유죄판
결과 형의 선고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사소송제도에서
는 재심에 관한 입법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이 형사사건의 경우에 법률에 의
한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여 ICJ 영사협약 사건 판결을 이행하는 것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의 하나인 ‘형사절차법률주의’에도 부합한다.

제3절 조약과 관련된 함의
Ⅰ. 헌법 제6조제2항
1. 제헌헌법 규정
현행 헌법 제6조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라고 규정한다. 이 조항의 연원은 제헌헌법 제7조제2항의 “외
국인은 국제법과 국제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라는 규
정에 소급한다. 제헌헌법 이후 이 조항은 현재까지 유지되었다.1094)
그런데 이 조항은 독일, 일본, 미국의 여러 헌법에도 없는 비교헌법적으로
이례에 속하는 입법이다.1095) 제헌헌법을 위한 유진오 안은 원래 기본권 주체를
“모든 인민”으로 기초(起草)하였으나, 국회 헌법기초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인
1094) 이종혁,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헌법조항의 연원과 의의 – 제헌국회의 논의와 비교헌
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55권 제1호 (2014), 526면.
1095) 이종혁, 전게논문, 5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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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라는 말이 공산당 용어라는 등 그 표현에 반발이 많았다.1096) 결국 헌법안
제2독회를 거치면서 “인민”과 “국민” 가운데 “국민”이 선택되었다. 따라서 이러
한 변경에 따라 기본권 주체의 문제와 관련된 외국인의 법적 지위 보장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위하여 제헌헌법 제7조제2항이 제정되어 현행 헌법에 까지 거
의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2. 헌법 제6조제2항의 해석
대개 우리나라 헌법학에서는 헌법 제6조제2항을 외국인의 법적 지위 보장에
대하여 상호주의를 채택한 것이라는 짤막한 해석을 한다.1097) 이 해석에 좀 더
덧붙인 설명에 따르면 “외국인의 지위에 대한 보장이 국내법과 충돌이 있을 때
에는 국제법과 국내법간의 효력문제로 돌아간다. 오늘날 세계화 경향으로 인하
여 외국인의 지위를 더 두텁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은 대한민국이 국가주권에 근거하여 독자적으로 한다.”1098)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문제점이 많다. 우선 헌법 제6조제2항의 문언에 비추
어 무리한 해석이다. 이는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주의
에 따라 그 지위가 보장된다.(밑줄 연구자 첨가)”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는 주
장이나, 문리해석상 취하기가 어렵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지위에 대한 보장이
국내법과 충돌이 있을 때에 외국인의 지위를 조약과 국제법에 따라 보장하는 것
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결정을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할 것이라면 굳이 헌
법 제6조제2항을 규정할 필요가 없다. 즉 현재의 헌법학의 헌법 제6조제2항의
해석은 이 규정이 없는 경우와 차이가 없다.
이와 같이 헌법 제6조제2항이 사문화되는 해석을 따르기 어렵다. 오히려 조
약과 법률의 충돌이 있을 때 외국의 지위는 조약에 따르라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1096) 이종혁, 전게논문, 527-529면.
1097) 권영성, 전게서, 178면; 성낙인, 헌법학 제15판 (법문사, 2015), 320면.
1098)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10판 (박영사, 2015), 2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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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외국인에 대한 신법우선의 원칙 적용 제한
제4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조약과 법률의 충돌이 있는 경우 미국법의 기
본적인 원칙은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나중에 제정된 것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
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약과 법률의 충돌문제는 이러한 미국의 해법과 다르지 않
다. 즉 조약과 충돌되는 내용의 국내 법률이 나중에 제정된 경우에는 법률이 조
약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신법우선의 원칙(또는 후법우선의 원칙)이 해결 기준이
된다.1099) 다만 미국의 경우,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이 조약에 저촉된다는 의사
를 명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Charming Betsy 해석원리가 적용된다. 즉 이 경우
에 신법우선의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법률을 국제법과 저촉되지 않
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법률해석방법을 먼저 사용하여 두 규범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해석을 한다. 규범조화적 해석이 인정되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해
석원리를 반영하여 법률을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내국인에 한하여 타당한 해석이
다. 전술한 바와 같이 헌법 제6조제2항은 외국인의 지위는 조약과 국제법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약과 저촉되는 법률이 제정
된 경우에는 Charming Betsy 해석원리를 적용할 필요도 없이 조약에 적용하면
된다. 이처럼 헌법 제6조제2항은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조약이 법률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게 한다.
만약에 우리나라 형사소송에도 민사소송이나 미국의 형사소송과 같이 실기
한 공격방어를 각하하는 취지의 법률이 새로 제·개정되었다고 가정을 한 경우,
우리가 미연방대법원이 아닌 ICJ의 영사협약 제36조의 해석을 받아들인다고 하
면, 영사협약 제36조의 영사접견·교통권의 침해를 적시에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영사협약 제36조제2항이 소송상
해태의 원칙의 적용을 막고, 헌법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조약인 영사협약이 외국
인 피고인의 지위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1099) 성낙인, 전게서, 3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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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인의 조약에 근거한 청구와 주장
1. Medellín 판결의 여파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연방대법원은 Medellín 판결에서 연방법을
창설한다는 의미에서 자기집행조약일지라도 그 배경이 되는 추정은 국제협정은
설사 그것이 사인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사인의 권리를 창설하거나 국내법원에서
사인의 소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였다.1100) 이는 자동집행조
약이 사인이 법원에서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를 함축한다는
설명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Medellín 판결이후에는 조약에 사인의
권리나 사인의 소권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으면 일단 미국법원에서 개인이 조약
에 근거한 청구와 주장은 그 실현이 어렵게 되었다.
자동집행조약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그 간 우리나라가 미국과 체결한 조약
에 근거하여 미국법원에서 우리나라 개인이나 법인이 권리구제를 받는 데에 지
장을 주게 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앞으로 양자조약을 미국과 체결할 때에
는 사인의 권리구제 규정을 두어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다자조약에 기한 권리구제는 사실상 불
가능해졌다는 데에 있다. 양자조약에 개인의 권리와 그 권리의 구제에 대한 규
정을 두는 것도 현재의 조약실무에서 드문 일이지만, 다자조약에서는 당사국의
법제도가 상이하여 권리구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앞
으로 미국법원에서 다자조약에 근거한 권리구제는 어렵게 되었다고 보인다.

