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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와

한국의 실행

국문초록

국제사회는 국내법 체계와 같이 입법, 사법, 행정부의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따라서 테러, 반인도적 행위 등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규제·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조직의 활동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북한, 이란 등 국가들의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통제해야 할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UN 헌장 제7장에 근거하여 취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조치는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자행한 국가나 비국가행위자를 ‘처벌’하고 ‘제재’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EU나 아랍연맹,

미국 등 지역기구나 개별 국가도 개별적으로 제재를 부과하지만

헌장에 근거하여 193개의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제재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유일하다. 이러한 점에서 헌장 제7장상의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가장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재체제가 실효적으로 이행되고 있는가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가 가지는 의의와는 또 다른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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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다. 헌장 제7장상 취해진 제재 조치는 그 결의문에서 각

회원국들의 국내법적 조치를 통해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체제는 안보리의 결의 채택과

회원국들의 이행이 함께 확보되어야 하는 이원적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체제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제재결의의 이행 및 이행에 있어 문제가 되는

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향후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체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2장에서는 결의문의 구성과 결의의 유형 및 UN 내부의 결의

운영체제에 대해 살펴보고 체제상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먼저 결의의 유형이 포괄적 제재에서 스마트제재로 변화한 연혁에

대해 살펴보았고, 결의 운영체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제재대상자를

정하는 명단작성 및 해제작업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제3장에서는 회원국들의 다양한 제재 이행

유형을 살펴보면서 안보리결의가 국내조치로 환원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예측해보고, 각 유형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분석 하였다. 또한 안보리결의 이행을 위한

국내조치가 문제가 된 경우 회원국 법원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검토해 보았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국내적으로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고,

국내이행조치의 법적 성격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기존법령에

근거하여서만 결의 이행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개선 방안으로 수권법률의 제정을

제안 하였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안보리결의체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UN 내부의 결의 체제와 회원국들의 이행이라는 양



- iii -

측면에서 모두 내용상, 절차상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

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UN기관 및 회원국 모두가 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현 제재결의 체제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주요어: 국제평화, 명단작성, 수권법률, 스마트제재, UN

안전보장이사회, UN 헌장 제7장, 이행조치, 제재결의, 제재위원회,

포괄적제재

학번: 2011-2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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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국제사회는 국내법 체계와 같이 입법, 사법, 행정부의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따라서 테러, 반인도적 행위 등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규제·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국제법위원회는 국가책임에 관한 초안을

작성하면서 “국제공동체의 근본적 이익의 보호를 위해 너무나도

중요하여 그 위반이 국제공동체 전체에 의하여 범죄라고

인정되는”1) 국가의 국제범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해 단순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넘은 처벌을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이러한

시도는 실패하여 국가의 국제범죄는 초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그러나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조직의 활동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북한, 이란 등 국가들의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통제해야 할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UN 헌장 제7장에 근거하여 취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조치는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자행한 국가나 비국가행위자를 ‘처벌’하고 ‘제재’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EU나 아랍연맹,

미국 등 지역기구나 개별 국가도 개별적으로 제재를 부과하기는

하나 명문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193개의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제재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유일하다. 이러한

점에서 헌장 제7장상의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는 국제평화와

1) 1996년 국가책임에 관한 잠정초안 제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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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가장 실효성 있는 조치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안보리결의의 중요성을

입증하듯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헌장 제7장상의 안보리결의가

활발히 채택되고 있다. 한국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와 같은 문제도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체제와 그 실효적 이행은 우리나라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이러한 제재체제가 실효적으로 이행되고 있는가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가 가지는 의의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헌장 제7장상 취해진 제재 조치는 그 결의문에서 각

회원국들의 국내법적 조치를 통해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체제는 안보리의 결의 채택과

회원국들의 이행이 함께 확보되어야 하는 이원적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안보리 제재결의 채택이나 제재위원회의 결의 이행

운영, 회원국들의 국내적 이행 중 어느 한 부분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결의 체제는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결의체제가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중의 하나로 회원국들이 제재위원회에 제출하는

결의이행보고서를 들 수 있다. 결의문에서 회원국들의 보고서

제출을 명시하고 있고, 이행보고서를 통해 회원국들이 자국의 법령

및 기타 국내조치를 통해 결의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최근

들어 안보리결의 이행에 관한 국가들의 보고서 제출 실적이 점점

저조해지고 있는 것은 우려할만한 현상이다. 가장 최근의 예로,

대북 제재결의 제2094호에 대한 국가이행보고서를 제재위원회에

제출한 국가는 193개의 회원국 중 24개국에 그쳤다. 지난 2006년에

채택된 안보리결의 제1718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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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개국이었고, 2009년에 채택된 결의 제1874호에 대해서는 57개국이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다.2) 이러한 추세는 안보리 제재 조치의

효력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있어

결의체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의 이행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결의체제 자체에 결함이 있어서일 수도 있고, 회원국들이 결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UN의 결의

체제 자체의 차원에서 본다면 제재위원회가 마련한 모니터링

시스템 및 제재 대상 명단작성·해제절차 등에서의 결함으로 인해

불거지는 인권문제를 대표적인 문제로 꼽을 수 있다.

회원국들의 안보리결의의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각국의

국내법체계가 상이함에 따라 결의안의 국내적 실행에 있어서도

시간과 범위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 수 있다. 결의의 실행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신속한 조치와 실행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나 안보리의 제재와 그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 하면서도 정작 실제 이행에 있어서

회원국들은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 시킨다든지, 결의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 하거나 자국과 우호적인 국가에 대한 제재결의는

이행을 교묘히 피하는 등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는 어느 한쪽의 문제점만을 검토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양쪽의 제재 이행을 살펴보면서,

현재 제재 이행에 있어 문제가 되는 점이 무엇이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안보리결의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몇 가지

쟁점에 관해서만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한

2) http://www.un.org/sc/committees/1718/mstatesreports.shtml (2014.1.7. 최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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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들로는 제재결의의 법적 구속력 및 의의에 관한 문제, 포괄적

제재와 스마트 제재의 연혁과 효과를 분석하는 결의의 유형에 관한

문제, 심각한 인권유린 사안에 대한 결의 채택의 시기적절성에 관한

문제, 결의 체제 하에서 제재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불거진

인권문제 및 이에 대한 판결 분석 등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회원국들의 개별적인 안보리결의이행과 이를 UN 제재체제와

연결시켜 함께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결의이행에 대해 연구한 경우에도 특정결의에 대한 일부 국가의

이행에 초점을 맞추거나3) 안보리 제재결의를 국가들 및

지역기구들이 부과하는 제재의 한 부분으로 분류하여 개괄적인

이행에 대해 논의4)하는 등 UN 안보리 결의체제 및 그 이행에 대해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체제와 이행의 양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한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결의의 실효적 이행 확보를 위한 논의는 결의가 회원국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안보리결의를

국내조치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과 함께 회원국들의 실행이 안보리결의 체제와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UN 내의 제재결의 체제 이행과 각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을 함께 검토해보고, 어떻게 제재결의의

이원적 체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한편 한국은 특히 안보리결의의 이행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의 경우 UN 제재결의안의 실행을 위해 특별법을

3) 예를 들어 P.J. Kuyper,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Sanctions: the 
Netherlands and Rhodesia, (Alphen and de Rijn, Sijthoff and Noordhoff, 1978); 

Peter Crail, "Implementing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A Risk-Based 

Approach", Nonproliferation Review, Vol. 13 No. 2 (2006). 등이 있다. 

4) Makio Miyagawa, Do Economic Sanctions Work? (St. Martin's Press, 1992); Kern 

Alexander, Economic sanctions : law and public policy (Palgrave Macmilla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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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하거나, 이행법률을 제정하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주로

기존법령에 근거하여 결의를 이행하고 있다. 이에 결의이행조치 및

이행 근거가 근거법령에 따라 흩어져 있어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들이 결의의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안보리결의를 이행하고 있는지,

결의 이행을 위한 국내조치가 결의가 요구하는 바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 이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기로 한다.

제 2절 연구 범위와 방법

본 논문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중에서도 UN헌장 제7장에

근거하여 채택된 제재결의와 그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헌장 제7장에 근거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40조의 잠정조치, 제41조의 비군사적 조치, 제42조에 따른 군사적

조치가 있다. 제40조의 잠정조치는 문제가 되고 있는 사태에 대한

제39조상의 판단을 하기 전의 조치이므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42조상의 군사적 조치는 원용된 사례가 없으므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이하에서는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먼저 헌장

제7장상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발동 체제와 결의문의 내용 및

결의 채택 연혁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UN 내부의 제재

이행제체를 검토하면서 현재 제재 이행상 문제가 되고 있는 내부적

요인을 찾아보기로 한다.

다음으로는 각 회원국 및 한국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국내적

이행에 대해 살펴보고, 제재결의를 국내법 체계로 편입하는 과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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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생길 수 있는 법적인 문제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회원국들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하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법적

수단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도록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각 회원국들이 안전보장이사회와 제재위원회에

제출한 국가이행보고서를 적극 활용하였다. 또한 각 회원국이

이행보고서를 통해 밝힌 이행의 근거가 되는 각 회원국들의

법령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고,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문제되었을 때, 이를 심사하는 국내법원의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각

회원국들의 국내법원에서 문제가 되었던 판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한국의 국내적 이행에 있어서는 외교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국가이행보고서 요약본과,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국내 법령과 담당부처를 역추적 하여 정리·검토하는

형식으로 연구하였음을 밝힌다. 또한 외교부 관계자와의 통화와

메일을 통한 질의응답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이행상황과,

안보리결의 이행에 대한 각 부처의 전반적인 시각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았음도 밝혀둔다. 안보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운영

시스템에 관해서도, 각 제재위원회가 제공하는 자료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5)

5) http://www.un.org/sc/committees/ 안전보장이사회 홈페이지에서는 안보리결의체제 운

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들과 국가이행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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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의

운영체제

UN 안전보장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는 UN

헌장 제24조 제1항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일차적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먼저 헌장 제39조에 따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태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해당 사태가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속한다고 판단되면 안보리는 헌장 제7장에 근거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안보리는 주로 제재결의를 통하여 제41조 상의 다양한

조치를 취하며, 회원국들은 헌장 제25조와 제48조에 따라 안보리의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할 의무를 진다. 즉, 헌장 제7장에 근거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회원국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먼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어떻게 구성되고,

결의의 유형이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국가들의 이행 확보를 위해

안보리 내부의 체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안보리결의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종류의 문제점들이 국가들과의 효과적인 공조를 막고, 궁극적으로

안보리결의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제 1절 제재결의의 내용과 유형

I. 제재결의문의 구성과 이행체제

안보리결의는 주로 전문과 실행 부분으로 구성된다.6)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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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서는 결의의 대상이 되는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헌장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한다는 점을 밝힌다. 전문에서는 주로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며, 상기하며(recalling),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ing the gravest concern), 강조하며(emphasizing),

반 복 하 며 ( r e i t e r a t i n g ) , 결 정 하 며 ( d e t e r m i n i n g ) ,

재확인하며(reaffirming)”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UN 헌장 제7장하에 행동한다(Acting under Chapter VII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거나 “제41조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taking measures under its article 41)”는 문구를

붙여 결의가 헌장 제7장상의 조치로서 구속력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제41조라는 구체적인 조문을 밝히기

보다는 “헌장 제 7장에 따라(Acting under Chapter VII)"7)라고

하여 헌장 제7장 전체를 원용하거나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특별한 의무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Acting under its special

responsibility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8)와 같이 헌장 제7장을 암시하는 듯한 문구를 사용하여

결의문을 작성한다. 그러나 이 두 경우에도 결의의 내용과 목적상

헌장 제7장하에 행동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구속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현재 실행중인 14개 대상에 대한 제재는 결의문에서

모두 헌장 제7장하에 취하는 조치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나

41조를 명시한 제재결의는 대북결의 제1718호, 대이란 결의

제1737호, 리비아 결의 제2048호, 기니비사우에 대한 결의 제2048호

단 네 개에 불과하다. 결의문에서 제41조를 명시하는 이유는 주로

6) 결의문에서 전문과 실행부분을 명시적으로 나누고 있지는 않으나 내용상 충분히 구분이 

가능하며, 실행부분이 시작되는 부분부터는 주로 번호를 붙인다.

7) UN Doc. S/Res/1533 (2004). 콩고 민주 공화국에 대한 결의. 이 밖에도 결의 제1540 

호, 제1562호, 제1558호, 제 1845호 등 수많은 결의문에서 이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여 

결의를 채택하였다.

8) UN Doc. S/Res/169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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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재결의가 제42조상의 군사적 조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을 피하고자 함이다.9)

실행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를 명시한다. 여기에는

규탄대상이 되는 행동을 중단할 것부터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명시하고 국가들에게 동 내용을 국내법적 조치를 통해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국가들이 이행사항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상세하게 담겨있다. 또한 부속서를 통해 직접 제재 대상과

대상에 관한 정보를 명시하기도 한다. 이는 안보리 제재결의가

기존의 포괄적 제재에서 스마트 제재로 진화하면서 더욱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결의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재위원회의

설치를 명시하고10), 국가들이 결의 이행을 위해 취한 국가이행

보고서의 제출 기한도 함께 규정한다. 회원국들은 이를 바탕으로

자국의 법체계에 맞게 국내적 조치를 취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재위원회에 제출한다.

II. 제재결의의 유형

안보리 제재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유형이 발전되어 왔다.

냉전이 종식된 후인 1990년대 초부터 안보리결의의 유형은

본격적으로 변형되기 시작하였다. 냉전시기에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소련과 미국 양 진영의 팽팽한 대립과 이들이 가진

거부권 때문에 안보리결의가 채택되기 어려웠다. 동 기간에 채택된

결의는 남로디지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경제제재 단 두건

9) Security Council Report, "UN Sanctions", Whatsinblue (2013), p. 6, 

<http://www.securitycouncilreport.org/atf/cf/%7B65BFCF9B-6D27-4E9C-8CD3-CF

6E4FF96FF9%7D/special_research_report_sanctions_2013.pdf> (2014.1.23. 최종 

방문).

10) 이는 안보리 의사규칙(Provisional Rules of Procedure) 제28조에 따른 것이다.

     Rule 28

     The Security Council may appoint a commission or committee or a rapporteur 

for a specified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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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되지 않았다.11) 그러나 냉전의 종식과 함께 1991년 이라크에

대한 제재를 시작으로 안보리결의 채택 횟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1990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 동안 총 14개 국가와 단체를

대상으로 UN 헌장 제7장하의 결의가 채택되었다.12)

뿐만 아니라 결의 채택을 결정하는 상황도 다양해졌다. 이전에는

UN 헌장 제7장 제39조에 따른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는 이유가 침략행위나 불법적 무력행사,

인종차별에 한정되었으나, 점차 그 범위가 민주정치의 회복,

인권향상, 테러 억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등으로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다루는 주제도 무력충돌 상황에서의 소년병 징집이나

성폭력과 같이 세분화 되었다.13) 이와 같이 안보리결의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방면으로 진화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특정 대상에 대해서가 아닌 국가 전체에 제재를

부과하는 포괄적 경제제재(comprehensive economic sanctions)에서

11) 냉전 종식 이전 헌장 제 41조에 근거하여 안보리가 취한 남부 로디지아의 백인 정권에 

대한 경제제재(1965-1979): UN Doc. S/Res/232 (1966); UN Doc. S/Res/277 

(1970); UN Doc. S/Res/314 (1972); UN Doc. S/Res/388 (1976); UN Doc. 

S/Res/409 (1977), 인종차별 정책 종식을 위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해 부과한 무기

금수제재: UN Doc. S/Res/418 (1977). 

12) 14개 국가와 단체는 Iraq, Yugoslavia, Libya, Somalia, Liberia, Bosnian Serbs, 

Haiti, UNITA, Rwanda, Sudan, Sierra Leone, Taliban, Eritrea and Ethiopia, 

Afghanistan 이다. Security Council Report, "UN Sanctions", Whatinblue (2013), p. 

17, 

<http://www.securitycouncilreport.org/atf/cf/%7B65BFCF9B-6D27-4E9C-8CD3-CF

6E4FF96FF9%7D/special_research_report_sanctions_2013.pdf> (2014.1.23. 최종 

방문).

13) Joanna Weschler, 'The evolution of Security Council Innovations in Sanctions", 

International Journal, Vol. 65 no. 1 (winter 2009-2010), p. 32, Clara Portela, 

"National implementation of United Nations sanctions", International Journal 

(2009), p. 15.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채택된 제 7장상의 결의로는 수단 다르푸르사태에서 발생한 대량학

살에 대한 제재결의 S/Res/1591 (2005); S/Res/1945 (2010); 소년병 징집과 관련한 

제재결의로는 코트디부아르 반군에 대한 S/Res/1643 (2005) 와 콩고민주공화국 반군에 

대한 S/Res/1698 (2006)가 있고, 성폭력 및 강간 등에 대한 제재결의로는 콩고민주공화

국 반군에 대한 결의 S/Res/1991 (2011)가 있므며, 소년병 징집 및 성폭력에 대한 제재

를 함께 다룬 결의로는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결의 S/Res/2127 (2013)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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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를 지정하여 제재를 부과하는 스마트제재로의 유형 변화일

것이다. 이하에서는 포괄적 제재와 스마트제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이러한 결의 유형 변화의 이유와 이러한 변화로 인해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포괄적 제재

1990년대 초기에는 주로 포괄적 경제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포괄적 경제제재는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다. 안보리는 포괄적 제재를 부과하면 제재로

인해 전제 국민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점차

국가의 정책운영에 불만을 품게 되어 결국에는 여론을 의식한

정부가 정책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거나 아예 정권이 교체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제재를 받은 대상국 정권의 부정부패로 인해 정부

고위층은 제재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반면, 제재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국민에게만 피해가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쿠웨이트 침공과 불법 점령으로 인해 이라크에 부과한 포괄적

경제제재14)이다. 원유수출 금지, 직항노선 운항의 금지 등을 그

내용으로 하였던 해당 제재는 사실상 이라크에 대한 경제 봉쇄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러한 포괄적 경제제재로 인해 식료품, 의약품

등의 생활필수품 부족이 심화되어 수많은 이라크 국민들이

영양실조 등의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 상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결의를 주도한 미국과 안보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15)

14) UN Doc. S/Res/678 (1991).

15) The New York Times, "Iraq Sanctions Kill Children , U.N. Reports", Dec. 1. 

1995, 

<http://www.nytimes.com/1995/12/01/world/iraq-sanctions-kill-children-un-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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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안보리는 1996년 석유 금수조치를 일부 완화하고, 원유-식량

교환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16) 이 프로그램은 이라크에게 일정량의

석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식량과

의약품을 구입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판매가 허용된 석유의

상당량이 밀수 등의 부정을 통해 사담 후세인과 측근들에게

돌아갔으며 국민들에게는 이익이 거의 돌아가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17) 무엇보다도 후세인 대통령의 독재 정권이 무너질 것을

기대하고 실시했던 경제제재가 오히려 후세인 정권의 부정부패를

심화시키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통로로 이용되어 독재정권이

공고화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2. 스마트 제재

이라크의 사례처럼 안보리가 취하는 포괄적 경제제재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자

안보리의 정책 입안자들은 다른 방법을 통한 제재를 모색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등장한 개념이 바로 스마트 제재이다. 스마트

제재는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제재의 이유가 되는

행위에 직접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을 선별하여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제재의 원인이 되는 대상에게 직접 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이러한 스마트 제재는 지정한 대상에 대해

여행금지, 자산동결,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html> (2014.1.20.최종 방문).

    한겨레 21, “경제제재가 부른 수술실 대란”,  통권 제956호 (2013. 4. 15.), pp. 

72-73. 

16) 1991년 결의 제706호를 통해 처음으로 동 제도를 실시하려 했으나 이라크의 거부로 

이행되지 못하고, 이후 1995년 결의 제986호에 이라크가 동의함에 따라 동 제도가 이행

되기 시작하였다.  