2.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1) 외국 기업인

상하이 아사 세라믹 코 엘티디(Shanghai ASA Ceramic

Co., Ltd.) 등은 우리나라가 1994. 12. 16.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어 1995. 1.
1100) Medellín v. Texas, 552 U.S. 491, 506 n. 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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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효된

‘1994년

국제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협정)의 일
부인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근거
로 재경부장관을 상대로 하여 반덤핑과세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대법
원에 상고하기에 이르렀다. 대법원은 “이 상고에 대하여 위 협정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설정하는 국제협정으로, 그 내용 및 성질에 비추어 이
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위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
인에 대하여는 위 협정의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협정에 따른 회원국 정부의 반덤핑부과처분이 WTO 협정위반이라는 이유만
으로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위 협정위반을 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라고 판시하였다.1101)
(2) 반면에 대법원은 “학교급식을 위해 우리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
하도록 하고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자를 선별하여 식재료나 식재료 구입
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국내
산품의 생산보호를 위하여 수입산품을 국내산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에 해
당하는 것으로서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한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제3조 제1항, 제4조에 위배되어 위법한 이상, 위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였다.1102)
(3) 한편 우리나라의 WTO 가입에 따라 관세율이 변화한 결과로 형사처벌이
가중되게 된 피고인이 조약을 근거로 처벌을 강화한 것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마라케쉬협정도 적법하게 체결되
어 공포된 조약이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거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내법에

1101) 대판 2009.01.30. 2008두17936
1102) 대판 2008.12.24. 2004추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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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형사처벌을 가중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마라케
쉬협정에 의하여 관세법위반자의 처벌이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이라거나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이라
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1103)
(4) 전술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하여 고찰할 때, 우리나라
법질서에서 WTO 협정이 가지는 효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⓵ 헌법
재판소가 판시하였듯이, WTO 협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⓶ WTO협
정은 개인에게는 형사처벌의 가중,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조례안의 재의결 무효와
같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⓷ WTO협정에 대하여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제소를 하거나, 이 협정위반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즉 개인이 WTO협정인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를 근거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위와 같은 WTO 협정의 효력에 대한 해석은 전술한 Medellín 판결의 판지
와 자동집행조약에 근거한 제소나 권리행사에 부정적인 점에서 유사하다. 다만,
우리나라는 일단 WTO 협정에 국한되지만, Medellín 판결은 모든 자동집행조약
을 이러한 해석의 적용범위로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협
정의 ‘직접 효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EU법에서 발전시킨 법률용어인 direct
effect (직접효력 또는 직접효과)1104)를 사용한 것이 눈에 띤다. 원래 직접효력
은 개인이 EU법을 국내법원에서 원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나,1105) 사인이 조
약을 원용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문제로 보기도 한다.1106)
(5) WTO협정에 기한 사인(특히 외국기업)의 소권을 부정한, 즉 이 협정의
직접효력을 부인한 대법원의 판결은 타당한가? WTO협정의 직접효력을 인정하
면, 외국기업이 설사 국내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당해기업의 국적국이 우리 정
1103) 헌결 1998.11.26. 97헌바65
1104) 채형복, 유럽연합법, (한국학술정보(주), 2005), 79-90면.
1105) 채형복, 전게서, 80면.
1106) 주진열, “한국 대법원의 WTO협정 직접효력 부인”, 서울국제법연구 제16권 제1호 (2009),
2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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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행정처분을 WTO에서 다시 다툴 수 있고, 반대로 외국기업이 국내법원에
서 승소한다면 한국 정부는 아예 WTO의 판단을 받아 볼 기회 자체를 상실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고,1107)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이 WTO협정의 국내적 효력
을 부인하고 있으며,1108) 국내법원의 판결과 WTO의 결정이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한다는1109)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⓵ WTO 협정을 개인이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불리할 때는 적용하면
서, 개인이 권리 주장의 근거로 삼을 때에는 그 적용을 부인하는 점은 공평한
법해석이 아니고, ⓶ 미국의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1110) 사인의 소권을 부인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률상 근거 없이 법원에서 개인의 소권, 즉 재판
청구권을 부인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⓷ WTO 협정에 국가간 분쟁해결절차가
구비되어 있는 것을 사유로 직접 효력을 부인하였다면, 국가간 분쟁해결절차가
갖춘 조약, 예를 들면 영사협약과 그 임의의정서에 대하여도 개인은 법원에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고, ⓸ WTO 협정 해석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
요하지만, 대법원을 포함한 우리나라 법원에는 이 협정을 포함하여 법률을 해석
할 헌법상 권한과 의무가 있으며, ⓹ 원고가 외국기업인 사건에서 WTO 협정에
근거하여 행사하는 소권을 부인하거나 행정처분의 취소 주장을 부정하는 것은
조약과 국제법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다는 헌법 제6조제2항의 취지에
반한다.

제4절 영사협약 제36조의 적용과 관련된 함의
Ⅰ.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적용
1. 헌법상 적법절차원칙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1107)
1108)
1109)
1110)