17) Rose Gottemoeller, "The Evolution of Sanctions in Practice and Theory," 

Survival, Vol. 49 no. 4 (2007),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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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품목에 대한 금수조치 등의 내용으로 부과되고 있다. 최초로

시도된 스마트 제재는 리비아에 부과된 결의 제748호18)였다. 결의

제748호는 1992년 리비아 국적인에 의한 민간항공기 폭파테러 직후

채택된 것으로 카다피 일가와 측근으로 제재 대상자를 한정하여

이들에 대한 자산동결, 여행금지, 원유운반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였다. 안전보장이사회는 남부로디지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라크, 아이티에 대해서는 포괄적 경제제재를 부과하였으나 현재

14개의 국가 및 단체19)에 대해서는 모두 스마트 제재의 형식을

택하여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포괄적 제재와 비교하여 스마트 제재의 긍정적 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특정 대상에게 직접 제재를 부과하기 때문에 제재를 유발한

행위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는 다는

점이다. 금융제재와 관련해서는 특히 그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바 있는데, 그중에서도 자금 세탁과 관련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금세탁 방지조치를 통해 테러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같은 제재대상행위의 자금원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20)

이란의 전 핵 담당자 Hassan Rowhani는 UN 안보리의 경제제재로

인한 손실이 이란 전체 수입액의 10~30퍼센트를 차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21)

또한 비록 안보리가 부과한 제재는 아니지만 미국 재무성은

2005년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추가하여 북한의 불법자금과 연관이

있는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제재를 가하면서 북한의

계좌를 동결한 바 있다.22) 이로 인해 전 세계의 금융기관들이

18) UN Doc. S/Res/748 (1992).

19) 소말리아, 수단, 리비아, 라이베리아, 콩고민주 공화국, 코트디부아르, 레바논, 북한, 이

란, 에티오피아-에리트레아, 기니비사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알카에다, 탈레반, 

<http://www.un.org/sc/committees/> (2014.1. 23. 최종 방문).

20) Daniel W. Drezner, "Sanctions Sometimes Smart: Targeted Sanctions in Theory 

and Practice,"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13 no. 1 (2011), p. 103.

21) Suzanne Maloney, “Sanctoning Iran: If Only It Were So Simple”, The Washington 

Quarterly 33 Vol. 1 (2010), p.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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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스스로 거래를 끊음으로써 북한에 큰 타격을 주었고 결국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나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비록 안보리가 부과한 제재는 아니었으나 북한과 관련이 있는 특정

기관을 대상으로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스마트 제재의 방식과 그

맥을 같이하며, 안보리 금융 제재의 효력에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스마트 제재의 유형상 특징은 첫째로 제재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포괄적 제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재 내용을 조정하거나

해제하기가 쉽다는 것이다. 보통 결의문에 제재 대상이나 금수조치

물품을 명시하므로 상황에 따라 결의를 통해 명시된 사항만

지우거나 추가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스마트 제재의

성공률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다. 예를 들어 안보리는

코트디부아르에 대해 2004년 처음으로 제재결의 제1572호를

부과하면서, 무기금수, 자산동결, 여행금지 등의 제재를

부과하였는데 이후 2013년 4월23)까지 매년 새로운 결의를

채택하면서 제재의 범위를 조정하였다.24) 예를 들면 2010년 결의

제1975호에서는 기존 결의가 부과하고 있는 무기금수조치를 위반한

5명을 추가로 지정하여 제재를 부과하였고25), 결의 제1643호26)와

22) The New York Times, “Squeeze on Banco Delta Asia hit North Korea where it 

hurt”, Jan. 18. 2007,

<http://www.nytimes.com/2007/01/18/world/asia/18iht-north.4255039.html?pagewanted

=all&_r=0> (2013.12.20. 최종 방문).

    한국일보, “北” 속내 복잡····군사행동 가능성은 낮아”, 2010년 7월 22일 5면.

23) UN Doc. S/Res/2101 (2013).

24) http://www.un.org/sc/committees/1572/resolutions.shtml 본 페이지를 통해 2004년

부터 2013년까지 코트디부아르에 부과된 제재에 대해 간략한 요약 설명과 결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25) UN Doc. S/Res/1975 (2011). 제12항: Decides to adopt targeted sanctions against  

 those individuals who meet the criteria set out in resolution 1572 (2004) and 

subsequent resolutions, including those individuals who obstruct peace and 

reconciliation in Côte d’'Ivoire, obstruct the work of UNOCI and other 

international actors in Côte d’'Ivoire ... therefore decides that the individuals 

listed in Annex I of this resolution shall be subject to the financial and travel 

measures imposed by paragraphs 9 to 11 of resolution 157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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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호27)를 통해 반군에 대한 자금원으로 사용된다고 추정되는

다이아몬드에 대한 금수조치까지 부과하여28) 상당한 효과를 거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제재 방식의 참신성이다. 2011년 대리비아

제재결의 제1970호와 제1973호는 카다피와 그 일가에 자산을

동결하는 금융제재조치를 부과하였다. 그런데 안보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일정 경우에는 자산의 압류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압류된 재산은 리비아 국민의 복지를 위해 전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29) 이에 카다피와 그 일가의 해외 자산압류액수는 총

620억 달러에 달하였다.30) 또한 앙골라에 대한 결의31)와 관련하여

제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파울러 대사는 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파울러 보고서’32)를 통해 결의 대상자

중 제재 위반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naming and

shaming' 이라는 기법을 도입하였다.33) 이는 종전의 제재

대상자에게 물리적 타격을 주는 방식과는 달리 대상자의 심리를

이용하는 제재 방식이다. 마지막 특징은 제재위원회와 전문가

패널의 활성화이다. 앞에서 언급한 파울러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

제재위원회는 제재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모니터링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부 로디지아에 대한

제재결의 제253호에 의해 최초로 제재위원회가 설치된 1968년부터

26) UN Doc. S/Res/1643 (2005).

27) UN Doc. S/Res/1893 (2009).

28) UN Doc. S/Res/1643 (2005), 제6항, 12-13항, UN Doc. S/Res/1893(2009), 제

15-18항.

29) UN Doc. S/Res/1970 (2011), UN Doc. S/Res/1973 (2011).

30) Spiegel Online International, "Frozen Funds: The Complicated Hunt for Gadhafi's 

Billions", May 16. 2011,

<http://www.spiegel.de/international/business/frozen-funds-the-complicated-hunt-for-

gadhafi-s-billions-a-762748.html> (2013.12.20. 최종 방문).  

31) UN Doc. S/Res/864 (1993).

32) 정식 명칭은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on Violations of Security Council 

Sanctions against UNITA 이다.

33) UN Doc. S/2000/2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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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앙골라 안보리결의 제864호에 의해 설치된 제재위원회가 활동한

1990년대 중반까지 제재위원회의 역할은 회원국들에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34) 그러나

스마트 제재로 결의 유형이 변화되면서 제재위원회는 더욱

적극적으로 국가들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후술하기로 한다.

제 2절 UN의 제재 운영체제

I.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제재의 목적은 제재 대상자에 대한 징벌이 아닌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 특히 무력사용, 의 중단과

평화로운 상태로의 복귀라 할 수 있다. 안보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순히 제재결의를 채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회원국들이 자국에서 제재를 이행할 수 있도록 꾸준히 독려하고,

이행상황을 감시한다. 여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제재위원회이다. 안보리는 UN 헌장 제29조와 안보리 의사규칙

제28조에 근거하여 제재위원회를 설치하고, 결의 채택시에 결의문에

제재위원회의 설치와 제재위원회의 임무를 명시한다.35)

제재위원회는 처음 설치가 결정된 결의 번호를 그 이름으로 하여

추가로 같은 대상에 대해 결의가 채택되어도 같은 제재위원회에서

이행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대북제재결의는 결의 제1718호부터

34) 임갑수·문덕호, UN 안보리 제재의 국제정치학, 한울아카데미(2013), p. 135.

35) 예를 들어 대북 제재결의 제1718호 12항에서 다음과 같이 제재위원회의 설치를 명시

하고 있다.

    Decides to establish, in accordance with rule 28 of its provisional rules of 

procedure, a Committee of the Security Council consisting of all the members of 

the Council, to undertake the following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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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해서 이후로 제1874호, 제1928호, 제1985호, 제2050호, 제2087호,

제2094호가 채택되었으나 처음 제재위원회 설치를 명시한 결의

제1718호의 번호를 따라 1718위원회라 부른다. 제재위원회는 15개의

안보리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보통 비상임 이사국의 UN

주재대사가 맡는다. 원칙적으로 의장국의 임기는 1년이나

비상임이사국의 선출기간에 따라 2년도 가능하다.36) 현재는 14개의

제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37)

제재위원회의 가장 주된 임무 중 하나는 결의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이다. 이를 위해 제재위원회는 먼저 회원국들에게

국가이행보고서를 제출 할 것을 요구한다. 결의문에는 국가들의

이행보고서 제출 기한이 명기되어 있다. 기한은 결의마다 다르지만

보통 결의 채택 후 30일이나 45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들은 이에 따라 자국에서 결의 이행을 위해 취한 국내법적

조치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보리는 제재위원회의 모니터링을 보좌하는 전문가 패널(Panel

of Experts, POE)을 설치하기도 하는데 이들은 제재 이행사항을

조사하고, 현장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전문가 패널은

무기금수, 여행금지, 자금 동결 등 각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되며, 6개월 간격으로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전문가 패널은

제재의 이행과 효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매달 제재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가 패널은 필요에 따라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제재위원회가 전문가 패널의 보조를 받고

있지는 않다.

36) http://www.un.org/sc/committees/1267/aq_sanctions_list.shtml (2014.1.23. 최종 방

문).

37) http://www.un.org/sc/committees/index.shtml (2014.1.3. 최종 방문). 현재 설치되어

있는 14개의 제재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751위원회 (소말리아와 에리트레아), 1267위원

회 (알카에다), 1518위원회 (이라크), 1521위원회 (라이베리아), 1533위원회 (콩고민주

공화국), 1572위원회 (코트디부아르), 1591위원회 (수단), 1636위원회 (레바논), 1718위

원회 (북한), 1737위원회 (이란), 1970위원회 (리비아), 1988위원회 (탈레반), 2048위원

회 (기니비사우), 2127위원회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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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위원회는 각 회원국과 전문가패널이 제출한 보고서를

정리하여 매년 보고서를 발간한다. 회원국들의 이행보고서와 전문가

패널보고서, 제재위원회의 보고서는 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모두

열람할 수 있다.38) 이밖에도 제재위원회는 다른 UN 기구,

지역기구39), 인권단체와의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모니터링 업무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40)

제재위원회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재 위반자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부과, 제재

대상 추가 지정, 제재 대상에서의 해제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다.

또한 앞서 회원국들이 제재위원회에 제출하는 국가 이행보고서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제재위원회는 제재 이행을 꺼려하는 국가들 및 정보나

인프라가 부족해서 이행상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기도 한다. 제재위원회가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중 대표적인 것이 이행지원통지 (Implementation Assistance

Notification, IAN)이다. 이행지원통지는 각 제재위원회마다

작성하여 회원국에 배포되는데, 주로 해당 결의의 내용과, 어떤

경우에 제재 위반이 발생하게 되는지 등을 설명하고, 회원국들에게

제재 이행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이 있으면 즉시 보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718위원회는 이행지원통지 제1호41)의

38) http://www.un.org/sc/committees/

39) 지역기구와 안보리의 협력의 중요성을 명시한 것으로는 2005년 안보리결의 

제1631호(S/RES/1631)와 2010년의 의장성명(S/PRST/2010/1)이 있다. 

http://www.securitycouncilreport.org/monthly-forecast/2013-10/10_2013_cooperati

on_with_regional_and_subregional_organisations.php. (2014.1.22. 최종 방문).

40) Proposals to improve the work of sanctions committees S/1999/92. 이러한 지역

기구들에는 아프리카연합 (African Union), 아세안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유럽연합 (European Union)등이 있는데, 특히 안보리의 제재 대상국

이 주로 아프리카 국가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UN은 2011년 아프리카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UN Office to the AU)를 설치하였다.

41) Implementation Assistance Notice No. 1: Information to Assist UN Member 

States in Carrying out their Obligations under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and  209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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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위반사례가 발생했을 때 회원국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금지된

물품을 적재한 운송수단에 대해 검색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금지

물품 발각시와 의심되는 운송 수단이 검색을 거부하는 경우 즉시

제재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하면서 그러한 보고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할 것임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한편 1718위원회

이행지원통지 제3호를 통해서는 사치품선정과 관련하여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된 문서를 작성하여 각국에 배포하였는데, 이는 결의

제1718호가 사치품 금수를 명하였으나 사치품을 선정하는 것은 각

회원국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이에 각 회원국들이 사치품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이행에 있어 시간이 지연되자 사치품의 사전적

정의, 북한주민들의 1인당 평균 소득 수준, 사치품 선정에 고려할

항목 등을 정리하여 회원국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다.42)

한편 제재위원회의 역할 중 가장 논란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제재 대상자의 선정과 해제작업이다. 안보리는 결의문에 직접

제재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단체, 물품의 리스트를 첨부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경우 제재위원회에 대상자 선정을 맡기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제재 대상자 선정을 국가들에게 맡기기도 한다. 예를 들어

1267위원회는 제재대상이 되는 개인과 단체의 이름을 선정하여

명단을 제공43)한 반면, 대테러 결의 제1373호는 국가들로 하여금

결의문 1항 c호에서 테러행위를 범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자 혹은

그러한 행위에 연루된 자들에 대해서 자산 동결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면서 구체적인 명단은 지정하지 않고 국가들에게 제재

42) Implementation Assistance Notice No. 3: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measures regarding "Luxury Goods" under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and 2094 (2013).

43) 결의 제1267호의 6항에 따라 제재위원회는 자산동결, 여행금지, 무기금수의 대상을 

지정하였다. 제재 명단은 

<http://www.un.org/sc/committees/1267/aq_sanctions_list.shtml>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4.1.22. 최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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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들을 선정하도록 하였다.44) 이는 결의 제1267호가 문제가 된

행위를 자행한 알카에다라는 특정 대상에 제재를 부과한 것인데

비해, 결의 제1373호는 구체적인 사태가 아닌 일반적인 테러행위에

대해 회원국들이 조치를 취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관련 행위가 일어나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회원국들로 하여금 제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한 것이다.

안보리 제재결의문은 보통 제재위원회로 하여금 의무면제요청을

검토하고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45) 이에 따라 각 제재위원회는

의무면제란을 따로 마련하여 어떤 경우에 결의가 부과하고 있는

제재가 면제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1267위원회는 여행금지의 면제

조건에 대하여 대상자가 자국민인 경우, 대상자가 법적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입국 혹은 경유하는 경우, 제재위원회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 가지로 여행금지의 면제조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46)

II. 기타 UN 기구

Security Council Subsidiary Organs Branch(SCSOB)는 UN

사무국내 안보리과에 소속되어 있는 산하기관으로 안보리의 제재

44) UN Doc S/Res/1373 (2001), para 1(c).

    (c) Freeze without delay funds and other financial assets or economic resources 

of persons who commit, or attempt to commit, terrorist acts or participate in or 

facilitate the commission of terrorist acts; of entities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such persons; and of persons and entities acting on 

behalf of, or at the direction of such persons and entities, including funds 

derived or generated from propert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such persons and associated persons and entities;

45) UN Doc. S/Res. 1267 (1999), para 6(f).

46) Fact Sheet on the Travel Ban and its exemptions, para 5(a)(b)(c), 

<http://www.un.org/sc/committees/1267/fact_sheet_travel_ban.shtml> (2014.12.22. 

최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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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사무국내에 각 제재위원회를 지원하는

직원이 배정되어 있고, 이들은 제재위원회 및 전문가 패널의 구성이

자주 바뀌는 것과는 달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SCSOB는 제재위원회 및 전문가 패널의 업무에 관련된

문서를 축적·관리하고, 작성된 문서를 회원국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며, 전문가 패널을 임명하는 업무도 담당한다.47)

한편 사무국 내에는 대테러 결의 제1373호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대테러이행지원부(UN Counter-Terrorism Executive

Directorate, UNCTED)가 설치되어 있다. 결의 제1373호가 요구하고

있는 대테러 조치는 포괄적 국내 입법을 통해 테러 행위를

불법화하고, 시스템 정비를 통해 테러자금 조달 행위를 추적·규제

하는 등 각 회원국의 제도적·기술적 역량을 요구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역량이 부족한 개도국들에게는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 이에 사무국 내에 대테러이행지원부를 설치하여

제재위원회의 정책을 지원하고, 각 회원국의 이행에 대한 전문

평가를 실시하며, 대테러 결의 이행에 기술적 도움을 주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48) 대테러이행지원부는 구체적으로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각 회원국을 방문하여 이행조치를 평가하고, 필요한

지원 사항을 조사하며, 기술적 도움이 필요한 국가와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를 연결시켜주는 이른바 매칭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대테러 조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재위원회와 각 회원국에게 제공하고, 여러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와의 특별 간담회를 통해 대테러 결의 이행에 있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49)

47)<http://www.un.org/sc/committees/pdf/SCSOB_Secretariat_Contacts.pdf> 

(2014.1.22.최종방문), 

<http://www.un.org/wcm/content/site/undpa/main/issues/security_council_affairs> 

(2014.2.4. 최종 방문).

48) http://www.un.org/en/sc/ctc/ (2014.1.21. 최종 방문).

49) http://www.un.org/en/sc/ctc/ (2014.1.21. 최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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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제기되는 문제점

위와 같이 안보리는 제재위원회 및 전문가 패널 설치, 사무국의

적극적인 지원, 지역기구와의 협력 등의 채널을 통하여 안보리

제재결의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재 이행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안보리 제재 체제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기로 한다.

1. 결의문에서의 모호한 용어 사용

제재결의의 이행에 있어 안보리 내부 체제상의 문제로는 우선

결의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모호성을 들 수 있다. 안보리는 헌장

제7장상의 결의를 채택하는 결의문에서 국가들에게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면서 제재 대상이 되는 상황, 행위나 물품

등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결의문에서의 모호한 용어 선택은 결국 이행의 통일성을 해치고,

이행의 시기를 늦추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결의문에 사용되어

해석과 이행에 혼란을 주는 모호한 용어로는 goods, food, military

equipment, arms and related material, terrorist acts, financial

assets, economic resources 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지만 상대적으로 의미의 범위가 넓어

구체적인 정의와 범위 설정이 필요한 단어들이다. 이렇게 모호한

용어의 사용은 회원국들이 제재결의를 해석하는 데 혼란을 주고,

한편으로는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게 된다. 회원국들은 이를 이유로

결의의 이행을 회피하기도 한다.

일례로 대테러 안보리결의 제1373호에서는 테러행위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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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또는 단체의 자금 및 기타 자산을 동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50), 결의 이행의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는 테러행위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음으로써 제재를 이행하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혼란을 주었다. 금지된 물품(prohibited items)과 관련한

대이라크 제재결의에서도 "인도적 목적으로 필요한 식량(foodstuffs

in humanitarian circumstances)"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놓고 도대체

‘인도적 목적으로 필요한 식량’이 무엇인지에 대해 해석상의 논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쿠바와 예멘은 이를 일반적인 음식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동 문구가 기근을

겨우 면할 수 있을 만큼의 음식만을 허용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51)

안보리결의문에 대한 해석권한을 누가 가지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특별한 경우에 의장성명이나 추가 결의를 통해 용어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현재 제재위원회가 결의문에 대한

해석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52) 각 제재위원회는 보도자료나

제재위원회 의장 의견(communications from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의 형태로 결의문에 대한 해석서를 발행한다. 구유고

연방에 대한 안보리 제재결의53)는 유고 연방에 대한

무기금수조치와 다양한 경제제재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결의문의

모호한 문구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회원국들 사이에 혼란과

논쟁이 일어나자 회원국들은 제재위원회에 질문을 제기하였다. 이에

유고제재위원회(724 위원회)는 2,000건이 넘는 해석을 발행한 바

있다.54) 앞에서 제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면서, 대북한

50) UN Doc. S/Res/1373 (2001).