주진열, 전게논문, p. 230.
주진열, 전게논문, pp. 231-232.
주진열, 전게논문, p. 233.
28 U.S.C.A. §225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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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강제수사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
으면 위법수사가 된다. 이러한 위법수사에 대한 규제방안은 필요하며, 그 가운
데 하나가 바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배제하는 방법이다.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이란 위법수사로 인하여 획득한 증거와 그 증거를 원인으로 항 얻어진 파생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법리이다.1111) 따라서 이 원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인된 증거는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헌법 제12조가 천명한
‘적법절차의 원칙’1112)에 비추어 볼 때, 아무리 실체적 진실발견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정도로 국가기관의 증거수집을 허용할 수는 없
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할 때에 제308조의2를 신설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위법수집증
거배제법칙을 명문화하였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접수국인 경우, 파견국 국민의
영사접견교통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도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가
적용되는가가 문제이다.
이미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전부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거
나,1113)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획득한 피의자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이 부인되었다.1114) 따라서 영사의 접견교통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얻은 파
견국 국민의 진술증거 역시 증거능력을 부인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사협약 제36조의 권리는 파견국 국민에게
보장한 권리이고 나아가 인권의 속성까지 구비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침해는 변
호인이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물론 위법수집증거배제법
칙의 적용에 관한 일반론에 따라, 실제로 문제가 된 상황에서 영사접견교통권
침해가 사소한 위법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획득된 증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
다.
1111)
1112)
1113)
1114)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5판 법문사 (2014), 1317면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1항, 제3항.
대판 1990.9.25. 90도1586
대판 1992.6.23. 92도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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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수과실의 이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검토할 때 그 표리관계에 있는 독수과실이론이란
위법수사에 의하여 획득한 제1차적 증거를 근거로 하여 취득된 그 밖의 증거들
까지도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을 말한다.1115) 이는 위법수사로 인한 제1차적
증거에 대해서만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파생적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경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무의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고안된 장치이다.
그러나 이 이론을 매개로 제1차적 증거의 획득에 사소한 위법수사로 있으면 모
든 파생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한다면 국가형벌권이 무력화할 위험이 있다. 대
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
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
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
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1116)
영사협약 제36조와 관련하여 독수과실이론이 적용되는 경우의 대표적인 사
례는 영사접견권이 침해된 상황에서 얻은 진술증거에 기반하여 새로운 물적 증
거를 획득한 경우에 이 물증의 증거능력의 인정여부 문제될 때이다. 일단 일반
론으로는 독수과실이론에 따라 파생증거인 물증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구체적
인 상황에서 독수과실이론의 예외에 해당된다면 그에 따라 물증을 사용할 수 있
다고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영사접견을 허용된 이후에도 이전과 동일한 내용
의 자백을 한 경우에는 파생증거의 증거능력에 희석이론을 적용할 수 있겠다.

Ⅱ. 연방국가 미국과 상호주의 적용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사협약의 준수 보장을 위하여 상호주의가 적
1115) 신동운, 전게서, 1350면
1116) 대(전)판 2007.11.15. 2007도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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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수 있다. 또한 제4장에서 본 바와 같이 연방국가인 미합중국은 주마다 영
사협약 제36조에 대한 적용에 차이가 있다. 버지니아주, 텍사스주와 오클라호마
주, 네바다주가 영사협약 제36조에 관하여 외국인에 대한 처우가 다름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러면 연방국가인 미국이 파견국인 경우에 접수국인 우리나라는 영
사협약을 전체로서 미국인 미합중국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주마다
달리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상호주의 법리가 적용되는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의 경우에는 미국의 개별
주의 판결을 외국판결로 인정하여 그의 승인·집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재의
실무이다. 과거에 미국은 외국판결의 효력을 일절 승인하지 않으므로 미국 법원
이 판결에 대하여 상호보증이 없다고 대법원은 판결하였으나,1117) 나중에 이러
한 태도를 바꾸어 뉴욕 주법원, 오리건 주법원의 판결을 각각 승인하였다.1118)
만약에 이러한 실무를 영사협약 제36조의 경우에 확장한다면, 미국의 개별
주를 단위로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영사협약의 경우에는 이러한
방식의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 당국에서 체포·구금한 사람이 미국인
임을 알게 된 경우에 그 사람이 원한다면 지체 없이 주한미대사관에 그 구금사
실을 통보하는 것이 영사협약 제36조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구금된 자가
어느 주 출신인가는 영사협약 제36조를 준수하는 데에 중요하지 않다. 만약에
구금된 미국인의 출신 주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당국이 미국 영사에게 하
는 통보를 늦추었다면 이는 ‘지체 없이’ 통보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영사협약상의 상호주의는, 주별 적용을 인정하는 외국판결의 승인·집
행의 경우와 달리, 오로지 미합중국을 대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영사
협약의 당사자가 개별 주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도 이러한 상호주의 적
용이 타당하다. 따라서 예컨대, 텍사스 주당국이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 영사
협약 제36조 의무를 불이행한 것은 미합중국이 이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
고 상호주의를 적용하여야 한다.

1117) 대판 1971.10.22., 71다1393.
1118) 대판 1987.4.14, 86므57 (뉴욕주); 대판 2013.2.15, 2012므66·73 (오리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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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관계법령 정비 필요
제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사협약 제36조의 체포, 구금은 형사절차에
국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 구금에도 적용이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법령은 전술한 바와 같이 형사절차를 전제로 경우에만 경찰청과 국민안전처의
훈령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권력에 의한 인신구속은 형사상 신체 구속뿐만 아니라 전
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 정신보건법상의 강제입원,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보호조
치 등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정상의 인
신구속’도 해당된다.1119) 이러한 공권력에 의한 행정상 인신구속에 의하여 외국
인이 구금된 경우에는 구금을 한 당국은 영사협약 제36조의 고지의무를 부담한
다. 형사절차인 경우에도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이나 국가정보원도 외국인을 체
포·구금을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외국인의 영사협약상의 지
위 보장을 위하여 인신보호법과 출입국관리법 등 행정상 인신구속에 관한 법령
에 영사협약 제36조의 이행을 구체화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구속적부심, 체
포적부심 절차에서도 법원에 의하여 수사당국에 의한 영사고지가 제대로 이행되
었는지 확인을 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에 법원에
의한 영사고지 이행을 확인하는 규정을 두는 것도 외국인의 권리보호, 영사협약
상의 의무이행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특히 외국인의 보호소수용은 우리나라 행정기관에 의한 시설 수용 중 인권
침해가 가장 심한 영역임에도1120) 인신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1121) 따라서 이곳에 수용된 외국인의 영사접견교통권의
1119) 이우영, “미국 인신보호영장제도(Habeas Corpus) 분석 – 헌법적 논점을 중심으로-”, 공법
연구 제35집 제4호 (2007), 460면
1120) 김학성, “인신보호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특히 보충성원칙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제44
권 (2014), 44면.
1121) 장서연, “플로어 토론문-‘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를 제외한 문제점에 대하여-”, 저
스티스 통권122호 (2011), 56-60면; 이호중, “인신보호법의 제정의미와 활용성”, 형사정책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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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은 외국인 인권보호 차원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국내당국의 입장에서는 영사협약 제36조의 고지의무 이행이 업무처리를 번
잡하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 영사고지 불이행은 언제든지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고, 더 확대된 경우에는 ICJ에서 소송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유념
하여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내 당국이 영사협약 제36조 의무
를 불이행하면 상호주의에 따라 그 불이익이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 보장에 해를 끼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내 당국의 영사협약 제36조 의
무의 성실한 이행이 해외거주·체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Ⅳ. 미국의 영사협약 임의의정서 탈퇴의 영향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은 영사협약 제36조 위반과 관련하여 ICJ에 제소 당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영사협약임의의정서를 탈퇴하였다. 따라서 이 임의의정
서의 당사국인 우리나라와 이제는 당사국이 아닌 미국은 이제 영사협약 제36조
의 해석과 이행에 관련하여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ICJ 재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길이 사라졌다.
그러나 제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미국은 양자영사조약을 체
결하였고, 우호통상항해조약에도 영사협약 제36조와 같은 내용의 조항을 두고
있다. 더욱이 두 조약 모두 분쟁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한미우호통상항해
조약 제24조제2항1122)과 한미영사협약 제16조에1123) ICJ에서 이를 해결할 것에
21권제1호 (2009), 296면.
1122) “本條約의 解釋 또는 適用에 關한 兩 締約國間의 어떤 紛爭으로서 外交交涉에 依하여 滿
足하게 調整되지 않은 것은 兩締約國이 어떤 다른 平和的 手段에 依한 解決에 合意하지 않는
限 國際司法裁判所에 付託하기로 한다.”
1123) 제 16 조
분쟁의 해결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으로서 교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것은 어느 일
방당사국의 임의에 의하여 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결정을 위하여 부탁할 수 있다. 단,
(1) 이 협약에 의거하여 어느 일방당사국의 재량의 범위내에 속하는 사항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할권에 따르지 아니한다.
(2)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방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현지의 법령에 의거하여 권리, 면세 및 면제
를 요구하는 사적 개인의 그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국의 법적 구제수단을 다할 때까지는 국제
사법재판소에 분쟁을 부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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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영사협약 임의의정서 탈퇴는 우리나라
에 그다지 영향이 없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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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 론