51) Vera G. Debbas, “Implementing Sanctions Resolutions in Domestic Law”, in Vera 

G. Debbas (ed.), National Implementation of United Nations Sanction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4), p. 51.

52) Ibid., p. 52.

53) UN Doc. S/Res/713 (1991), UN Doc. S/Res/727 (1992), UN Doc. S/Res/743 

(1992), UN Doc. S/Res/757 (1992).

54) Michael P. Scharf and Joshua L. Dorosin, "Interpreting UN sanction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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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결의 제1718호상의 사치품 선정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의

제재이행을 돕기 위해 제재위원회가 이행지원통지를 작성하여 각

회원국에게 배포한 것도 제재위원회가 실질적인 결의 해석을

담당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예다.

그러나 제재위원회가 제공하는 해석은 국가들의 제재 이행을

독려하기 위함이지, 회원국들이 반드시 제재위원회의 해석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제재위원회의 입장에서도 각국이

자의적으로 결의문을 해석하여 이행하는 것을 일일이 검토할 수는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위와 같이

회원국에 해석의 재량을 줄 수 있는 용어들에 대해서는 결의문에서

명확한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다. 만약 결의문 채택 과정에서 안보리

이사국 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정치적 고려나 시간상의

급박함 등으로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결의문에 제재위원회로 하여금 동 용어들에 대한 해석 권한을

부여하고, 회원국들로 하여금 제재위원회의 해석에 따를 것을

명시하여 제재위원회의 해석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제재명단 작성 작업과 인권문제

안전보장이사회 혹은 제재위원회가 제재대상자를 선정하여

명단을 작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문에 직접 제재대상자를 명시하는

경우나 결의 채택 후 제재위원회가 제재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

경우 모두 어떤 근거와 절차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되었는지

공개되지 않음에 따라 그 절차적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55)

Rulings and Role of the Yugoslavia Sanctions Committees", Brookyl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9 No. 1(1993), pp. 771-772.

55) Lain Cameron, "UN Targeted Sanctions, Legal Safeguards and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Nordic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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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를 채택하는 안전보장이사회나 특정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제재위원회나 그 구성원은 15개의 안보리 이사국이기

때문에 제재대상자 선정 기준과 이들이 왜 명단에 포함되었는지

납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한, 안보리

이사국이 정치적 고려와 자의적 해석에 따라 제재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까지

제재위원회는 제재대상자 선정 이유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 또한

해당 개인이나 단체는 자신이 제재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에 대해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으며, 명단에 선정된 이후에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명단작성 작업에 대한 논란은 특히 알카에다-탈레반

제재시스템인 1267위원회가 상임 이사국이 보유하는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있던 개인이나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더욱

격화되었다.56) 9·11테러 사건 이후 2002년에 채택된 제재결의

제1390호57)에서 지역에 제한 없이 알카에다와 오사마 빈라덴과

연루된 혐의자를 제재대상자로 지정하기로 하자 다수의 국가에서

이와 관련한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58) 그 중의 하나가 바로 Kadi v.

Council and Commission 사건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사업가

카디가 자신이 테러지원혐의로 자금동결 대상자가 된 것에 대해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 등을 침해 받았다며 유럽 재판소에

(2003), p. 163. 

56) Ibid., p. 163.

57) UN Doc. S/Res/1390 (2002), Article 2. "Decides that all States shall take the 

following measures with respect to Usama bin Laden, members of the Al-Qaida 

organization and  the Taliban and other individuals, groups, undertakings and 

entities associated with them, as referred to in the list ... updated regularly by 

the Committee..."

58) Kadi v. Council and Commission, Case T-315/01 (2005), Abousfian Abdelrazik 

v.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Attorney General of Canada, 2009 FC 580, 

June 4, 2009, Kadi v. The State (TK 2007) ILDC 311, HM Treasury v. 

Mohammed al‐-Ghabra (FC); R(on the application of Hani El Sayed Sabaei 

Youssef) v. HM Treasury (2010) UKSC 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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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 하였다.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후술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안보리와 제재위원회의 명단작성 작업에 대한 비판이

점차 거세지자 안보리는 2006년 결의 제1730호를 통해 Focal

Point(담당부서 혹은 접촉창구)를 설치하여 명단에 포함된 개인으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하고,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59)

이밖에도 제재 명단에 포함된 자들은 자국이나 거주국에 요청하여

안보리에 자신들의 이름을 해제하는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60) 한편 안보리결의 제1735호를 통해서는 제재 대상 선정

및 해제 절차를 표준화하였다. 또한 제10항에서는 사무국으로

하여금 개인이나 단체가 제재대상 명단에 신규로 등재될 경우 2주

내에 해당 개인이나 단체가 소재하는 국가나 해당국의 UN 주재

대표부에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해당 서면에 제재조치 및

제재 해제 요청절차에 대한 안내 등을 포함할 것을 규정하였다.61)

현재 제1267위원회는 회원국들이 추가 제재대상자를 선정하여

제재위원회에 제안할 때 사용하는 표준화된 양식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62)

여기서 더 나아가 1267제재체제에는 2009년 안보리결의

제1904호를 통해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해제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옴부즈맨제도가 도입되었다.63) 이제도에

따르면 제재대상자로 선정된 개인이나 단체는 명단에서 자신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해제요청이 들어오면 UN

59) UN Doc. S/Res/1730(2006), Article 1. Adopts the delisting procedure in the 

document annexed to this resolution and requests the Secretary General to 

establish within the Secretariat(Security Council Subdiary Organs Branch), a focal 

point to receive delisting requests and to perform the tasks described in the 

attached annex.

60) Guidelines of the Committee for the conduct of its Work (2013) 6, para 7(a), 

<http://www.un.org/sc/committees/1267/pdf/1267_guidelines.pdf> (2014.1.21. 최종 

방문).

61) UN Doc. S/Res/1735 (2006).

62) http://www.un.org/sc/committees/1267/listing.shtml (2014.1.21. 최종 방문).

63) UN Doc. S/Res/190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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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에 의해 임명된 옴부즈맨은 신청자 및 관련 단체, 국가와의

접촉을 통해 자료를 정리하여 제재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후 제재위원회가 60일 이내에 컨센서스로 명단해제를 거절할

것을 결정하지 않는 이상 옴부즈맨이 해제를 건의한 대상자는

명단에서 해제된다.64) 또한 1267 제재위원회는 2012년에 채택된

안보리결의 제2083호에 따라 제재 명단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대상자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65)

이와 같이 안보리와 제재위원회 및 UN 사무국은 명단작성

절차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여전히 지적되고 있는 문제가 많이 있다. 우선

제재위원회마다 보장하고 있는 절차가 다르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한 옴부즈맨제도는 제재 대상으로 선정된 개인에게 구제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1267제재

시스템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제재대상자 선정 이유에

대한 설명도 1267위원회에서만 제공하고 있다. 제재위원회 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명단작성 작업은 제재위원회별로

하더라도 이용 가능한 절차만큼은 동일하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Focal Point를 통한 해제 절차는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나 제재위원회는 컨센서스 방식으로 신청자의 제재

해제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66) 이는 곧 하나의 이사국이라도

64) <http://www.un.org/en/sc/ombudsperson/> (2014.1.22 최종 방문), 2013년 현재 UN 

사무총장에 의해 임명되어 일하고 있는 Ombudsperson은 Kimberly Prost 이다. 

65) <http://www.un.org/sc/committees/1267/narrative.shtml> (2014.1.22 최종 방문), 해

당 페이지에서 Individuals associated with Al-Qaida와 Entities and other groups 

and undertakings associated with Al-Qaida로 개인과 단체를 구분하여 페이지를 제공

하고 있는데, 각 항목을 클릭하면 제재대상자와 단체가 나오고 그 이름을 클릭하면 제재 

대상 선정이유가 설명되어 있다.

66) Guidelines of the Committee for the conduct of its Work (2013) 6, para 7(a). 

<http://www.un.org/sc/committees/1267/pdf/1267_guidelines.pdf> (2013.12.28 최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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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면 해제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67) 무엇보다도

제재위원회는 해제여부 결정과정을 공개하지 않으며 해제가

거부되는 이유에 대해 밝힐 의무가 없어 절차의 투명성과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 할 수 있다.68) 이에 따라 동 해제

절차는 제재 명단에 포함된 자에게 정당한 법적 절차를 제공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매우 외교적인 절차라는 비판도 있다.69)

실제로, 제재 명단에 포함된 자의 입장에서는 명단에 오른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것이고,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도 제재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기다릴 뿐 이의제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다. 무엇보다도 해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에 항의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해제가 결정되어 명단에서

제외 된다고 해도, 해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개인이나 단체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재위원회의

일방적 대상자 선정으로 인해 받은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안보리 제재 시스템 상의 명단작성 절차가 개인의

인권 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재위원회가

명단작성 작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고, 개인의 인권 침해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명단 선정과 해제 절차를 공개하고,

제재위원회의 해제 거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항소절차,

피해에 대한 보상제도, 개인의 명예 회복 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이

67) De-listing procedure annexed to UNSC Res. 1730 (2006). 

68) <http://www.un.org/sc/committees/dfp.shtml> (2014.1.22 최종 방문), 제재위원회 홈

페이지의 Focal Point for Delisting 항목에서는 현재(2014년 1월 2일 기준)까지 접수된 

해제 신청과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총  요청 건수는 

75건이며 이를 통해 해제를 요청한 개인은 55명, 단체는 38개이다. 검토가 이미 진행된 

72건 중에 해제가 결정된 개인은 15명, 단체는 17개이다. 한편 해제가 거부된 대상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69) Antonios Tzanakopoulos, “Domestic Court Reactions to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in August Reinisch (ed.), Challenging ac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efore national courts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 55.



- 29 -

시급하다.

한편 절차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고 해도 안보리가 개인이나

개별 단체에 제재를 부과하면서 인권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따라서 테러방지나 대량 살상무기

확산 금지 등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재산권이나 이동의 자유와

같은 인권의 제한이 정당화 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와 논리적

정당성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제재대상자 명단 선정 및

해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과정과 함께 제재위원회가 수집한 증거를

공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절차상의 보완과 기본권 제한의 허용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제재대상자에 대한 조치를 실제 이행하는 국가들과의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제재위원회와 안보리에서 마련하고

있는 절차를 통하여 해제 조치를 받지 못한 제재대상자들은 결국

국내 법원에 이 문제를 호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제재대상자들이 안보리 제재결의의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국내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논의해 보기로 한다.

3. 제재의 강도조절

안전보장이사회와 제재위원회가 제재 대상국 및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이행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안보리의

제재결의의 강도 조절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제재가 오직

제재대상자에 대한 징벌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제재 대상국이나

제재대상자는 제재결의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중단하기 보다는

오히려 회피하는 데 더욱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제재의 강도를

적절히 설정하고 유인책을 함께 사용하여 제재대상자가 스스로

대상 행위를 멈추고 더 이상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위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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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안보리가 제재를 부과하고 회원국들에게 이행을

맡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재의 강도와 내용을 지속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구유고 연방에 대한 결의 제787호와 제820호는 밀로셰비치 정권에

대해 점진적으로 제재 강도를 강화한 경우70)로 해당 정권의

타협적인 태도를 이끌어낸 바 있다.71) 밀로셰비치 정권이 데이튼

평화협상에 나온 1995년 11월 21일 직후인 11월 22일 안보리는

결의를 통해 구유고에 대한 무기 금수를 점진적으로 해제하였고,

경제 무역제재 조치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72) 이로 볼 때, 제재

해제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행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것, 제재대상 행위를 중단하거나 협상에 응할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같은 방법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제재 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회원국이나 개인을 제재하는

추가 제재 부과 방식의 적극적 활용도 제재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추가 제재 부과가 실제 사용된 예는

2001년 앙골라 제재의무를 위반한 라이베리아에 대한 제재 단 한번

뿐이었다.73) 안보리는 전문가 패널보고서를 통해 라이베리아가

유통이 금지된 ‘블러드 다이아몬드’의 불법거래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하면서, 즉각 이같은 행위를 중단하고,

70) UN Doc. S/Res/787 (1992); UN Doc. S/Res/820 (1993). 결의 제820호 B에서는 동 

결의를 통해 이전에 구유고 연방에 대해 채택된 결의의 조치를 더욱더 강화할 것을 명시

하고 있다: “Determined to strengthen the implementation of the measures 

imposed by its earlier relevant resolutions...” 10. “Decides that the provisions 

set forth in paragraphs 12 to 30 below shall, to the extent that they establish 

obligations beyond those established by its earlier relevant resolutions...”

71) UN안보리의 경제제재로 인한 총체적 경제난은 밀로셰비치가 1995년 11월 21일 데이

턴 평화협상에 나오게 된 계기 중 하나였으며, 이후 12월 14일 데이튼 평화협정(Dayton 

Peace Accord) 이 체결되었다.  

72) UN Doc. S/Res/1021 (1995).

73) UN Doc. S/Res/134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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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위원회에 의해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Revolutionary United

Front(RUF) 구성원을 추방하고 이 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할

것을 결정하였다. 동시에 안보리는 다른 모든 회원국들의

라이베리아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 라이베리아에서 생산되는 모든

다이아몬드 수입 금지, 라이베리아의 고위층과 그 가족, 군부의

입국, 경유 금지 등의 제재를 부과하였다.74) 라이베리아에 대한

추가 제재는 그 내용상 라이베리아에 상당한 경제적, 정치적 부담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가 제재 부과가

제도적으로 정착된다면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을 강화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지역기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재대상국이나 대상자로

하여금 제재를 피할 길이 없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재의 강도를

매우 높게 설정하는 것도 제재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2011년 3월 12일 아랍 연맹은 리비아에 대한 비행금지 구역 설정을

UN안보리에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안보리는 2011년 3월 17일 결의

제1973을 통해 리비아에 비행금지 구역 설정을 결정하였다.75) 이

같은 지역기구와의 협조는 제재가 국제적으로 일관되게 이행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제재대상국이나 제재대상 개인 혹은

단체에게 상당한 압박을 줄 수 있다.

안보리와 제재위원회는 결의문이나 제재체제의 절차적

보완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이행과정에서 위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관행을 확립, 제재결의의 강도를 적절하게

설정·조정함으로써 제재대상자와 회원국들의 충실한 제재이행을

이끌어 내야 한다.

74) Ibid., Article 2-12.

75) UN Doc. S/Res/1021(1995), 이데일리, “아랍연맹, UN안보리에 리비아 비행금지구역 

제재 요청”, 2011년 

3월14일,<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H11&newsid=0112504

6596183320&DCD=A00801&OutLnkChk=Y> (2013.12.24. 최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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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회원국들의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

제1절 회원국들의 결의 실행

I. 결의 이행 유형

회원국들은 UN 안보리결의를 자국의 국내법 체계에서 어떻게

이행하고 있으며 안보리결의에 어떠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 회원국들의 결의 이행을 검토해 보고,

회원국의 국내 법원에서는 안보리결의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국제법이 국내법 체계 내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관해

논의할 때, 흔히 다루어지는 주제가 일원론, 이원론에 관한 것이다.

일원론의 입장을 취하는 국가에서는 국제법이 국내법 체계로

수용되어 직접 적용되고, 이원론을 취하는 국가에서는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변형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국내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이론상의 논의 일뿐, 실제로 두

이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엄격하게 적용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의 경우에는 일원론이나 이원론적

시각에 따라 각 나라의 헌법에서 국내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지는지,

효력을 가지기 위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반면, 안보리결의와 같은 국제기구의 결의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이 없는 실정이다.

네덜란드 헌법 제93조는 조약뿐만 아니라 그 내용상 개인에게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국제기구 결의의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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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bekendgemaakt)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76),

이는 매우 이례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안보리결의가 각

국가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함에 있어 일원론을

취하는 국가, 이원론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를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은 논의의 실익이 없다 하겠다.

이하에서는 각국의 실행을 기준으로 안보리결의를 이행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각

회원국들의 실행을 알아보기 위해 제재위원회에 회원국들이 제출한

국가이행보고서와 이와 관련된 회원국의 법령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1. 기존의 법 활용

안보리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국의 기존 법률을

활용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안보리결의 이행을 위해 회원국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즉 자국의 법률에 이미 안보리

제재결의가 요구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고 보고, 해당 법령

규정을 직접 적용하거나 혹은 법령의 위임에 근거하여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무역제재나 무기금수, 여행금지, 자본의

이동을 통제하기 위한 법령들이 이에 해당하는데, 내용이

상충되거나 추가되는 사항이 있으면 결의의 내용에 맞게 법령을

개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법령들은 “조약이나 기타 중요한

국제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내지는 “국제 경제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처장이 행정명령을 통해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 이를 이행할 수 있다”77)와 같은 문구를 포함하고 있어

76) 배종인, “국제기구 결의의 집행문제: 구속력을 가진 국제기구 결의의 국내적인 이행에 

관하여”, 국제법 평론 통권 제 25호 (2007), p. 77. 

77) 일본의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제9조, 제10조, 독일의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항, 제7조 

제1항 등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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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부처나 행정부처의 장이 이에

근거하여 안보리결의 이행을 위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 러시아는 특별 경제조치에 관한

연방법(Federal Law on Special Economic Measures)을

제정하였는데, 제1조 제2항에서 해당법의 제정목적 중 하나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을 언급하고 제4조에서 대통령 및 각

행정부처에 관련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였다.78)

안보리결의 이행을 위해 활용되는 대부분의 기존 법령들이 제정

목적과 위임에 대해 규정하면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주목할 만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법령에서

직접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언급함으로써 위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형태상 기존의 법령에 근거하여 안보리결의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같지만, 이행의 근거로 삼는 법률과 취하는

행정조치의 형태는 나라마다 양상이 다르다. 예를 들어 안보리의

금융제재를 이행함에 있어 싱가포르는 화폐권한에 관한

법(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Act 1971)에 근거하여

화폐권한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하며79), 멕시코는 신용기관법(Ley

de Instituciones de Crédito 1990)에 근거하여 금융기관들에게

안보리결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80)

한편 영국과 같이 결의 시행을 위한 이행 법률을 가지고 있는

국가도 결의의 일부 항목은 행정부에 기존의 법률에 근거하여

안보리결의 시행을 위한 조치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예로 안보리결의의 여행금지 항목은 기존의 Immigration Act

1971에 근거해 발하여진 Immigration Order 2000에 의해 이행되고

있다. Immigration Order 2000은 여행금지 대상자로 지정된 개인의

78) 특별 경제조치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2006. 12. 30, N 281-FZ) 제1조 제1항, 제4조.

79) UN Doc. S/AC.50/2010/28, p. 2.

80) UN Doc. S/AC.50/2010/29,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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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을 그대로 첨부하여 이들에 대한 입국 및 출국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결의의 채택에 따라 새로운 대상자가 지정될 때마다

수정되어 제재 명단을 첨부한다.81)

이렇게 안보리 제재결의를 기존의 국내법을 통해 시행하는

방법은 새로 입법을 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내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안보리의 제재가 경제, 출입국, 운송 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법이 안보리가 다루는 주제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82) 또한 기존의 법령과

안보리결의의 내용이 어느 정도는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태에 대한 제재 조치를 명하는 결의의 특성을 생각할 때,

내용상의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기존의 법령이 위임하는

사항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을 위하여”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조치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법을 활용하여 안보리결의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내용과 결의의 내용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위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을 개정하여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특별법제정

안보리결의를 이행하는 또 다른 방법은 각각의 결의마다 의회의

입법을 통해 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핀란드는

남로디지아에 대한 안보리결의83)를 시행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84) 체코는 안보리결의 제1267의 이행을 위하여

81) UN Doc. S/AC.50/2010/21, p. 3.