지금까지 ICJ 영사관계비엔나협약 사건과 관련하여 영사협약 제36조의 권리
에 대한 문제, ICJ 재판(판결과 잠정조치명령)의 효력과 이행에 관한 문제, 패소
국인 미국 국내에서 ICJ 판결의 효력과 이행과 관련된 문제를 고찰하고 우리에
게 주는 시사점과 함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먼저 영사협약 제36조에 관한 법적 문제를 다루었다. 이 조항에 규정된 권
리가 개인의 권리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침해가 있
는 경우에 어떠한 구제방법이 제공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우리나라가 당사
국인 양자·다자조약에 해외 체재 외국인에게 영사접견교통권이 보장되어 있고,
이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그 권리구제에 관하여 외교적·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세계화 시대에 영사접견교통권이 점
하는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또한 미국의 국내 소송법 원칙인 소송상 해태의 원
칙이 ICJ와 미국 국내재판에서 쟁점이 되었고, 이 원칙이 영사협약사건에 적용
될지 여부에 대하여 ICJ와 미연방대법원의 상반된 입장 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다음으로 ICJ 재판의 효력과 이행 문제를 국제법적 차원에서 고찰하였다.
ICJ 판결의 효력이 당사국과 그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을 확
인하였고, UN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ICJ 판결의 집행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검
토하였다. ICJ가 지시한 잠정조치에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가 ICJ의 LaGrand 판
결 이전부터 국제법상 중요한 문제이었기 때문에, 이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LaGrand 판결과 잠정조치의 구속력을 둘러싼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고 비판하
였다.
ICJ 판결의 미국 국내법상 효력과 이행에 관한 연구는 미국 헌법상 외교에
관한 권한을 개관하고, 사법부, 행정부(대통령), 입법부와 주에 의한 이행을 순
차적으로 검토하였다. 미연방대법원은 의회의 입법이 없는 한, ICJ 판결이 미국
법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질 수 없고 그 집행가능성도 부정된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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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연방대법원은 Bush 대통령이 각서를 발하여 주법원을 통하여 ICJ 판결
을 이행하려는 시도도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연방의회에 의한 ICJ Avena 판
결 이행입법은 법률안이 제출된 상태에서 진척이 없는데, 여기에는 미국 헌법상
연방주의와 관련된 우려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영사협약을 위반하여 미국
의 국제책임을 유발한 주(州)에서 ICJ 판결을 이행하는 것이 현재의 실효적인
미국의 ICJ Avena 판결의 이행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이
행방법은 개별 주마다 권리구제의 여부, 방법에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파견국
의 입장에서는 연방차원의 통일적인 이행방법의 제시가 접수국 미국에게 요망된
다.
ICJ와 미연방대법원의 주요 쟁점에 관한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사협약 제36조의 권리는 개인에게 부여된 것인가에 대하여, ICJ는 이를 긍정
하였지만, 미연방대법원은 이 문제를 직접 판단하지 않았다. 미국 법원에서는
이를 부인하는 사례가 있고 미합중국 행정부의 입장도 개인에 대한 권리부여에
부정적이다. 연방대법원은 자동집행조약의 경우라도 개인이 이에 근거하여 제소
할 수 없다고 추정하겠다고 판시하여 지금까지 자동집행조약으로 알려진 영사협
약에 근거한 제소도 어렵게 될 전망이다.
둘째, ICJ의 잠정조치 명령의 구속력에 대하여, ICJ는 LaGrand 사건 판결에
서 그간의 논란을 불식시키면서 그 구속력을 긍정하였다. 미연방대법원은 ICJ
LaGrand 판결이후에는 이 문제를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⓵ ICJ Avena 본안
판결의 구속력을 부인하고 나아가 그 판결의 집행도 의회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취하고 ⓶ ICJ LaGrand 판결 전의 Breard 판결을 여전히 선례로서 인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안판결에 이르지 아니한 ICJ 잠정조치 명령이 미국 국내
법원에서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영사협약 등 조약에 대한 ICJ의 해석은 구속력이 있는가에 대하여 미
연방대법원은 ICJ의 조약해석은 정중히 참작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구속력은 없
다고 판결하였다. 연방대법원은 행정부의 조약해석에 큰 비중을 둔다고 하여,