82) 배종인, supra note 76, p. 93. 

83) UN Doc. S/Res/232 (1966).

84) Act (on the Implementation of Obligations under Security Council Resolution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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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과 탈레반 조직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특별법,

Act No. 48/2000을 제정하여 제재대상자 명단에 지정된 탈레반

관련 인물들에 대한 자산동결조치를 시행하였다.85)

그러나 이렇게 결의마다 법을 제정하여 이행하는 방법은 제재의

내용이 국민의 인권 또는 이미 체결한 계약적 의무에 영향을 미칠

때 종종 문제가 된다.86) 그 중의 하나가 이행의 지연인데, 결의가

담고 있는 내용이 재산권이나 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일 경우

의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입법 과정에서 해당 사안을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게 되고,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

우선인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한 국제법상의 의무가 우선인지를

다투는 논쟁을 벌이느라 조치가 늦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결의의 내용이 국가가 이미 다른 국가와 체결한 계약적

성질- 주로 상업적 계약- 의 조약이나 기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경제적 및 외교적 타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쉽게 입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체코의 경우에는 아이티에 대한

안보리결의 시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는 중에 결의가

종료되어 버렸고, 리비아에 대한 안보리 제재는 결의 채택 후 5년이

지나서야 국내조치가 도입되었다.87) 제재에 관해서는 상당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유럽연합도 대북 제재를 위한 법안을 통과 시키는데

6개월 이라는 시간이 걸린 바 있다.88)

3. 수권법률 제정

South Rhodesia) 187/1967, <http://www.finlex.fi/fi/> (2013.12.24. 최종 방문).

85) UN Doc. S/AC.37/2003/(1455)/59, p. 2-5.

86) Clara Portela, supra note 13, p.18.

87) Vera G. Debbas, supra note 51 p. 44.

88) Clara Portela, supra note 13,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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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회원국들은 안보리 제재결의의 이행을 위해 수권법률(Prior

enabling legislation)을 제정하여 안보리결의가 채택될 때, 이에

근거하여 지정된 각 행정부처가 위임입법을 통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수권법률을 마련하고 있는 국가로는

미국(United Nations Participation Act 1945), 영국(United Nations

Act 1946), 호주(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ct 1945),

뉴질랜드(United Nations Act 1946), 캐나다(United Nations Act),

핀란드(Act on the Implementation of Certain Obligations of

Finland as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1967),

네덜란드(Sanctions Act 1977) 등이 있다.

미국의 안보리결의 이행을 위한 수권법률은 UN헌장 제7장 혹은

UN헌장 제41조에 근거하여 채택된 결의가 동법률이 정한 기관이

취하는 명령, 규칙 등의 조치에 의해 이행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러한 조치는 경제·금융·무역, 통신, 운송분야, 외교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취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89) 따라서

수권법률에 근거하여 결의를 이행하게 되면 조치의 법적 근거가

해당 수권법률이 된다. 이는 결의와 내용이 일치하는 각 분야의

법령을 찾거나 여기서 더 나아가 결의 이행을 위한 행정조치를

위임하고 있는 법령의 구체적 조항을 찾아 결의를 이행하는 기존의

법률을 활용하는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 기존의 법령을 근거로

조치를 취하게 되면 하나의 안보리결의를 이행하는데 그 법적

근거가 여러 가지의 법률로 흩어지게 된다. 가령, 경제조치는

외국환법, 금융제재법이 되고, 여행금지 조치는 출입국 관리법, 검색

조치는 항공법, 해양 경비법 등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수권법률에 따른 이행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오직 수권법률

하나가 된다.

89)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ct 1945 제6조, United Nations Participation Act 

1945 22 USC § 287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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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캐나다는 안보리가 2006년 대북 제재결의안 1718호를

채택하자 수권법률인 UN Act에 근거하여 Regulation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Resolution on the DPRK를

제정하고, 이 Regulations를 위반하는 경우 UN Act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90) 호주도 안보리 제재 제1267호의 이행을

위해 자국의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ct 1945에 근거하여

Afghanistan Regualtions 2001을 제정하여 제재 명단에 오른

자들에 대한 자산동결조치를 취하였고,91) 영국도 안보리 제재결의

제1373호를 이행하기 위해 UN Act에 근거하여 Terrorism Order

2001을 통해 금융제재 조치를 취하였고, 결의 제1390호의 이행을

위해서는 Al-Qa’'ida and the Taliban Order 2002를 통해 금융제재

조치 및 무기금수조치를 취한 바 있다.92)

수권법률을 통해 지정된 행정부가 위임입법을 통해 결의를

이행하는 방식은 결의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보리결의를 이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권법률에

안보리 제재결의가 채택 될 경우에 어느 기관이(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지명한 기관) 어떠한 조치(명령, 규칙 등)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정해 놓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정확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남로디지아에 대한

안보리결의93)를 이행하는 데 있어 수권법률이 있는 국가와 없는

국가의 국내 조치 도입 시기를 비교해 보면 수권법률이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2달에서 3달 정도가 걸렸고, 새로운 입법을

제정하여 시행한 국가는 2년에서 3년이 걸렸다고 한다.94) 또한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이행 조치의 법적 근거도 매우

90) 배종인, supra note 76, p. 91.

91) UN Doc. S/AC.37/2003/(1455)/13, p. 3.

92) UN Doc. S/AC.37/2003/(1455)/19, p. 3-5.

93) UN Doc. S/Res/232 (1966).

94) Vera G. Debbas, supra note 51,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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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해진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수의 국가들이

안보리결의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수권 법률을 통해 이행하기

보다는, 앞에서 살펴본 유형처럼 기존의 국내법률에 의존하거나,

결의가 나올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II. 각 회원국들의 국내적 실행비교

안보리결의의 국내적 이행과 관련하여 유형을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이하에서는 실제로 각 회원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보리 제재결의를 이행하고 있는지 비교·검토해 보고, 실행에서

발견되는 장단점을 분석하여 안보리결의를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 바람직한 모델을 찾아보기로 한다.

1. 미국

미국은 자체적으로도 제재를 많이 실행하는 국가이다. 또한

미국의 주도로 안보리 제재가 채택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향은

냉전 종식 후에 활발해 졌는데, 그 중에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이미

실행하고 있는 제재를 안보리 제재로 채택하도록 하여 모든

회원국들에게 구속력이 미치게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95) 또한

미국은 안보리 제재와 유사한 제재를 국내적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이 안보리 제재를 국내적으로 어떻게

이행하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이다.

미국은 The United Nations Participation Act(이하 UN

Participation Act)라는 수권법률을 통해 안보리 제재결의의 이행을

위해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95) 대표적인 예로 9.11테러 사건 이후 미국은 알카에다 소속 인물, 오사마 빈 라덴 등 테

러 혐의자들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자산동결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로부터 3일 후 미국의 

주도로 안보리에서도 거의 동일한 내용의 결의 제1373호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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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미국이 1945년 UN 회원국이 되면서 의회가 제정한

것으로, 안보리결의에 관한 내용은 동 법률 22 U.S.C. Section 287

c에서 규정하고 있다. 규정의 내용을 보면 안보리가 헌장 제41조에

기하여 발한 조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지명한 기관을 통하여 명령,

규칙 등을 통해 그러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96) 또한

바로 다음에 동 국내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백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 혹은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형벌 조항을

두고 있다.97) 동 수권법률에 기하여 안보리가 명한 로디지아와의

무역 및 기타 거래에 관한 제재 조치가 1967년 행정명령의 형태로

시행되었다.98)

한편 미국은 UN Participation Act 외에도 세 개의 주요 법률을

근거로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 The Trading with the Enemy

Act(1917-1977, 이하 TWEA)99),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이하 IEEPA)100), The Export

96) Pub L. 113-131, 22 U.S.C. § 287c - Economic and communication sanctions 

pursuant to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a)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ny other law, whenever the United States 

is called upon by the Security Council to apply measures which said Council has 

decided, pursuant to article 41 of said Charter, are to be employed to give 

effect to its decisions under said Charter, the President may, to the extent 

necessary to apply such measures, through any agency which he may designate, 

and under such orders, rules, and regulations as may be prescribed by him, 

investigate, regulate, or prohibit, in whole or in part, economic relations or rail, 

sea, air, postal, telegraphic, radio, and other means of communication between 

any foreign country or any national thereof or any person therein and the United 

States or any person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or involving any 

property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97) (b) Penalties 

    Any person who willfully violates or evades or attempts to violate or 

evade any order, rule, or regulation issued by the President pursuant to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shall, upon conviction, be fined not more than 

$1,000,000 or, if a natural person, be imprisoned for not more than 20 

years, or both. 

98) Executive Order 제11322호, 이 명령은 1968년 7월 29일 행정명령 제11419호로 수

정되었고, 1979년 행정명령 제12183호에 의해 최종 폐지되었다.

99) Pub L. 113-156; 40 Stat. 411, 12 U.S.C. §9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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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on Act101)가 그것이다.

먼저 TWEA를 통해 전쟁 중이거나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지명된 국가나 국가의 국민과의 수출, 수입, 금융거래,

여행, 투자 등 어떠한 활동도 금지할 수 있다.102) 또한 IEEPA는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TWEA를 지나치게 남용한다는

비판에 따라 TWEA의 적용 범위를 전쟁 중으로 대폭 축소시키면서

제정된 법률로, 대통령은 동 법에 따라 국가가 위협에 처했을 때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 있다.103) 카터 전 대통령은 테헤란 미 대사관

사건과 관련하여 1979년 처음으로 IEEPA를 근거로 자국의 이란

자산 동결조치를 취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104) 마지막으로

The Export Administration Act는 군·민간용도로 이중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대통령에게 국가안보, 외교정책, 공급부족의 경우에 수출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미국은 이 법률에 따라

100) Pub L. 95–223; 91 Stat. 1626, 50 U.S.C. §§1701-1707.

101) Pub L. 96-72, 50 U.S.C. app. §2401.

102) Pub L. 113-156; 40 Stat. 411, 12 U.S.C. §95a.

    (1) During the time of war, the President may, through any agency that he may 

designate, and under such rules and regulations as he may prescribe, by means 

of instructions, licenses, or otherwise— 

    (A) investigate, regulate, or prohibit, any transactions in foreign exchange, 

transfers of credit or payments between, by, through, or to any banking 

institution, and the importing, exporting, hoarding, melting, or earmarking of gold 

or silver coin or bullion, currency or securities, and 

  (B) investigate, regulate, direct and compel, nullify, void, prevent or prohibit, any 

acquisition holding, withholding, use, transfer, withdrawal, transportation, 

importation or exportation of, or dealing in, or exercising any right, power, or 

privilege with respect to, or transactions involving, any property in which any 

foreign country or a national thereof has any interest, 

103) Pub. L. 113-131, 50 U.S.C. §1701.

    (b) The authorities granted to the President by section 1702 of this title may 

only be exercised to deal with an 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 with respect 

to which a national emergency has been declared for purposes of this chapter 

and may not be exercised for any other purpose. Any exercise of such 

authorities to deal with any new threat shall be based on a new declaration of 

national emergency which must be with respect to such threat. 

104) The Victoria Advocate, "Carter Freezes Iranian Assets", Nov. 14. 1979,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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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간 용도로 함께 사용될 수 있는 물품(dual-use goods)의

수출에 대해 통제해 왔으나 현재 이 법률은 폐지되었고, 해당

물품은 IEEPA에 근거하여 수출 허가제도를 통해 통제되고 있다.105)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미국은 자체적으로 부과한 제재와 UN

안보리 제재결의를 병행하여 이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구체적인

예로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불법 점령에 관한 제재를 들 수 있다.

당시 부시 미국 대통령은 IEEPA에 근거, 미국내의 모든 이라크와

쿠웨이트 자산을 동결하고, 이들 국가와의 무역을 금지하는 내용의

두 개의 행정명령을 발하였다.106) 미국이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안보리도 헌장 제41조에 근거하여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를

결정하였는데107), 앞서 발하여진 미국의 행정명령이 안보리 제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UN Participation Act에

근거한 조치와 IEEPA에 근거한 조치가 병행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밖에도 미국은 안보리결의 이행을 위해서 UN

Participation Act 외에도 특별법을 제정108)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상으로 볼 때, 미국의 안보리 제재결의 이행을 정리하면 UN

헌장 제 41조 상의 구속력 있는 결의에 대해서는 UN Participation

Act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하되 그 외의 비구속적인 안보리결의나

UN의 결정, 자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재와 그 내용이 중복될

때에는 위에 열거한 제재 관련 국내법에 근거한 조치와 병행하여

안보리결의를 이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5) Ian F. Fergusson and Paul K. Kerr, "The U.S. Export Control System and the 

President's Reform Initiative", CRS Report for Congress (2013), pp. 2-3, UN Doc. 

S/AC.50/2007/18; UN Doc. S/AC.50/2007/88; UN Doc. S/AC.50/2008/34; UN Doc. 

S/AC.50/2010/7.

106) Executive Order 12722 (1990), 55 FR 31803 (concerning Iraq);

     Executive Order 12723 (1990), 55 FR 31805 (concerning Kuwait). 

107) UN Doc. S/Res/661 (1990).

108) Iraq Sanctions Act of 1990, 101 P.L. 513; 104 Stat. 1979, 5114 U.S.C.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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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ropean Union

유럽 연합은 초국가적 성격의 기구로서 EU의 결정은 회원국에

직접 적용 되며 직접 효력이 있다. 또한 EU조약과 회원국의

국내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EU법이 우선한다.109) 따라서

안보리결의와 EU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에 있어 EU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회원국들의 권한은 EU 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TEU)과 암스테르담 조약(Treaty of Amsterdam Amending the

TEU, the Treaties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Certain Related Acts)을 통해 점차 유럽연합으로 이양되었다.110)

이에 따라 최근 회원국 각자의 독립적 제재 실행은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현재 자금 동결과 같은 자본의 이동, 제3국과의

경제관계 등의 문제는 각각 EU 기능조약111) 제75조와 제213조가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제75조와 제213조 하에 도입된 조치는

안보리 제재의 법적 근거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아닌

EU가 안보리결의에 대한 이행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UN헌장 제48조 제2항은 안보리의 결정은

UN회원국이 구성국인 적절한 국제기관의 조치로서 이행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EU에 의한 결의 이행의 근거로 볼 수

있다.112) 한편 무기금수조치는 EU가 제정한 이사회 규칙과 각

회원국의 국내조치가 병행되어 이행되고 있다.113)

EU법 및 EU 이사회 규칙이 규율하고 있지 않은 분야에

109) EU조약 제 249조.

110) EU조약 제1조. 

111)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112) UN헌장 제48조 제2항.

113) UN Doc. S/AC.50/2007/37, p. 1, S/AC.50/2007/17, p. 1. EU는 이사회 규칙 

1334/2000을 통해 무기 및 이중용도 제품에 대한 수출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각 회원

국들도 자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무기 및 관련물품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독일

의 경우에는 전쟁무기 통제법, 프랑스는 행정명령 2001-1192를 통해 무기금수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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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회원국들이 독립적으로 제재이행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처벌조항의 마련이나 여행금지 대상자에 대한 출입국 금지와 같은

행정조치가 그 대표적인 예다. 이는 일정사항에 대해서는 EU법이

규율하더라도 EU법 및 관련규칙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은 회원국이 마련하는 구조 때문이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EU 이사회규칙 및 자국의 결의 이행을 위한 국내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개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여행금지 대상자에 대한

제재의 경우에도 국경에서의 심사가 중요한 성격의 조치이기

때문에 각 회원국이 자체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이행하고 있다.114)

EU가 안보리결의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한 조치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살펴보면, 안보리는 1999년과 2000년에 각각 결의

제1267호115)와 제1333호116)를 채택하였다. 동 결의들은 테러에

대항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탈레반과 관련된 자금을 동결하도록

하는 조치를 명하고 있었다. EU는 관련 안보리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공동 외교안보정책(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내의 공동정책(common positions)에 따라 구EC조약

제60조와 제301조에 기하여 이사회 규칙 337/2000과 467/2001을

채택하였으며, 이후에 제308조를 추가하여 이에 근거해 제정된

이사회 규칙 881/2002을 통해 안보리결의를 이행하였다.117)

114) Committee of Legal Advisers on Public International Law, "UN Sanctions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Netherlands", Council of Europe (2006). p. 1;

    Committee of Legal Advisers on Public International Law, "UN Sanctions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United Kingdom", Council of Europe (2010). p. 2;

   Committee of Legal Advisers on Public International Law, "UN Sanctions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Finland", Council of Europe (2006). pp. 1-2.

115) UN Doc. S/Res/1267 (1999).

116) UN Doc. S/Res/1333 (2000).

117) 이주윤, “인권법적 관점에서 본 국제법과 EU법의 관계”, 국제법학회논총, 제 55권 제

4호 (2010), pp. 216-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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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매우 이례적으로 헌법 제93조와 제94조에서 국제기구

결의가 공표 후에는 효력이 있으며, 국내법령에 대해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118) 그러나 안보리결의가

채택되었다고 해서 바로 결의자체를 공표하는 것은 아니다.

네덜란드에서 안보리결의는 크게 EU 이사회 규칙과

제재법(Sanctiewet 1977) 및 기존법률에 근거한 행정입법 조치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이행된다. 먼저 EU가 이사회 규칙을 통해 결의의

이행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규칙이 제정된 사실을

공표하고119), 안보리결의에서 EU이사회 규칙으로 규정하지 않은

부분은 제재법을 통해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한 뒤 이를 공표하게

된다. 제재법은 국제기구의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외교부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의 장관을 통해 정해진 형식의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20) 제재법을 통해 마련된 조치는 공표 후

일정기간이 지나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121)

네덜란드는 과거에는 안보리결의 이행을 위한 수권법률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 대신 1935년 수출금지법(Uitvoerverbodenwet

118) 네덜란드 헌법 제93조

   Provisions of treaties and of resolutions by international institutions which may 

be binding on all persons by virtue of their contents shall become binding after 

they have been published. 

   제94조

   Statutory regulations in force within the Kindom shall not be applicable if such 

application is in conflict with provisions of treaties or of resolutions by 

international institutions that are binding on all persons. 

119) EU이사회 규칙의 경우에는 회원국에게 직접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표가 되어야 

네덜란드 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정부도 이사회 규칙을 공표하면서 공표와 

상관없이 이사회 규칙이 바로 네덜란드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네덜

란드 관보<https://www.officielebekendmakingen.nl/staatscourant> (2014.1.21. 최종 

방문).

120) 제재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

121) 제재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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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122)과 1962년 수출입법(In-en Uitvoerwet)과 같은 기존의

법령을 통해 제재를 이행하였었다. 그러나 위의 법률들로는 물품의

이전, 특히 무기 금수조치를 담고 있는 제재는 이행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1963년 전략물자 수출령(Uitvoerbesluit Strategische

Goederen)을 제정하였다. 네덜란드는 이 세 개의 법령을 근거로

남부 로디지아와 남아프리카에 대한 UN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세 개의 법령으로는 안보리의 구속력 있는

결의, 특히 경제 금융 제재를 이행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실감하였고 제재 이행만을 위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123) 이후 수많은 논쟁과 초안에 대한 수정을 거듭한

끝에 1977년 제재법이 제정되었다.124)

제재법은 안보리의 구속력 있는 결의만을 이행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 안보리의 구속력 없는 결의, EU가 부과한 제재, 자국이

부과한 제재까지 모든 제재를 이행하는 데 법적 근거가 되는

법령이다.125) 이 법률은 각 부처의 장관들에게 동 법에 근거하여

하위법령을 통해 국제기구의 제재결의를 이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안보리결의에서 경제∙금융 분야는 EU 이사회 규칙에

따라 이행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내법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지만126) 무기 금수조치에 대해서는 EU의 이사회 규칙과

122) 수출 금지법은 제재법 제정에 따라 폐지되었다, 제재법 제15조.

123) Alfred H.A. Soons, "The Netherlands", in Vera Gowlland-Debbas (ed.), National 
implementation of United Nations Sanction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4), 

p. 265.

124) Ibid, p. 344.

125) The Sanctions Act 1977 Article 2 (1)

     By Order in Council, rules may be adopted with regard to the subjects referred 

to in sections 3 and 4, in order to comply with treaties, resolutions, or 

recommendations of bodies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or with international 

agreements, related to the keeping or restoring of international peace and safety, 

or to the furthering of the international rule of law, or to the fighting of 

terrorism.

126) UN Doc. S/AC.50/2007/73, p. 2. 예를 들어 대 이란결의 제1737호, 제1747호의 제

재대상자에 대한 자산동결조치는 이사회 규칙 No. 423/2007에 의해 이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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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국내조치가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국내적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무기 금수조치의 경우,

이사회규칙이 규율하고 있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Ministerial

Order, Order in Council등의 행정명령을 통해 국내 조치를 취하고

있다.127)

한편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회원국의 몫이므로 네덜란드는

EU 이사회 규칙 및 제재법, 앞에서 언급한 수출입법 위반시

경제위반법(Wet op de economische delicten)과 형법을 통해

처벌하고 있다.128)

4. 일본

일본의 경우에는 UN 안보리결의 이행을 목적으로 제정된

수권법률은 없고, 기존의 법률에 근거하여 결의를 이행하고 있다.

또한 기존법률로 안보리결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행정조치를 통하여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129)

먼저 경제·금융∙무역제재 이행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이하 외국환 법) 제25조 및

제48조에 근거하여 이행되는데, 이들 조항은 각각 특정 기술,

물품의 수출을 위해서는 경제산업성의 허가서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이행은 외국환법에 근거하여 공포된 세 개의

정령130),외국환령(外国為替令)131),수출무역관리령(輸出貿易管理令)132)

   Committee of Legal Advisers on Public International Law, "UN Sanctions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Netherlands", Council of Europe (2006). p. 1. 

127) 제재법 제2조 및 제7조, UN Doc. S/AC.50/2007/48, p.2; UN Doc. 

S/AC.50/2010/10, p. 2; UN Doc. S/AC.50/2007/73, p.15.

128) 제재법 제13조에서는 이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네덜란드 형법에 따라 처벌됨을 규정

하고 있다, UN Doc. S/AC.37/2003/(1455)/75, p. 3. 

129)UN Doc. S/2001/1306. p. 3-14, S/AC.50/2007/16, S/AC.50/2007/79, 

S/AC.5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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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무역관리령(輸入貿易管理令)133)에 의해 이행되며, 이 세 개의

정령은 또한 각 행정부처가 내각부령을 통해 제재를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외국환령은 기술 분야를 통제하는

것으로 안보리결의에 따라 통제대상이 되는 기술은 부속서에

기재하며, 수출무역관리령은 물품 분야를 통제, 대상 물품은 따로

부속서 제1호에 기재하여 제재를 이행한다.134) 통제 대상이 기재된

부속서는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마다 변경되어 고시된다.135)

자산동결조치도 외국환법 제21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행되는데, 이는 직접적으로 안보리결의 제재대상자의

자산을 동결하지 않고 제재대상자로 지명된 자들의 재산의

이전이나 거래를 제한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행된다.136) 이에

따라 제재대상자들이 일본 내에 있는 자신의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려 할 경우에는 재무상 혹은 경제산업상으로부터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137)

한편 여행금지나 비행금지와 같은 제재는 외국환법의 범주에 포

함되지 않으므로 각각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出入国管理及び

難民認定法, 이하 출입국 관리법), 외무성 설치법(外務省設置法), 항

공법(航空法)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하는데, 비행금지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성 장관에게 안보리 제재결의 이행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항공조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성 등의 정부

130) 정령이란 내각이 제정하는 명령을 말한다. 여기에는 실시명령과 위임명령이 있으며, 

실시명령은 법률의 시행 또는 실시를 위해 필요한 세칙 또는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한 명

령을 말하고, 위임명령은 법률 그 자체가 명시한 일정 사항에 관해서 그 위임을 받은 사

항에 대해 정한 명령을 말한다. __________,일본 법제업무 편람 (법제처, 2008).

131) Cabinet Order No. 260 of 1980, UN Doc. S/AC.50/2007/16, p. 2. 

132) Cabinet Order No. 378 of 1949, UN Doc. S/AC.50/2007/16, p. 2. 

133) Cabinet Order No. 414 of 1949, UN Doc. S/AC.52/2011/23, p. 3.

134) 위국환령 제6조 제2항, 재3항, 수출무역관리령 제1조 제2항, 제2조 제1항. 

135)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개정정보 <http://www.meti.go.jp/policy/anpo/>, 

<http://www.meti.go.jp/press/2013/09/> (2013.12.16. 최종 방문).

136) 외국환법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1항.

137) UN Doc. S/AC.50/2008/24, p. 4-5, S/AC.50/2010/12,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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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는 안보리 제재결의가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고

시 등의 형식으로 결의에 따른 제재 조치를 시행할 것을 발표하고

있다.138) 여행 금지조치는 외무성이 외무성 설치법에 근거하여 제재

대상자에 대한 엄격한 출입국 심사를 실시하고, 법무성 장관이 출입

국 관리법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139)

일본은 비교적 최근인 2010년에는 이례적으로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 1874호 등을 토대로 일본국이 실시하는 화물검사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그것인데, 검색과 관련하여 영해, 공해, 영공 등

장소별로 취할 수 있는 검색조치와 위반시 취할 수 있는

처벌조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140)

위의 법률 및 정령을 근거로 일본이 안보리 제재 이행을 위해

취한 구체적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출 금지조치와 관련하여

일본은 1990년 이라크에 대한 제재결의 제661호에 의한 무역

금수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산업성(経濟産業省)이 외국환법

제48조에 따라 내각부령을 통해 수출업자들로 하여금 특정 분야

혹은 물품 수출 시에는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특정 분야나

물품에 대한 리스트는 앞에서 언급한 세 개의 정령 중

수출무역관리령에 부속서로 첨부되었다. 수입 금지조치의 경우에도

경제산업성은 리비아에 대한 제재결의 제1970호의 이행을 위해

외국환법 및 위에서 언급한 수입무역관리령에 따라 리비아로부터

수입되는 무기에 대해 금지조치를 취한 바 있다.141) 한편 자산동결

조치와 관련하여 일본은 이란에 대한 제재결의 제1803호의

138) Hisashi Owada, "Japan", in Vera Gowlland-Debbas (ed.), National 
implementation of United Nations Sanction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4), 

p. 280, 2013년 4월 5일 일본정부는 대북 결의 2094 이행을 위한 항공정책을 발표하였

다; UN Doc. S/AC.49/2013/7 제2항 (5).

139) UN Doc. S/AC.50/2008/24, p. 3-4.

140) 김정환, “비확산 국내적 이행의 현황과 법적 쟁점”, 통일과 법률 제14호 (2013), pp. 

179-180.

141) UN Doc. S/AC.52/2011/23, p. 3.



- 50 -

제1부속서 및 제3부속서에서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13명의 개인 및

12개의 법인에 대한 자산동결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이들과 관련된

지급 및 자금의 이전에 대하여 경제산업상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142)

여행금지조치의 이행과 관련한 예로는 일본 외무성이 외무성

설치법에 근거, 이란에 대한 제재결의 제1929호의 이행조치로

결의에서 지정된 36명의 제재대상자들에 대해 일본의 영토를

통과하거나, 일본에 입국 혹은 일본으로부터 출국을 시도할 시

출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법무성은 출입국

관리법에 근거하여 이들에 대한 추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143)

5. 종합적 검토

본 장에서는 안보리결의의 국내적 이행과 관련하여 결의 실행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본 다음 몇몇 회원국들의 국내적

이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행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지만 실제 국가들의 이행은 수권법률을 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존 법률을 활용하여 이행하기도 하고, 주로 기존 법률에

근거하여 안보리 제재결의를 이행하는 국가의 경우에도 특별법을

제정하기도 하는 등 국가들의 안보리결의 이행 양상은 다소

복합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특히 EU 회원국들의 경우에는 EU가

각 회원국에게 직접적 효력을 가지는 이사회 규칙을 통해

경제∙금융 부분에 관한 안보리 제재결의를 이행하고, 무기금수에

대해서는 EU조치와 국내조치의 병행을 통해 이행하며, 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 여행금지조치와 같은 경우에는 회원국들의 자체적

142) UN Doc. S/AC.50/2008/24, p. 4-5.

143) UN Doc. S/AC.50/2010/12, p. 4.



- 51 -

국내조치를 통해 이행하는 독특한 구조를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가 결의 이행에 있어 중점적으로

택하고 있는 방법을 바탕으로 각 유형의 장단점을 분석해 보면,

우선 기존의 법을 활용하여 안보리의 제재결의를 이행하는 경우,

국내법 체계에 크게 변화를 주지 않고,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이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결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틀에 있어서는 국내법의

기존 규정과 유사할지 몰라도 세부적으로는 내용상 차이가 있을

여지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안보리결의는 내용의 변질 없이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기존의

국내법 규정과 결의 사이에 내용상 차이가 있다면 결의 내용에

수정·변형이 가해지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법률을 활용하여 결의를

이행하는 회원국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의의 통일적 이행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국내법과 결의문의 내용상의 차이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기존의 법령이

안보리결의의 이행을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취해지는 이행조치의 위임근거가 불명확 할 수 있다는 점144) 등이

144) 기존의 법률을 활용하여 안보리결의를 이행하는 국가들의 경우,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의 각 부처에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고 설명하는데, 그 근

거 규정을 살펴보면 정확히 안보리결의의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

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대외무역법 (Außenwirtschaftsgesetz) 제2조 

제1항, 제5조, 제7조 제1항을 UN안보리결의의 대외 무역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

거로 들고 있는데 그 규정을 살펴보면, 

   제 2조 제1항: “As far as restrictions of foreign trade are permitted by this law, a 

regualtion may provide that transactions or acts are, generally or under certain 

circumstance, (1) subject to prior authorization, or (2) are prohibited." 

   제5조: “In order to perform international obligations, which have been approved 

by the legislating bodies through a federal law, transactions and acts of foreign 

trade may be restricted and existing restrictions may be lifted."

   제7조 제1항: “Transactions and acts of foreign trade may be restricted in order 

(1) to ensure the security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2) to preven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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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될 수 있다. 설사 회원국이 결의의 내용에 맞게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을 시도한다고 해도, 결의가 채택될 때마다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대체로

안보리결의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결의 내용이 변질 될

염려가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결의의

이행이 시간적으로 지연될 확률이 높다는 점, 결의가 채택될 때마다

새로 입법을 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안보리결의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라는 중대한 사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국제평화를 위해하는 행위의

중단을 위해서는 신속한 이행을 통하여 최대한 짧은 기간 동안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안보리결의문을 그대로 국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고,

이러한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국내적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결의의 국내적 이행에 있어

기존법률을 활용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 보다는

안보리결의의 이행에 관한 수권법률을 마련하여 놓고, 결의가

채택될 때마다 수권법률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각 행정부처가

결의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조치를 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disturbance of the peaceful coexistence of the peoples of the world, (3) to 

prevent that the foreign relations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re 

severely affected." 라고 규정하면서 제2조 제2항에서 Federal Minister of 

Economics에게 이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위의 ”특

정한 경우“, ”국제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독일 연방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

세계 민족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와 같은 문구가 UN 안보리결의 이행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이의가 제기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 Jochen Abr. 

Frowein and Nico Krisch, "Germany", in Vera Gowlland-Debbas (ed.), National 
implementation of United Nations Sanction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4), 

pp. 23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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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앞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결의문에서 사용하는 용어부터 명확해야 한다.

만약 결의 채택 당시 부득이 하게 몇 가지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제재위원회의 추후 해석을 통해서

결의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사용된 용어의 정의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안보리 제재 체제와 회원국의 국내법 체계가 서로

상호보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2절 결의 이행에 대한 회원국 법원의 사법심사

UN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또는 침략행위에

대하여 UN 헌장 제7장상의 제재결의를 채택 하지만, 실상 이의

이행은 각 회원국들의 국내적 조치에 의해 완성된다. 이는 곧

안보리결의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대부분 회원국의

국내법원에서 다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법원이

안보리결의의 이행문제를 검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안보리결의는 대부분 그 자체로 직접 적용되지 않고

국내법적 조치를 통해 이행되므로, 이 경우 국내법원의 이행조치

심사를 단지 국내법의 문제일 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국내조치가 사실은 안보리결의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므로,

국내법원은 결과적으로 안보리결의를 심사하게 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국내법원은 안보리결의를 검토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하에서는 회원국의 국내법원에서 안보리결의가

다루어지고 있는 판례를 검토해 보면서 위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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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회원국 법원의 태도

안보리결의에 대한 회원국 법원의 태도는 매우 다양하게 나뉜다.

그 중에서는 안보리결의에 대한 국내조치의 검토는 그것이 비록

국제의무를 국내법으로 환원한 것일지라도, 제재결의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곧 안보리결의에 대해 심사하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또 다른

입장으로는 안보리결의에 대해 국가가 부담하는 의무를 잘

인지하면서 최대한 안보리결의와 국내 조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석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이와는 반대로 아예 안보리

제재결의와는 별개로 오직 국내법을 근거로 안보리 제재결의에

대한 국내적 조치를 심사하는 경우도 있다. 이하에서는 관련된

판례를 통해 회원국 법원이 헌장 제7장하에 취해진 안보리

제재결의를 이행하는 국내조치를 대하는 다양한 태도를 검토해

보고, 제재결의가 충실히 이행되기 위해서 국내법원이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사법심사 자제

안보리결의에 대한 국내조치가 문제되었을 때, 국내법원이 취하는

태도 중의 하나는 사법심사 자제이다. 이는 해당 국내조치에 대해

사법 심사를 하는 것이 곧 안보리결의에 대한 합법성을

해석·심사하는 것과 같다고 보고, 국내법원은 안보리결의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145)

Dubsky v Ireland and others 사건에서 아일랜드 국민 Dubsky는

아일랜드 정부가(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The Minister

for Transport) UN 헌장 제7장하에 채택된 안보리결의 제1368호를

145) August Reinisch (ed.), supra note 69,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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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는 조치로 자국의 상공을 통과하여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는

군용기에 대한 비행 및 연료 주입을 위한 착륙을 허용한 것은 헌법

제15조, 제28조 제3항 제1호, 제29조 제1항-제4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헌법 제15조는 의회만이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바, 행정부처가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146) 이에 대해 Macken 판사는

아일랜드 법원이 UN 안보리결의를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적절하지도 않다고 판시하였다.147)

터키에서 문제된 Al-Qadi v The State 사건에서는 터키 정부가

안보리결의 제1267호의 이행을 위한 조치로 제재 명단에 오른 알

카디의 자산을 동결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카디는 자신에 대해

자산동결조치를 취한 정부에 대해 소를 제기하였는데, 터키의

상소법원(the Administrative Appeals Board of the Turkish

Council of State)은 카디에 대한 정부의 자산동결조치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린 1심을 번복하고 정부가 결의의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을 명하였다.148) 상소법원은 또한 헌장

제24조 제1항, 제25조 및 제48조 제2항을 들어 국내법원은 결의

이행을 위한 국내조치에 대한 어떠한 사법심사도 할 수 없다고

하였다.149)

한편 벨기에에서는 Sayadi and Vinck v. Belgium 사건에서

알카에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목된 구호단체 Fondation

Secours Mondial 유럽 지부의 직원 Nabil Sayadi와 그의 부인

Patricia Vinck이 안보리에 의해 제재대상자로 선정되어 명단에

오른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안보리가 지정한 제재

146) [2005] IEHC 442, [2007] 1 IR 63, Brief Background Facts.

147) Ibid, para. 91.

148) 제2심에서 항소법원(The Plenary Session of the Administrative Law Divisions of 

the Council of State)은 제1심 판결에 대한 이행을 정지시켰다. UN Doc. S/2007/132, 

pp. 39-40.

149) August Reinisch (ed.), supra note 69,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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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명단에 오른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해제 절차를 밟아 줄 것을

벨기에 정부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벨기에 정부는 이에 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주었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였다.150) 이에 원고는 벨기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벨기에 정부는 벨기에 법원에게 안보리의 결정을

심사할 권한이 없다며 반박하였다. 벨기에 법원은 자신에게 UN의

결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음을 우선 인정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사안이 정부가 제재위원회에 마련되어 있는 해제절차를 밟아줄

것에 대한 원고의 요청을 거절한 데 대한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즉

법원은 안보리에 해제 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UN 내의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지 안보리의 결정을 심사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면서 벨기에 정부에게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결정하였다.151)

이상의 판례에서는 국내법원들이 공통적으로 자신에게

안보리결의에 대한 사법 심사권한이 없음을 인정하고, 자국의

정부가 결의 이행을 위해 취한 국내조치에 대해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국내법원에는

안보리결의에 대한 사법심사를 할 권한이 없다고 단정하고 판단을

자제하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 안보리가 헌장 제7장에 근거하여

채택한 안보리결의가 회원국들과 제재대상자에게 요구하는 바가

모두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152) 또한 정부의

결의이행조치가 반드시 결의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국내법원의 사법자제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각 회원국의 헌법상의 의무와 충돌되는 것은

150) Sayadi and Vinck v. Belgium, Communication No. 1472/2006, paras. 2.4-2.6.

151) UN Doc. S/2005/572, pp. 48-49. 

152) Devika Hovell, "A Dialogue Model: The Role of the Domestic Judge in Security 

Council Decision-Making", Leid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6 No. 3 

(2013), p.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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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지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논의를 배제해 버린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153)

2. 결의 해석

국내법원이 안보리결의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 국내 조치를

대하는 또 다른 태도는 안보리결의의 내용을 해석하는 것이다. 즉,

국내법원은 안보리결의가 결의문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치의 의미와

범위를 해석하고, 문제가 된 국내조치가 이와 부합하는지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것이다.154)

일례로 네덜란드 법원은 1267 결의체제 하에서 인도적

구호단체인 Al-Haramain Foundation의 네덜란드 지부가 제재 대상

명단에 오르자 해당지부에 대한 해산명령 및 해당 지부의

은행자산을 수용하는 결정을 내려달라는 네덜란드 검찰청(Dutch

Public Prosecution Service)의 요청을 거절하였다.155) 네덜란드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항소하였고, 항소법원은 정부가 조치 요청

대상인 Al-Haramain Foundation의 네덜란드 지부가 테러를 지원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또한 지부 해산과 자산

전용조치는 1267제재위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제재대상자 및

단체에 대한 자산동결의 범위156)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하면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다.157) 즉, 네덜란드 법원은 해당

153) 앞서 살펴본 Dubsky v Ireland and others 사건에서 Macken 판사는 국내법원이 

UN 안보리결의와 관련하여 사법 심사를 하거나 이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고 하면서도 안보리가 아무리 헌장 제7장에 근거하여 행동 하더라도 자국의 헌

법과 충돌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문제된 조치가 자

국의 헌법과 충돌하는 지는 검토하지 않았다. 

154) Devika Hovell, supra note 152, p. 594.

155) UN Doc S/2005/572, p. 49 (para 7).

156) 안보리 제재결의 제1267호(1999) 4(b)를 비롯한 1267 체제 하에서 채택된 이후의 

결의 제1333호(2000) 8(c), 제 1390호(2002) 2(a)는 오사마 빈 라덴, 알카에다 조직, 

탈레반 및 이와 관련된 단체와 개인의 자산을 동결할 것을 결정하고 있다. 