ICJ의 조약해석보다 행정부의 조약해석을 더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넷째, ICJ 판결이 국내법원에서 효력을 가지는가에 대하여, 미연방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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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약조항이 비자기집행조약이므로 국내법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려면 의
회의 입법이 필요하고, 대통령이 각서를 발하여 시도한 ICJ 판결의 집행도 의회
의 입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ICJ는 미합중국에게 이행을 위한
수단을 선택할 여지를 주었기 때문에, 국내헌법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는 합리적인 기간 내의 입법을 통한 이행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다섯째, 미국 국내법상 기본 법원칙인 소송상 해태의 원칙을 영사협약사건에
적용하는 것이 영사협약 제36조제2항에 위반되는가에 대하여, ICJ는 이 원칙의
적용이 영사협약 위반이 된다고 판결하였는데, 미연방대법원은 이러한 ICJ의 조
약해석에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는 ICJ 조약해
석의 구속력과 관련하여 미연방대법원이 미국 국내에서 조약해석의 최종적 권한
은 ICJ가 아니라 미연방대법원에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한편 영사협약 사건을 둘러싼 논의가 제공한 시사점과 ICJ 재판의 효력과 이
행에 관한 문제가 우리에게 보여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도 국제
화, 세계화의 영향 아래 외국인의 거주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
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당국이 이행하여야 하는 영사협약 제36조의 의무
가 점점 더 중요해진다. 관련 법제가 현재 훈령 차원의 입법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바, 특히 행정상 인신구속을 하는 국내기관이 영사협약 제36조를 위반하지
않도록 출입국관리법, 인신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으로는 법집행당국이 영사협약상 의무 이행에 대한 관심이 가져야한다. 국내 당
국의 영사협약상 의무의 불이행은 상호주의에 의하여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해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영사협약상 의무의 불이행은 외교문제, ICJ 재
판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미국의 영사협약임의의정서 탈퇴는 한미영사관계에 큰 영향이 없을 것
으로 보인다. 그것은 영사협약 제36조와 유사한 규정을 가진 한미우호통상항해
조약과 한미영사협약을 통하여 양국 간에 ICJ에서 쟁송할 수 있는 길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나라는 아직 ICJ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한 예가 없다. 우리나라 법
제도에는 ICJ 판결의 효력과 집행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한 사례도 없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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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우리나라도 ICJ의 관할권을 수락한 조약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에
ICJ 판결의 효력과 집행이 국내법상 문제가 될 가능성은 상존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논의와 시사점을 통하여 도달한 것은 ICJ 판결의 국내이행문제
가 현실적으로는 생각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미국의 사례를
통하여 오히려 권력이 분립되고 법치주의가 발달한 민주국가일수록 국내법상 제
약으로 ICJ 판결의 국내이행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ICJ 재판의 효력과 국내적 이행에 관한 문제는 그 간 논의가 활발하지 아니
한 연구 분야이었고, 이론적 분석은 아직도 발전 도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래서 이번 연구는 지금까지 비교적 논의 되지 않은 주제를 다루어 보았다는 데
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 각국의 실무관행과 이론적 연구를 통한 이 분야의 이론
적 발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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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the ICJ Decisions and Their Domestic
Implementation: The Cases Concerning the Vienna
Convention of the Consular Relations at the ICJ and
in U.S. Courts
Chang, Wonil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plays