157) UN Doc S/2006/154, p. 46(paras 8,9) 당시 네덜란드 의회에는 UN 안전보장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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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결의는 제재대상자에 대한 일시적인 자산동결 조치를

요구했을 뿐인데, 정부가 여기서 더 나아가 대상지부를 아예

해산하고, 자산을 전용하려 하는 것은 안보리결의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Abdelrazik v Canada 사건에서는 캐나다 정부가

1267위원회에 의해 제재대상자 명단에 오른 자국민이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조치의 대상자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자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Abdelrazik는 수단의

난민출신으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였는데, 2003년에 수단에

여행을 갔다가 수단 당국에 붙잡혀 감금되었고, 그동안 캐나다

여권이 만료되었다.158) Abdelrazik가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려고

시도하던 중에 제재위원회가 알카에다와의 연관을 이유로

제재명단에 그의 이름을 올렸고, 이에 Abdelrazik는 캐나다

대사관을 통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캐나다 외교통상부는

긴급여권 발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대해서 캐나다 법원은 관련결의

제1822호를 근거로 한 동조치를 해석하였는데, 결의 제1822호가

청구인이 캐나다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안보리 제재 체제에서 대상자 명단에 오른 대상에게 여행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국민이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본국으로 귀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비행기는 외국 영토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제재대상자가 수단에서 캐나다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제재위원회에 보고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였다.159)

따라서 법원은 Abdelrazik가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긴급

가 지정한 제재 대상 단체가 자국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었으

나 의회의 승인은 받지 못한 상태 였다.

158) Abdelrazik v Canada. Westlaw Delivery Summary Report by Thomson Reuters 

(2013), p. 2.

159) Ibid., p. 2.



- 59 -

여권을 발급하고, 필요한 경우 비행편을 지원할 것을 명령하였다.

캐나다 법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Abdelrazik에게 본국으로 귀환 후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였다.160)

네덜란드 법원이 검찰의 요구를 거절한 것과 캐나다 법원이

캐나다 정부에게 Abdelrazik를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명한 근거는 모두 안보리결의에 대한 해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는 국내 법원이 안보리결의에 대한 사법심사를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안보리결의에 대해 해석하고, 이 해석을 바탕으로 정부가

취한 이행조치가 안보리결의의 내용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국내법원이 안보리결의에 대해 해석하되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결과적으로는 안보리가 그러한 국내법원의 해석을

받아들이게 된 사례도 있다. 2001년 영국에서 있었던 R(Othman) v

Secretary of State for Work and Pensions 사건이 그것이다. 본

사건에서 영국 노동연금부는 청구인 Othman이 오사마 빈 라덴과

관련이 있다는 혐의로 안보리결의 제1333호의 이행을 위해 EC의

이사회가 채택한 규칙 467/2001 제2조에 근거하여 Othman의

자산을 동결하였다. 그러나 영국법원은 그러한 자산동결 조치로

인해 청구인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협받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161) 판결당시 1267체제는 자산동결

조치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영국법원의 결정은 안보리결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다.162) 그러나 영국 법원은 자신의 판결이

안보리결의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은 듯하다. Collins

판사가 Law of Humanity에 호소하며 생명권이나 건강과 관련한

160) August Reinisch (ed.), supra note 69, p. 64.

161) R(Othman) v Secretary of State for Work and Pensions[2001] EWHC Admin 

1022 paras. 11, 27-35, 57.

162) August Reinisch (ed.), supra note 69, 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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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대해서는 굳이 제재위원회에 요청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자신의 판결이 안보리결의 체제 안에서 해석상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결론으로 본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163) 또한

이후 1년 뒤인 2002년 12월 안보리는 결의 제1452호를 통해

자산동결 조치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하였다.164) 해당 판례는 국내

법원이 안보리결의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결의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바탕으로 국내조치에 대해 판결을 내린 것이라 볼 수 있다.

3. 국내조치에 대한 무효 판결

마지막으로 앞의 사례들과는 달리 국내 법원은 안보리결의

이행을 위한 국내조치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국내 조치와

안보리결의를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보고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국내법원들은 결의 이행을 위한 국내조치가

문제된 경우 결의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해석하거나,

정부의 조치가 결의의 내용과 부합하는 지는 판단하지 않고, 단지

문제의 조치가 정당한 국내법적 절차를 통해 취해졌는지를

판단한다.

앞에서 살펴본 터키의 Al-Qadi v The State 사건에서

제1심법원(the 10th Division of the Council of State)은 터키의

헌법 하에서 자산동결조치는 행정부처가 아닌 오직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만 취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165) 또한 이를 위해

안보리가 Al-Qadi가 알카에다와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하게 된

관련자료 및 서류를 자국 법원이 검토하여 Al-Qadi가 알카에다와

관련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하면서 터키

163) R(Othman) v Secretary of State for Work and Pensions[2001] EWHC Admin 

1022 paras. 56, 60.

164) UN Doc. S/Res/1452 (2002). 제1항 (a).

165) UN Doc S/2007/132 p. 39-40 (para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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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자산 동결 조치는 무효라고 판시하였다.166)

파키스탄에서는 안보리 제재결의에 의해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Al-Rashid Trust가 자신의 자산이 동결된 것에 대해 소를

제기하였다. Al-Rashid Trust는 자국의 UN헌장 이행법률167)에

따르면 조치를 부과하게 되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에게 각각

통고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파키스탄 정부가 Al-Rashid에게

통고 절차를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키스탄 법원(High Court of

the southern province of Sindh)은 자산동결 조치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였다.168)

상기 판례는 국내 법원이 안보리결의에 대해 해석을

했다기보다는 안보리의 결의 내용이나 안보리가 내린 결정은 마치

존재 하지 않는 것처럼 보고, 오직 자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내 조치가 취해진 것인지 만을 판단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해당 판결을 내린 국내 법원이 자신의

결정으로 인해 자국이 부담하고 있는 국제의무를 위반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특히 안보리의 결정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정부의 국내조치가 국내법 절차에 따른 것인지만을 판단 기준으로

삼은 터키 제1심 법원의 논리는 국제법과 국내법간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파키스탄 법원의 결정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법원이 안보리 제재결의의

목적과 이에 따른 자국 정부의 국내이행조치의 함의를 고려했다면

단순히 자국 법률에 규정된 절차상의 결함을 들어 정부가 취한

조치에 대한 무효판결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UN 헌장 제103조는 회원국의 헌장상의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헌장상의 의무가

166) UN Doc S/2007/132, p. 39 (para 8).

167)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ct, 1948, Act No. 14.

168) UN Doc S/2006/750, p. 48 (para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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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엔나 협약 제27조와 제46조 제1항은

국내법 규정을 원용하여 조약의 불이행을 정당화 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국제 의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은 단지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에 속해 있는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내법원도 국가의 중요한

기관으로서 국제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판단할 때,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국내법과 국제법이 최대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안을 검토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II. 유럽사법재판소의 태도

최근에는 안보리 제재결의의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다수의

소송이 국내법원에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가

보장하는 헌법상 최고의 가치라는 점에서 국내조치가 안보리결의의

규정과 차이가 있다거나, 결의의 이행을 위해 규정된 국내법적

절차상의 미비를 이유로 항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인권침해의 문제가 제기되면 국내법원은 UN 회원국으로서

안보리의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할 의무를 지키는 것과 청구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사를 하는 것 사이에서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169)

이하에서는 UN 안보리 제재결의의 이행조치에 대해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된 Kadi v. Council and commission 사건에 대해

국내법원이 아닌 유럽사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안보리결의의 이행조치와 관련하여

인권침해의 문제가 중점적으로 제기 되었을 때, 국내법원이 어떤

169) 도경옥, “테러혐의자에 대한 UN의 선별적 제재 -유럽사법재판소의 Kadi 판결을 중심

으로-”, 서울 국제법연구 제17권 제1호 (2010), p.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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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회원국의 헌법상 가치와 안보리 제재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사건의 개요를 보면, 안보리가 결의 제1267호와 제1333호를 통해

전 세계에 있는 알 카에다 및 탈레반 구성원들과 관련자들을

제재대상자로 지정하여 자산동결, 여행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하자 EU이사회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이사회

규칙(Regulation)을 채택하였다.170)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사업가 카디(Yassin Abdullah Kadi)가 테러지원혐의가 의심되어

자금 동결 대상자가 되었고 이사회 규칙 제881/2002 제1부속서에

의해 유럽 연합 회원국 내에 소지하고 있던 카디의 재산이

동결되었다. 카디는 이사회 규칙 881/2002가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 재산권 및 효과적인 사법심사를 받을 권리를 위반하였다며 위

조치의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유럽제1심재판소(European Court

of First Instance, CFI)에 제기하였다.171)

이에 대해 유럽제1심재판소는 먼저 안보리의 구속력 있는 결정은

UN헌장상의 의무에 포함되며, UN헌장 제103조와 국제 관습법에

따라 헌장상의 의무가 모든 국내법 및 국제법상의 의무에

우선한다고 하였다.172) 그러면서 재판소는 EU가 UN의 회원이

아니므로 UN헌장에 직접 구속되는 것은 아니나 공동체 설립조약에

따르면 EU의 회원국들이 UN헌장상의 의무에 구속되므로 EU도

공동체 설립 조약에 따라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UN헌장상의

의무에 구속된다고 하였다.173) 따라서 안보리의 구속력 있는 결의는

170) 이사회 규칙 337/2000, 467/2001, 881/2002.

171) Kadi v. Council and Commission, Case T-315/01 (2005).

172) Ibid, para. 184. : "That primacy extends to decisions contained in a resolution 

of the Security Council, in accordance with Article 25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under which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gree to accept 

and carry out the decisions of the Security Council.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3 of the Charter, the 

obligations of the Parties in that respect prevail over their obligations under any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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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재판소의 심사 범위 밖에 있다고 하였다.174)

그러나 재판소는 예외적으로 안보리결의가 국제법의 상위 규범인

강행규범에 비추어 적법성을 가지는 지는 심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카디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재산권,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

효과적인 사법심사를 받을 권리를 강행규범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사안을 검토하였다.175)

그 결과 제1심재판소는 1) 재산권의 자의적 박탈은 강행규범에

반하는 것이지만 카디의 경우에는 이사회 규칙에 근거한 조치가

국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고, 자금 동결이 재산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에 불과하며

제재대상자가 자신의 국적국이나 거주국을 통하여 제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재산권의 자의적 박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2)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우선

이사회는 안보리결의를 이행할 의무에 구속되므로 이사회 내에서는

이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176), 제재위원회에서 심리를 받을

권리는, 카디에게 적용되고 있는 제재가 국제 안보라는 중요한

목적을 위해 취해지고 있는 일시적인 재산에 대한 제한이므로

허용될 수 있는 제한 조치라고 보았다.177) 마지막으로 3) 재판소는

세계 인권선언 제8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효과적인 사법심사를 받을 권리에 대해

판단하면서 재판청구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하면서 안보리가 청구인에게 이용 가능한

173) Ibid, paras. 192-194.

174) Ibid, para. 225. : "...the resolutions of the Security Council at issue fall, in 

principle, outside the ambit of the Court’s judicial review and that the Court has 

no authority to call in question, even indirectly, their lawfulness..."

175) Ibid, paras. 226-228, 231.

176) Ibid, paras. 255-260.

177) Ibid, para.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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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구제수단을 제공하지 않았을 지라도 그것 자체가 강행규범

위반은 아니라고 하였다.178) 유럽제1심재판소의 판결을 요약하면

카디의 재산을 동결하도록 한 안보리의 결정이 카디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위 판결에 불복한 카디는 EU의 최고재판소인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에 상소하였고,

유럽사법재판소는 제1심과는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렸다. 먼저 그

접근 방법에서부터 유럽제1심재판소와 다른 논리를 전개했는데,

유럽공동체는 국제협정에 침해 받지 않는 독립된 자치적인

법체계이며179), UN헌장상의 의무인 안보리결의가 공동체 법질서의

일부라고 해도 기본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공동체법의

일반원칙들 보다는 하위에 위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180)

이에 따라 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공동체법의 기준에 맞추어

사안을 판단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재판소는 이사회가 어떤

근거로 청구인에게 자산동결 조치를 취했는지 밝히지 않았고,

그러한 조치가 결정된 후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입장에 대해 항변할

기회도 갖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곧 청구인의 방어권, 특히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다.181) 또한 청구인이

EU의 사법제도 하에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다.182) 재산권에 대해서도 자산동결 조치의 적용이

178) Ibid, paras. 285-287.

179) Kadi v. Council and Commission, Case C-402/05 P & C-415/05 P (2008), 

para. 285. : "It follows from all those considerations that the obligations imposed 

by an international agreement cannot have the effect of prejudicing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the EC Treaty, which include the principle that all 

Community acts must respect fundamental rights, that respect constituting a 

condition of their lawfulness which it is for the Court to review in the 

framework of the complete system of legal remedies established by the Treaty." 

180) Ibid, para. 305. 

181) Ibid, para. 348. 

182) Ibid, para.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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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규칙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건을 권한 있는 당국에 회부할

수 있는 절차의 보장 없이 도입되었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제한을 구성하며, 이러한 이유로 동 이사회 규칙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183)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안보리결의가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카디를 제재대상자로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판결한 것이 아니라

안보리결의를 이행하는 EU의 조치가 제재부과대상자에게 정당한

법적 절차를 보장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판결

이후 유럽 공동체 위원회는 카디에게 제재대상자 선정 이유를

밝히고, 카디로 하여금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이사회

규칙에 적법절차 규정들을 포함하기 위해 2개의 규칙 1109/2008과

1190/2008을 제정하였다.184) 이후 카디는 EU집행위원회에 규칙

1190/2008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집행위원회는 이들이 알

카에다와 관련이 있는 것이 확실하여 자산동결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정당하다고 하였다.185) 이에 카디는 규칙 1190/2008을 무효로

하는 소송을 유럽 제1심재판소에 제기하였으나 동 재판소가 사건을

재판 명부에서 삭제할 것을 명령, 소송은 종결되었다.186)

유럽제1심재판소의 기본입장은 EU도 UN헌장상의 의무에

구속되고 헌장 제103조에 따라 헌장상의 의무가 우선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안보리결의를 심사할 수 없으나 예외적인 경우로

안보리결의가 국제법상의 강행규범과 충돌되는지에 대해서는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1심재판소의 입장은 앞에서

살펴본 국내법원의 태도 중 사법자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183) Ibid, paras. 369-372.

184) 이주윤, supra note 117, 국제법학회 논총 제55권 제4호 (2010), p. 223.  

185) Ibid., p. 223.

186)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2010), p. 51. Case T-45/09: Order of 

the General Court of 22 March 2010 — Al Barakaat International Foundation v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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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럽제1심재판소는 EU법을 UN헌장이라는 국제법의

위계질서 속에 포함시킴으로써 국제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줌187)과 동시에 재산권,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 효과적인

사법심사를 받을 권리와 같이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사유를 들어 안보리결의의 정당성을 검토하는 좀 더

발전된 태도를 보여주었다. 특히 제1심 재판소가 예외사유로 든

강행규범(jus cogens)은 “그로부터의 이탈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전체 국제사회가 수락하며 인정한 규범”188)으로 국제법의

상위규범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납득이 갈만한 논리였다고 판단된다.

Gráinne de B´urca도 재판소의 이러한 논리가 “첫째, EC의 행위를

UN헌장 하에서 행사되는 권한에 복종시키면서 둘째, EC법에서

보호하는 인권이 아닌 국제법상의 강행규범 하에서 보호되는

인권의 개념에 입각하여 안보리결의와의 양립성을 검토 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 하다고 한 바 있다.189) 그러나 문제는 논리

전개의 과정이다. 강행규범(jus cogens)이 전체 국제사회가

수락하고 인정한 규범이라는 것과, 국제법의 상위규범이라는 것도

국가들에게 비교적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무엇이 강행규범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는 국제사회의 일반적 합의가 없는 상태이다.

특히 인권이 강행규범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수락되고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들이 강행규범에

속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이는 곧 유럽제1심재판소가 강행규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재산권,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 효과적인

사법심사를 받을 권리가 강행규범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187) 도경옥, supra note 169, p. 153.

188) 비엔나 조약법 협약 제53조.

     강행규범은 비엔나 조약법 협약에서 뿐 아니라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v. 

Rewanda 사건, Belgium v. Senegal 사건 등의 ICJ의 판결을 통해서도 인정된 개념이

다. 정인섭, 신국제법 강의-이론과 사례, 제4판 (박영사, 2013), pp. 74,310.  

189) Gráinne de B´urca,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and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after Kadi",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51, No. 1 (2010),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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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되면 이를 기준으로 내린 재판소의

판결은 설득력이 떨어지게 된다. 더욱이 재판소는 위의 권리들이 왜

강행규범인지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이들 권리를 강행규범이라 단정하고 논의를 전개하는 우를

범하였다. 만약 재판소가 심사대상이 된 재산권,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 등이 강행규범에 포함되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판결을 내렸다면, 비록 현재 인권상의 어떤 권리들이 강행규범으로

인정되는지 확립된 바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이러한 권리들이

강행규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초석을 놓는 획기적인 판결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한편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유럽공동체가 독립된 자치적인

법체계를 가진다고 보고 안보리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도입된

이사회 규칙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앞에서 살펴본

국내법원의 태도 중 가장 마지막에 검토했던 국내법원의 태도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앞에서

지적 했듯이 국가가 부담하는 국제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즉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표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존재에

대해 인식조차 하지 않은 결과를 낳는 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해당 판결은 많은 인권단체로부터 옹호를 받았으나190)

인권존중에 초점을 맞춘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어도 충분히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UN

안전보장이사회가 헌장 제24조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1차적 책임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제25조에 따라 회원국은 이

같은 목적으로 내린 안보리의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할 의무를

지지만 여기에도 분명히 제한이 있다. 이러한 제한은 헌장 제1조

제1항에서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행동함에 있어

190) Takis Tridmas and Jose A. Gutierrez-Fons, "EU Law, International Law, and 

Economic Sanctions against Terrorism: The Judiciary in Distress?",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32, (2009), pp. 6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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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제55조와 제56조에서는

UN이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의 촉진을 위해, 모든 회원국과 협력하여 공동의 조치 및

개별적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각하건데, 유럽 사법 재판소가 인권에 초점을 맞춘 판결을

내리고자 의도 했던 것이라면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는 이사회

규칙이 위와 같은 UN 헌장상의 목적과 부합하는지, 나아가서는

안보리 제재위원회의 시스템이 헌장상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놓고 판단했어도 충분했을 것이라 본다.

III. 소결

안보리결의의 이행을 위한 국내조치가 문제되어 회원국 법원에

소가 제기 되었을 때, 이를 대하는 법원의 태도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면서 많은 질문을 던진 바 있다. 이는 국내법원이

안보리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조치를 심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보리결의는 사실상 각 회원국의 국내법 체계 속에서

이행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법원이 사실상

안보리결의의 적법성에 대해 판단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국내 법원에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인 지에 관한 것들이었다.

안보리 제재 체제는 결의와 관련된 문제를 직접 다툴 수 있는

재판소를 설치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안보리가 채택하는 결의의

내용과 안보리 제재 체제가 제공하는 절차가 모두 완벽하게

정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안보리결의를 이행하는 조치는

각국의 국내법 체계가 상이함에 따라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결의 및 이와 관련된 조치에 대해서 국내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또한 국내법원이 안보리결의에 대한 국내적 조치에 대해 사법



- 70 -

심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안보리결의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다수의 경우에

국내법원들은 안보리결의를 기준으로 이를 이행하는 국내조치가

안보리결의의 내용과 부합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하였다. 특히

영국의 Othman 사건은 주목할 만한 예라고 생각한다. 동 사건에서

영국 법원은 결의 제1333호에 인도적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인도적 예외와 같은 필수적인 사항이 당연히

결의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판결을 내렸고, 그로부터

일년 후 안보리는 제재결의 제1452호를 통해 인도적 예외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는 안보리가 영국 법원 판결의 논리적 정당성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또한 이 사건은

국내법원의 논리적인 결의 해석이 안보리결의 체제에 대한

견제역할을 한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한편 유럽사법재판소가 판단한 카디 케이스는 국내법원의 판결이

오히려 안보리 제재 체제가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데에 기여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예라고 생각한다. 먼저 재산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법원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은 높이 평가할만 하다고 본다. 다만 앞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국제의무를 공동체법의 하위의 위치에 놓고 사안에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UN헌장 상의 인권보호나

국제관습법상의 원칙 등을 근거로 했다면 전혀 논란이 없는 결정을

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안보리 체제가 인권을 고려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터키 제1심법원이나 파키스탄의 법원과 같이 아예

안보리결의와 국내조치의 연결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문제의

조치가 정당한 국내법적 절차에 따라 취해졌는지 만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은 국가에도, 개인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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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좁은 시각을 가지고 사안을 판단하게

되면 결국 국내법원은 소를 제기한 청구인에게 사법적 해결을

제공해주지 못할 뿐 아니라 조치를 이행한 정부와 대립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안보리제재 체제를 견제하거나 안보리체제가

발전하는데 도움을 주기 보다는 단순히 국가로 하여금

안보리결의를 위반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내법원에게 안보리결의를 심사할 권한이 있는가와

같은 질문에 단정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안보리결의의 이행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가 국내법원에 제기되고

있고, 국내법원은 이에 대해 현실적인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안보리결의와 국가의 국내조치

사이의 연결성을 인정하고, 부득이하게 결의의 내용을 해석하거나

결의의 내용과 반대되는 판결을 내려야 할 때에는 그 근거를

국내법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UN 헌장 혹은 강행규범과 같은

국제법에서 찾음으로써 판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안보리

제재 체제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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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한국의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안보리결의의 채택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채택된 제재결의가 각 국가 내에서 실행되는 것이다.

UN 회원국에 가입한지 20여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는

안보리결의가 채택된 후 어떤 절차를 통해 해당 부처에 결의

내용을 전달하고 법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며, 결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개인과 법인들에게는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을까? 또한

안보리결의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러한 조치의 법적 근거와 효력은 무엇일까?

이하에서는 위의 물음에 대해 검토해보고, 우리나라의 안보리결의

이행체계나 각각의 조치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 정부의 이행조치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 내용을 결의의 내용과 비교하여 검토해보고, 해당조치들이

안보리결의가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해보기로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안보리결의의

이행만을 위한 수권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 법령을 활용하여

안보리 제재결의를 이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이

앞에서 살펴본 각 회원국들의 이행방식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기로 한다. 또한 검토결과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해보려 한다.

본 장을 통해 다루어질 한국의 안보리 제재결의 실행은 대북한

결의 제1718호, 제1874호, 제2094호, 대이란 결의 제1737호,

제1747호, 제1803호, 제1929호 그리고 알카에다 관련 결의 제1267호,

대리비아 결의 제1970호에 대해 우리나라가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제출한 국가 이행 보고서에 중점을 두고 정리하였다.191) 그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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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관보 게재 내용 및 외교부, 통일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정부기관과 정부산하 기관이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참고 하여 정리하였다.

제 1절 결의 이행을 위한 국내적 조치

I. 국내적 결의 이행체제

UN 헌장을 근거로 한 안보리결의에 관한 사무는 외교부가

관장한다. 안보리결의가 채택되면 외교부의 안보리결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국제기구국의 UN과, 군축비확산과, 테러 문제를 전담하는

국제안보과가 공문을 통해 동급 부처인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관계부처에 결의 채택 사실 및 지침을 전달하고, 관계부처들은

이에 따라 소관분야에 대한 제재 내용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를테면 안보리가 결의를 통해

금융제재대상자 및 여행금지대상자를 지정하면 외교부는 해당

내용을 기획재정부에 공문으로 전달하고 기획재정부는 자산동결 및

거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추가로 지정된

개인 단체를 관보에 게재하는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한편 관련부처는 법령 제정 및 개정 작업 뿐 아니라 민간 기업과

191) 대북한결의 이행보고서: UN Doc. S/AC.49/2006/8; UN Doc. 

S/AC.49/2006/8/Add.1; UN Doc. S/AC.49/2009/2; UN Doc. S/AC.49/2009/13; UN 

Doc. S/AC.49/2009/13/Add.1; UN Doc. S/AC.49/2013/8;

   대이란결의 이행보고서: UN Doc. S/AC.50/2007/51; UN Doc. S/AC.50/2007/115; UN 

Doc. S/AC.50/2008/28; UN Doc. S/AC.50/2010/9;

   결의 제1267호에 대한 이행보고서: UN Doc. S/AC.37/2003/(1455)/9;

   결의 제1970호에 대한 보고서: UN Doc. S/AC.52/2011/21. 한국의 실행을 정리하기 위

해 참고한 이들 보고서는 현재 제재위원회 홈체이지에서 열람 가능한 국가 이행 보고서 

중 한국이 제출한 보고서 전부이다, <http://www.un.org/sc/committees/> (2014.1.22. 

최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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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기관들에 협조를 요청하는 작업을 통해 법적 조치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 한다. 이는 안보리의 주요 제재 대상이 되는

전략물자의 수출입·반입, 금융제재와 관련한 분야는 법조항으로

일일이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직접 다루는 기관이나

단체가 정부부처의 주관 하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민간 기업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결의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안보리결의가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다수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의 정부 조치에 관한 정보를 민간에 전달하는

것은 결의 이행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다. 관련 부처가 법률 혹은

고시를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이러한 조치가

민간부분에 전달되지 못한다면 결의의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조치가 민간에 전달되는 경로를 살펴보면

먼저 외교부는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결의 채택에 대해

알리고, 내용에 대한 간단한 요약과 함께 결의 원문, 비공식 국문

번역과 제재 대상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192) 프랑스나 스페인의

경우에는 결의가 채택되면 관보에 게재하여193) 결의 채택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안보리결의

채택과 관련하여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만 관련조치에 대해

관보에 고시하고 있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법령 개정, 정부 부처 산하기관을 통한 통제,

가이드라인 시행과 같은 정부 차원의 조치는 주로 설명회 개최를

통해 민간 기업에 전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전략물자

관리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이드라인의 시행과 개정에 관한

안내를 비롯해 이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민간 기업에 전달하고

192)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news/pressinformation/index.jsp?menu=m_20_30.

193) 정인섭, 신국제법 강의-이론과 사례, 제4판 (박영사, 2013), p.122.



- 75 -

있다.194) 민간기업의 입장에서는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자료를 통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전략물자 수출허가 업무 처리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해당 기업이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서

규제하고 있는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정 받을 수 있다.

해외건설 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이드라인에 관해 안내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민간 기업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고195), 전국

은행 연합회는 시중 은행담당자들을 상대로 정부 제재안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민간 기업에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국 은행 연합회는 안보리결의

제1929호와 관련하여 2010년 8월부터 대이란 대금 결제와 관련한

은행의 애로사항 청취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대책반을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이에 따라 각 은행은 이란거래 관련 상담을 위하여

본점에 기업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 바 있다. 설명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 관리원, 무역협회,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등 정부 부처 및 각 기관이 협력하여 안보리 제재안과 이에 따른

법적 조치 및 가이드라인의 시행에 관해 설명하고 참석 기업들에게

세부사항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진행된다.

II. 국내적 이행조치

이하에서는 우리나라가 안보리 제재결의를 어떻게 국내법으로

이행해 왔는지 주무 부처와 관련 규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UN 내에는 14개의 제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운영되고 있는 제재위원회와 제재의 내용을 망라해 보면

194)전략물자 관리원이 개최하는 다양한 설명회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https://

www.kosti.or.kr/kosti/BoardJoinGround.do?pid=121 참조.

195)설명회관련정보는홈페이지http://kor.icak.or.kr/board/main_ko.php?bod=67&act=read

&r_mod=r&seq=594&no=3&cate=&page=1&keyword=가이드라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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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위원회
제재대상 국가/개인/단

체
제재 조치

751위원회

소말리아와 에리트레아

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

이 되는 자

1. 제재대상자에 대한 무기금수

2. 여행금지

3. 자산동결

4. 목탄금수(반군 Al Shabaab

의 자금원 차단)

아래 표1196)과 같다. 표1을 통해서 소말리아와 에리트레아에 대한

목탄금수, 코트디부아르에 대한 다이아몬드 금수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무기 및 관련물자 금수, 여행금지, 금융제재의 세

항목으로 제재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무기금수조치에는 기본적으로 영토, 해상, 영공에서의

검색·차단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 우리나라의 제재

이행을 검토하는 데에도 제재위원회가 분류하는 방식대로 무기 및

관련물자 금수조치, 검색 및 차단조치, 금융 및 경제제재,

여행금지로 항목을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안보리

제재결의에서 종종 결의 내용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요구하는 경우를 고려하여197) 처벌규정에 관한

이행도 마지막 항목으로 추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1

196) 제재위원회 홈페이지 에서는 각 제재위원회별로 채택한 결의 및 결의의 주요내용, 이

행현황에 대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표1은 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http://www.un.org/sc/committees/> (2014.1.13. 최종 방문).

197) 예를 들어 안보리 결의 제1540호는 3항 d호에서 테러방지를 위해 관련물질에 대한 

수출입 통제, 그러한 물질의 수출 및 이동에 관련된 자금지원 등의 행위를 규제하는 조

치를 국내법을 통해 이행할 것을 결정하면서,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적절한 형사 

처벌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안보리 결의 제820호(1993), 제841호 (1993), 

제864호 (1993), 제1267호 (1999), 제1295호 (1999), 제1333호 (2000), 제1373호 

(2001) 등 다수의 결의에서 결의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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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위원회

테러행위와 관련된 알카

에다 및 알카에다와 연

관된 개인과 조직

1. 무기금수(검색 및 차단조치)

2. 여행금지

3. 자산동결

1518위원회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

관계자

1. 무기금수

2. 자산동결

1521위원회
라이베리아의 평화와 안

전에 위협이 되는 자

1. 무기금수

2. 여행금지

3. 자산동결

1533위원회
콩고 민주공화국 내전

관련자

1. 무기금수

2. 여행금지

3. 자산동결

1572위원회
코트디부아르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

1. 무기금수

2. 여행금지

3. 자산동결

4. 불법 유통되는 다이아몬드

에 대한 금수조치(반군의 주

수입원 차단 목적)

1591위원회
수단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

1. 무기금수

2. 여행금지

3. 자산동결

1636위원회

레바논(국무총리 및 그

외 22명에 대한 테러혐

의자들)

1. 여행금지

2. 자산동결

1718위원회
북한 미사일·핵·대량살

상무기 관련자

1. 무기금수

2.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관

련 물자 금수

3. 사치품 금수

4. 여행금지

5. 핵무기 혹은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금융 서비스 제

공 또는 금융 및 기타 자산의

이전 금지

1737위원회

이란의 핵확산 활동 혹

은 핵무기 운반체계 개

발 관련자

1.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확산

에 관계된 물질에 대한 금수

2. 무기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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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행금지

4. 자산동결

1970위원회

리비아(리비아 시민에

무력행사한 카다피 정부

의 인사 및 측근들)

1. 무기금수

2. 여행금지

3. 자산동결

1988위원회

아프가니스탄의 안전과

평화에 위협을 가하는

탈레반 구성원 및 관련

자

1. 무기금수

2. 여행금지

3. 자산동결

2048위원회
기니비사우(쿠데타 일으

킨 반군 조직원들)
1. 여행금지

2127위원회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인

종, 종교갈등으로 인한

무력사용, 소년병 징집

및 성폭력 자행)

1. 무기금수 및 검색 시 위반

무기 압수, 처리

1. 무기 및 관련 물자 금수조치

무기 및 관련 물자 금수조치는 대외무역법을 중심으로 이행된다.

대외무역법 제5조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 등의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항 제4호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하여 안보리 제재결의상의

무기금수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안보리결의는 무기 및 관련물자 금수조치와 관련하여 다자간 수출

통제 체제의 가이드라인198)을 준수할 것을 명시199)하고 있는데

198) 원자력 공급그룹 (Nuclear Suppliers Group), 미사일 기술 수출입 통제 체제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호주그룹 (Australia Group), 바세나르체제 

(Wassenaar Arragement)로 이루어진 국제 수출통제 체제. UN Doc. S/2006/814; UN 

Doc. S/2006/815 각각 <http://www.un.org/Docs/journal/asp/ws.asp?m=S/2006/814>  

 <http://www.un.org/Docs/journal/asp/ws.asp?m=S/2006/815> (2013.12.29 최종 

방문).

199) 그 중 하나의 예로 UN Doc. S/Res/1737 (2006). 제5항 (a)호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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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 또한 이러한 물품들에 대한 통제조치를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이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안보리 제재 이행의 근거가 되고 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는

이에 따른 다자간 수출통제체제를 열거하여 명시하고 있다.200)

이를 근거로 제19조부터 제25조에서는 전략물자(군용물자 품목과

이중용도 품목)201) 및 그 외의 대량파괴무기와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해

수출입통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6조는 앞의 조항에 따른 전략물자 등의 수출통제에 관한

요령을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고시” 및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제·개정하여 특정국가로의 제재품목에 대한 수출입 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202) 대외무역법 제19조 제4항과 위 고시 제4조에

따라 전략물자(strategic items)로 지정된 물품이나 기술을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혹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Decides that, for the supply, sale or transfer of all items, materials, equipment, 

goods and technology covered by documents S/2006/814 and S/2006/815 the 

export of which to Iran is not prohibited by subparagraphs 3 (b), 3 (c) or 4 (a) 

above, States shall ensure that:

     (a) the requirements, as appropriate, of the Guidelines as set out in documents 

S/2006/814 and S/2006/985 have been met; and...”

200) 바세나르체제, 핵공급그룹,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오스트레일리아그룹, 화학무기의 개

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세균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 금

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201)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제2조 제1호. 산업통장자원부고시 제2013-39호, 관보 제

18028호 (2013.5.31).

202) 참고로 UN 제재결의에 의한 전략물자 및 기술의 통제는 물품의 교역에 있어 자유무

역에 대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1994 GATT 제21조 (c)는 회원국이 국제평

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UN헌장에 의한 의무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 없

이 GATT 및 WTO협정상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1994 GATT 제21조가 원

용되었던 13개의 사건 중에 제21조 c호의 UN헌장상의 의무이행을 위한 조치가 문제된 

사례는 아직 없다. 박언경, “전략물자수출통제에 대한 1994년 GATT 제21조의 적용성-

개별요건 검토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 논총 제54권 제1호(2009), pp. 74,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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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출하려는 품목이 안보리결의에서 제재하는 전략물자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허가기관을 통해 사전판정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원자력

전용품목에 대해서는 원자력 위원회(제4조 제2호)가, 해당 고시

별표 3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제4조 제3호)이

사전판정을 실시한다. 그런데 제4조 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전략물자 사전판정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물자관리원203)에 위탁하고 있다.204)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과 이란, 아프가니스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을 제외한 표1의 제재 대상국에 대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고시”를 통해

무기 및 관련물자 금수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살펴보면, 위 고시 제14조는 리비아를 도착항으로 하는

수출 및 리비아를 원산지 또는 선적항으로 하는 수입에 대해 그

대상물품이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등 안보리결의에서

제재대상으로 정한 물품일 경우에는 수출입 및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고 하는 기업이

제14조 제2항에 규정된 예외사유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205) 또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통해

위 고시에 의한 조치대상자 외의 안보리결의 대상자를

우려거래자로 지정하여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206)에

203) 전략물자관리원은 대외무역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설립한 것으로 수

출하려는 물품 등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지 판정하는 업무,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

시스템의 운영업무, 전략물자의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 업무 및 조치의 이행을 위한 정보

제공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204) 전략물자 해당 판정은 전략물자관리원과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을 

통해 받을 수 있고, 원자력수출입통제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www.neps.go.kr)

가 판정한다.

20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87호, 관보 제18172호 (2013.12.31.).

206) 우려거래자는 전략물자수출입관리시스템에서 검색·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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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하고 우려거래자와 수출 등의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별도의 상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대북제재와 관련하여서는 대외무역법 제19조 제3항과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전략물자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최종 사용자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의 제조,

개발, 운반 등으로 전용이 가능한 경우 수출을 규제하는

캐치올(catch-all)통제를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한편 통일부는 대북 제재와 관련하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5조를 통하여 안보리결의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가 이전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또한

제9조 및 제17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을 방문 하거나 북한

주민과 연락을 취하거나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천안함 사건 이후

한국정부는 2010년 5월 24일부터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북한과의

모든 교류와 협력을 중단하는 5·24조치207)를 시행하고 있다. 이

조치는 안보리결의 제2094호 부속서에 명시된 핵·미사일·화학무기

관련 8개 품목에 대한 통제도 포함하고 있다.

통일부는 또한 2006년 대북 안보리결의 제1718호에 따라 2009년

7월 “반출·반입 승인 대상 물품 및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208)를

통해 13개의 사치품 리스트를 지정, 동 리스트에 명시된 물품에

대한 금수조치를 시행해 왔으며, 안보리결의를 통해 대북 제재

<https://www.yestrade.go.kr/common/common.do?jPath=/ja/jaEa081C&CURRENT_M

ENU_CODE=MENU0055> (2014.1.8. 최종 방문).

207) 2010년 5월 24일 우리 정부가 천안함 침몰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물적 교류를 중단하는 내용으로 취한 

대북제재조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북한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 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대북 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

류 등이다. 통일부, “5·24조치 2주년 설명자료”, (2010), 

<http://www.unikorea.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392&curNum=7> 

(2013.12.29 최종 방문).

208) 통일부 고시 제2009-3호, 관보 제17042호 (200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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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 추가될 때마다 고시를 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 검색 및 차단조치

우리나라는 안보리 제재결의에 의한 검색 및 차단조치가

해양경비법, 관세법, 항공법, 개항질서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등에

의해 이행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209)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이행하고 있는 검색 및 차단조치의 근거

조항을 살펴보면 먼저 해양경비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대량파괴무기나 그 밖의 무기류 또는 관련물자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등에 대해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3조에서는 검색에 응하지 않는 선박등에 대해

추적 및 나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제265조는 세관공무원이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봉쇄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00조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박·차량·항공기·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검증하거나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안보리결의 제재대상물품을 선적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 혹은 항공기가 입항한 경우에 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항공법 제144조 제1항은 항공기의 이륙시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교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비행장에

착륙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재대상물품 적재가 의심되는

항공기에 대해 규제가 가능하다.

209) UN Doc. S/AC.49/2006/8, p. 8; UN Doc. S/AC.49/2009/13, pp.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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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항질서법 제5조 및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외국국적의 선박이 남한의 항만을 출항하여 바로 다음 기항

예정지가 북한인 경우 또는 외국국적의 선박이 북한을 기항한 후

180일 이내에 남한의 항만에 최초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법

제41조 및 제42조는 또한 위험물을 적재하고 입항하려는 선박에

대해 제20조와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호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선박에 대한 검사조치 및 이동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 제3항에서는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수역에 대해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고, 제6조에 따라 이를 위반한

외국선박에 대해 관계당국은 정선·검색·나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제5조의 외국선박 정지요건을 살펴보면 해당 법령으로

안보리결의에서 제재하고 있는 물품을 적재한 선박에 대해 검색 및

차단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 의문이 든다. 이에 관해서는 이행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분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이상의 법령을 바탕으로 대북 안보리결의의 이행조치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정부는 해양경비법 제12조, 관세법

제265조, 남북해운합의서 및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210) 제2조 제8항에 따라 우리나라 영토 내 북한 행·발

금수품목 적재의심 화물에 대해 검색을 실시하고 있으며, 남북간

통관화물에 대해서도 “남북 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남북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을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통일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210) 남북해운 합의서:2004년 5월 28일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 2005년 8월 1일에 

발효된 것으로 15개 조문과 부속합의서 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보, 제16059호 

(20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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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공에서의 검색 및 차단조치로 주목할 만한 예가 있는데,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211)에

근거하여 제정한 동법 시행령이 그것이다. 군용항공기 운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는 안보리결의 이행을 위한

국내조치로는 이례적으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라는 문구를 직접

규정에 명시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제재대상 품목을

적재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항공기의 경우 “비행목적이 의심스러운

항공기”로 간주되어 강제 퇴거·강제 착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북 안보리 제재결의 제1874호 제9항212) 및 제10항213)은

무기 등의 구매 및 판매금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본 결의

제11항에서 제17항까지는 이에 해당하는 무기의 공급, 판매, 이전

등이 금지된 품목을 적재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동 화물을

적재하고 있는 운송수단에 대해 검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영공을 지나는 북한행 또는 북한발 항공기에 대해

필요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11) 제10조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 항공기의 운

항에 관한 국제법 중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이하 "국제법규"라 한다), 그 밖의 관계 법률을 위반한 항공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강제퇴거·강제착륙 또는 무력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국제법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 대한민국의 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 중 비행목적이 의심스러운 항공기로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인정되는 항공기

212) 제1718호 8항 (b)의 조치가 모든 무기와 관련 물품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기 또는 물

품의 공급, 제조, 정비 또는 사용과 관련된 금융거래, 기술훈련, 자문, 역무 또는 지원에

도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한다.