a

crucial

role

in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s. Each UN member state has a duty to comply with the ICJ
decisions. As a result, judgments and orders from this international
court deeply influence the domestic legal order. The domestic law of
the losing state party rather than international law governs the
implementation of the ICJ decisions in that state. Accordingly, legal
issues on the effect and implementation of the ICJ judgments and
orders should be dealt with in the national dimension as well as in
the international dimension. Despite its importance, the post-judgment
process in the ICJ decisions has not been fully researched in the
academic realm. To supplement this part, this dissertation studies on
an implementation stage in the domestic legal system to give effect to
the ICJ decisions. The subjects of study are the decisions on cases
concerning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Consular Relations (VCCR)
at the ICJ and their responding decisions in U.S. courts.

To conduct this study, we do analytical research both on Article
36 of the VCCR and on the effect and implementation in the
international dimension of the ICJ decisions. Chapter 2 deals with legal
issues related to Article 36 of the VCCR. One of the biggest issues is
the character of the rights in the Article: whether or not this Article
establishes individual rights.

We examine what remedies

can be

provided for violation of those rights. In this discussion, we learn that
the consular access has important meanings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s and that the ICJ and the U.S. Supreme Court have
the opposite positions on applying the procedural default rule to the
VCCR cases in the U.S. criminal proceedings.
In Chapter 3, we analyze the effect and implementation of the ICJ
decisions at the international level. Reaffirming the basic international
legal principle that the effect of the ICJ decisions is limited to the
parties and the particular case in dispute, we examine ways to give
effect to the ICJ decisions, especially through the UN Security Council.
One of the unresolved questions at international law had been whether
there was a binding force in the provisional measures directed by the
ICJ. In the LaGrand case, the ICJ expressly recognized the binding
effect of this interim measure over the parties to the case. We discuss
the legal issues concerning the LaGrand case and the binding force of
the

ICJ

provisional

measures

from

historical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In Chapter 4, the study on the domestic effect and implementation
of the ICJ decisions begins by overviewing foreign powers in the U.S.
legal system and proceeds on the implementations of the ICJ decisions
by the judicial branch, by the President, by Congress, and by States.
The U.S. Supreme Court declared that the ICJ decisions have no

binding force in the U.S. courts, and denied the direct enforceability
in

the

U.S.

court.

Additionally,

the

Supreme

Court

found

unconstitutional the President Bush’s memorandum to order state
courts to give effect to the Avena decision of the ICJ, which was
related to the VCCR Article 36. Although the implementation bills
were proposed in Congress, there still has been no more progress
because federalism concerns may have Congress hesitate to legislate a
law to give effect to the ICJ decision in several States. As a result, the
effective way for now to implement the ICJ decisions is the voluntary
compliances by the States that violated the international obligation to
comply with the VCCR, causing the U.S.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The discussion concerning the VCCR cases provides us many
implications.

In

Chapter

5,

examining

these

implications,

we

recommend that the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related to the
consular access and notification for aliens be supplemented to comply
with the international obligation. Reviewing the U.S. case which shows
what effect the ICJ decisions have on the U.S. legal system and how
they are implemented in the U.S., we conclude that there may be
conflicts over treaty interpretations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urts, and that a democratic country ruled by law may have
considerable difficulty in the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ICJ
decisions, due to the internal legal requirements it shall comply with.
Key Words: Article 36 of the VCCR, consular access, procedural
default rule, provisional measures, federalism, President’s
power over foreign affai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