213) 제1718호 8항 (a)의 제재 조치가 소형무기와 관련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무기와 관련 

물품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기의 공급, 제조, 정비, 사용과 관련된 금융거래, 기술 훈련, 

자문, 역무 또는 지원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한다. 또한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에게 소형무기를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이전하는 데 대해 주의하도록 촉구하

고, 동 공화국에 대한 소형무기의 판매, 공급, 이전 시 최소한 5일 전에는 위원회에 통보

하도록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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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 및 경제제재

금융 및 경제제재를 담당하는 부처는 주로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이고,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통일부가 함께 주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외국환 거래법 및 이를 근거로 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을 통해

제재결의를 이행하고 있다.

먼저 외국환 거래법 제 15조 제1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 받는 지급 또는 수령과 관련하여 환전절차, 송금절차,

재산반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동조 제2항

제2호에서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 안보리결의의 이행과 관련하여

동 법률 제2조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외국환 거래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고시”를 제정하여

안보리결의 제재대상자에 대한 금융제재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제 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는 구체적인

안보리결의 번호와 함께 해당 제재위원회가 지명한 자들을

금융제재조치의 대상자들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해당 지침 제3조는

제2조상의 제재대상자들과 관계된 지급 및 영수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조치의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란제재와 관련하여서는 제4조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거주자가 이란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소재하는

단체와 건당 4만유로 혹은 건당 1만유로를 초과하는 거래의 12개월

간 합산액이 4만유로 이상의 지급·영수를 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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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총재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한국은행 총재는

해당 지급 또는 영수가 이란의 핵확산 민감 활동 또는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우려가 있는 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 수 있다.214)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침에 명시된 제재대상자 명단을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와 관보에 게재하고, 관계부처와 외환은행 등의 기관에도

전달하여 이들에 대한 경제제재를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

민간단체는 이상의 법령 및 고시지침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한다. 일례로 기획재정부는 대이란

안보리결의 제1929호 및 이란 금융제재와 관련한 미국의

대통령명령 제13382호의 이행을 위해 2010년 9월 9일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을 개정215)하였으며, 멜라트은행을 포함한 126개의

이란관련 금융제재대상자를 지정하여 해당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216) 이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는 이란제재와 관련하여

“대금결제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국내은행들은 2010년 9월

9일부터 이란의 대량살상무기 및 국제테러와 관련되거나 석유자원

개발과 석유 정유제품 수출 등과 관련한 외국환 지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따라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지정한

126개의 금융제재대상자와의 외국환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안보리결의 제1929호가

금지하고 있는 이란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활동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여 외환거래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위반 혐의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2010년 10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2개월간의 외국환업무정지조치를 의결

하였다.217)

214)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3-17호 (2013.9.16.).

215)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23호 (2010.9.9.).

216)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519호 (20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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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제재 대상국가 은행의 신규 지점, 자회사 혹은 대표

사무소의 대한민국 내 신설, 제재대상국 은행의 대한민국 은행

소유, 대한민국 은행과의 합작투자 등을 금지하는 조치는 은행법

제8조 및 제58조에 따라 규제 되고 있다. 제재 대상국가 은행이

국내에 신규지점이나 자회사, 혹은 대표사무소를 신설하고자 할

경우 제5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범정부 협의체는

2010년 9월 8일 대이란결의 제1929호의 이행을 위한 발표문에서

이란은행의 한국 내 신규지점, 자회사, 사무소개설 및 국내은행의

이란 내 신규지점, 자회사, 사무소 개설을 불허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금융 위원회와 법무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량살상무기의 제조, 획득, 보유 개발, 운송, 이전 및 사용행위에

대한 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먼저 무기개발, 핵확산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자금세탁과 관련하여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금융정보분석원218)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세탁관련 혐의가 있는 거래를

수집·분석하여 불법거개,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 자료를 검찰청, 경찰청,

21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http://www.fsc.go.kr> (2010.10.6.). 

218)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자금세탁을 예방하고 외화의 불법 유출입에 대처하는 자금세탁방지기구

이다. 2001년 11월 28일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당

시 재정경제부의 소속기관으로 발족하였다. 2008년 2월 정부조직법 개편 등으로 금융위

원회의 소속기관으로 변경됐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관세청·경찰

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kofiu.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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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의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며 외국의

금융정보분석원과의 협정 및 정보교류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4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을

제정하여 테러자금조달과 관련한 안보리결의의 이행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항219)은 테러자금조달방지에 관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국제규범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알카에다ㆍ탈레반 제재위원회의 제재대상자에게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 등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위원회에 통지하여 승인을 받게 하고 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금융 및 현금서비스 제공, 북한 은행

신규지점 개설 및 합작투자, 대북무역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등을

금지하고 있다.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5조는

북한과의 거래에 있어서 그 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는

협력사업 시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여행금지

여행금지 제재조치를 이행하는 부서는 법무부와 통일부이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5호, 제11조 제3항, 제22조,

제28조 및 제29조에 근거하여 여행금지 제재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219)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항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 제3호의 경우 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알카에다·탈레반 제재위원회의 제재대상자인 경우에는 제3항

에 따른 금융거래등의 허가를 하기 전에 해당위원회에 통지하여 금융거래등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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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5호 및 제29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출국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3항은 입국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조와 제14조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출국 혹은

입국금지를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안보리결의상의 여행금지대상자 명단을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하고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3조에 의거하여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national border

checkpoint list를 수정하여 모든 출입국 심사기관이 즉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20)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제재대상자

및 이와 연관된 인물의 우리나라 방문이 제한된다.

한편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국가보안법에

따라 북한을 방문하려는 우리나라 국민과 우리나라를 방문하려는

북한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 안보리가 결의를 통해서 제재 대상을

정하거나 제재위원회에서 제재 대상을 정하면 위의 법률에 따라

이들에 대한 여행금지조치를 이행하게 되는 것이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장관의 방문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은 방문 승인을 받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거나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220) 알카에다에 대한 안보리결의 제1267호에 대한 한국의 이행보고서 UN Doc. 

S/AC.37/2003/(1455)/9, p. 2; 대이란 안보리결의 제1747호에 대한 이행보고서 UN 

Doc. S/AC.50/2007/115; 결의 1803에 대한 이행보고서 UN Doc. S/AC.50/2008/28,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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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벌규정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안보리결의는 종종 결의상의 조치를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한국도 안보리 제재결의의 국내적 이행 조치를 위반하여

대량살상무기의 거래, 무기 등의 개발에 대한 자금 지원, 불법

단체에의 가입, 정부의 허가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결의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됨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알카에다에 대한 제재내용을 담고 있는

결의 제1455호는 제5항에서 알카에다 조직원으로 가입하거나,

테러에 관련된 훈련을 받거나 조직을 지원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국내법에 근거하여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221)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제제 위원회에 제출한 동 결의에 대한

이행보고서222)에서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범죄단체 혹은 범죄집단을 조직하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무기징역,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이러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221) UN Doc. S/Res/1455(2003), 제5항

   Calls upon all States to continue to take urgent steps to enforce and strengthen 

through legislative enactments or administrative measures, where appropriate, the 

measures imposed under domestic laws or regulations against their nationals and 

other individuals or entities operating in their territory, to prevent and punish 

violations of the measur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resolution, and to 

inform the Committee of the adoption of such measures, and invites States to 

report the results of all related investigations or enforcement actions to the 

Committee, unless to do so would compromise the investigation or enforcement 

actions;

222) UN Doc. S/AC.37/2003/(1455)/9,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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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담당부서 관련법령 빛 제도

외교부 국제법규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

기획재

정부

외환제도과

관세제도과

*외국환 거래법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 등의 의무 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관세법

금융위

원회

금융정보 분석

원 기획 행정

실

*공중 등 협박 목적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

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 2조 제 4항

*은행법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

한 법률

-금융 정보 분석원 (koFIU);자금 세탁 방지를

자금을 제공 하는 등 단체의 유지나 결성에 도움을 준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테러관련 자금에 대해서는

형법 제32조와 제48조에서 각각 자금관련자는 종범으로 처벌하고,

자금은 몰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밖에도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법률 제27조에서 전략물자를

북한에 이전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허가를 얻었거나,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전략물자를 북한에 이전 하는 경우에 최대 3년의

징역이나 천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는 안보리제재결의 이행을 위한 국내조치를 위반할 경우

대부분은 기존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 안보리 제재결의의 이행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와

소관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고시, 지침 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 (*법률, -고시, 법률 설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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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지식 기반 시스템의 구축

산업통

상자원

부

융합기술과

수출입과

전략물자 관리

과

철강화학과

*기술개발 촉진법

*대외무역법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대외 무역법 제 5조

2제 4호)

-대북 전략 물자의 반출·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전략물자 관리원(대외 무역법 제 29조)

*산업 기술 혁신 촉진법

통일부 교류협력 기획

과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제 13, 14조)

-반출·반입 승인 대상 품목 및 승인 절차에 관

한 고시(사치품 리스트 지정, 2009년 7월)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 금지품 및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남북 교역 물품 통관 관리에 관한 고시

*남북 협력 기금법

법무부 공안 기획과

외국인 정책과

형사법제과

국제 형사과

*국가보안법

*출입국 관리법

*형법114조(테러 지원자를 대한민국 관할권 내

에서 발각 시, 그 대상을 처벌할 수 있는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 4조, 5조)

미래창

조 과

학부

*원자력법(현재 원자력 안전법)

-원자력 수출입 통제 관리 시스템

국방부 전력정책과

합참 공중 작

전과

*방위사업법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국토교

통부

항공정책과

해외 건설과

항공 교통센터

*항공법(144조) -영공통과 허가업무 처리지침

*해외건설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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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양

경찰청

경비과 *해양 경비법

해 양

수산부

항만 운영과 *개항 질서법

관세청 통관기획과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원자력

안전위

원회

방재환경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III. 국내조치의 법적 성격

UN 헌장 제7장에 근거해 채택되는 안보리 제재결의상의 조치 중

여행금지, 금융거래 제한 및 자산동결, 제재대상 물자의 수·출입 금

지 등은 대부분 제재대상자 및 이와 연관된 개인 및 법인에게 직접

영향을 미친다. 즉, 제재조치의 성격이 회원국의 정부 뿐 아니라 회

원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제재이

행을 위한 국내조치는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만

약 국내조치가 국내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정부가 기업이나 개인을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단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223) 이에 현재 우리

나라가 안보리결의의 이행을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의 법적 성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가 안보리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취하는 국내

조치들의 국내법적 지위에 대해 검토해보면서 국민의 기본권과 관

련한 사항을 규율하면서도 법적 근거나 효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없는 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대통령령을 제정하여 결의를 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군용

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와 공중 등 협박목

223) 배종인, supra note 76,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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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항

두 건이 이에 해당된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은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를 제외한 민간 항공기에 대한

검색·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중 등 협

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도 개

인·법인 또는 단체의 행위에 대한 제한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

로 조치의 법적 성격이 대외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대통

령령은 우리 법체계에서 국가와 국민 모두를 규율하는 일반적 구속

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에 속하므로 해당 조치는 법적 지위와 효력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는 안보리 제재결의의 이행을 위해 제정한 고시의 법적

성격이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항224)은

고시가 공문서의 일종으로 공고와 함께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통상 고시는 훈령·예규 등과

함께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것

으로서225) 법적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렇게만

보면 앞에서 살펴본 안보리결의 이행을 위해 제정한 고시가 대내적

효력만을 가지는 행정규칙으로 분류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

다. 그러나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규정에서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그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질 경우에는 근거 법령규정과 결합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226) 따라서

안보리결의의 국내적 이행조치의 일환으로 제정된 고시의 정확한

법적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들 고시의 근거법령을 면밀히 검

224)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24425호)

제4조(공문서의 종류)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공고문서: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225)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8), p. 223.

226) 대법원 1999.11.26,97누1347 판결, 대법원 2008.4.10,2007두484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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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각 고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고시”는 제1조에서

해당 고시가 대외무역법 제5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

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근거규정

들을 살펴보면 대외무역법 제5조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

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호는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6

조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동법 제5조에 따른 특별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6조를 근거로

하는데, 대외무역법 제26조는 수출입통제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구체

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관한 요령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반출·반입 승인 대상 품목 및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는 남

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25조

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다. 동법 제13조는 물품 등을 반출 혹은 반

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는 대상물품에 대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5조는

승인 절차를, 절차에 관한 고시는 대상물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 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은 외국환 거래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

29조 제1항,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는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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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

금지품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2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제정된 고시는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의 명확한 위

임에 근거하여 그 법령 규정을 보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안보리결의와 관련한 국내적 조치의 고시는 단순히 행정청의 일정

사항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리는 행정명령이 아니라 행정주체와 국

민과의 권리의무 관계를 직접 규율 하는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효

력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안보리 제재 이행을 위한 국내조치의 법적 지위에 대해 살펴보아

야 하는 또 다른 유형은 남북해운 합의서를 통한 이행이다. 남북해

운합의서 제2조는 남과 북이 지정한 항로대를 운항하거나 제3국을

경유하여 남과 북 사이의 항구간을 운항하는 남과 북의 선박에 대

해 합의서의 규정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부속 합의서 제2

조 제6항 및 제8항, 제9항에 따라 지정된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 및

물자운송을 하는 민간 선박은 금지된 물품을 적재하고 있다는 혐의

가 있을 시 검색 및 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남북간

의 선박 운항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7,435회, 2009년 2,577회,

2010년 1432회227)로 남북해운 합의서를 통한 남북 선박에 대한 조

치는 남북간의 항로를 이용하는 민간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해운합의서가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

으로 이행되고 있는 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남북해운합의서의 법적 근거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법률은 2005년 12월 29일 제정되어 2006년 6월 30

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대북정책의 법적 기초를 마련할 필요성이 증

227) 통일부 교류협력 기획과, “남북 인적·물적 왕래”, 통일부 통계자료, (2013.8.29). 

<http://www.unikorea.go.kr/index.do?menuCd=DOM_000000105006001000> 

(2014.1.13. 최종 방문). 선박운항횟수를 2010년까지만 명시한 것은 2010년 우리정부의 

5·24조치로 인하여 북한 선박의 우리해역 운항이 전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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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되고, 특히 남북간 합의서에 법적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22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3조와 동법시행령

제20조-제23조는 남북합의서의 효력과 효력발생을 위한 절차에 대

해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위의 법률 제23조에서는 남북 합의서가

남한과 북한 사이에 적용되며,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

체적으로 어떤 지위와 효력을 가지는 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

나 일단 남북해운합의서가 우리 헌법 체계상 헌법, 법률, 대통령령,

규칙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229) 그렇다면 남

북해운합의서가 국내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지 보기 위해서는 헌법

제6조 제1항 상의 조약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먼저 체결절차에 있어서 남북해운 합의서는 대통령이 체결·비준

권을 가지고 국무회의의 심의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치고 국회의 동

의를 받았다는 점(제21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

되었다는 점(제22조)에서 조약의 체결절차와 매우 유사한 과정을 거

쳤다. 그러나 외교부는 이를 조약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으며, 관보

에 게재할 때에도 조약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기타 항목의 남북사

이의 합의서 제11호로 공포하였다230). 이는 동 법률 제3조231)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국가간의 관계가 아

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로서 둘 사이의 거래를 민족 내부

간의 거래로 보기 때문인 것 같기는 하나 이러한 특수사정을 이유

로 안보리결의가 요구하고 있는 해상에서의 검색 및 차단조치를 법

적 지위가 모호한 남북 해운합의서 및 그 부속서를 근거로 이행하

고 있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228) 국가법령 정보센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http://search.moleg.go.kr/Search_SE.html 참조.

229) 한명섭,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법제화 방안", 법조 제5호 (2011), p. 90.

230) 관보 제16059호 (2005.8.8). 

231) 제3조 (남한과 북한의 관계) ①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②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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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남북한 간의 합의서를 조약으로 볼 경우 북한에 대

하여 국가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여 남북합

의서를 조약과 구별하여 보고 있으나 사실 ‘교전단체에 준하는 사실

상의 정권’과 ‘분단체(分斷體)’도 조약체결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

정되고 있다.232) 이의 구체적인 예로 1953년 한국정전협정 체결 시

북한이 조약의 당사자로 참여한 것, 199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평화협정, 1995년 KEDO와 북한의 경수로 공급협정 등

을 들 수 있으며,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도 서독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그 조약성이 인정되었다.233) 이에 따르면 조약은 국가가 아

니더라도 복수의 국제법 주체가 체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바, 우

리정부가 ‘북한과의 조약체결은 곧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

라는 관념에 굳이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본다.

한편 남북해운합의서에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데는 북한의 태도도 고려해야 한다. 조약은 국내법적 효력

뿐 아니라 국제법적 효력도 가지므로 북한도 남북해운 합의서를 국

제법적 효력을 가지는 조약으로 보고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남북해운합의서 체결과정 및 체결 후

에 기존의 조약체결 과정과 같은 법적 절차를 밟았는지를 살펴봄으

로써 알 수 있을 것이다. 북한 헌법 제125조 제11호는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는 것은 내각의 임무와 권한으로 되어 있고, 조약업무의

주무부처는 외무성으로 되어 있다.234)

북한은 또한 조약의 성립 요건으로 국가가 조약 체결 능력을 가

지고 있어야 하고, 조약 체결권자가 전권 위임장이 있어야 하며, 그

조약이 국가수반이나 최고 주권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

232) 김대순, 국제법론, 제17판 (삼영사, 2013), pp. 335, 347; 

      이장희, “북한의 조약체결 당사자 능력 인정에 따른 법적 문제 연구”, 인도법 논총 제

16집 (1996), p. 78.

233) 이효원, 남북교류협력의 규범체계 (경인문화사, 2006), p. 250.

234) 한명섭,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법제화 방안”, 통일과 법률 제5호 (2011),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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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235) 조약 체결의 당사자에 대해서는 완전한 국제조약의

당사자로서는 국가와 민족해방투쟁조직이, 제한된 당사자로는 정부

적 국제기구, 연방국의 행정단위, 특정한 경제 자치구를 인정하고

있다.236)

이로보아 북한 법제에서 인정되고 있는 조약 체결 절차나 체결

후 비준 과정도 우리나라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약 체결

당사자로 국가 외의 주체를 인정하고 있고, 남북해운합의서 공포문

을 보면 북한 측의 체결당사자가 내각 책임 참사인 것으로 볼

때237), 북한 역시 남북해운합의서를 조약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추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북한도 명시적

으로 남북 해운합의서를 조약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는 아직까

지 없다.

이상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남북해운합의서는 그 법적 지위와 구

속력이 모호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모호한 지위와 효력

을 가진 남북 해운합의서를 적용하여 안보리결의를 이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계속해서 안보리결의의 이행근거로 남북해운합

의서를 원용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

해 확실한 법적 지위와 효력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2절 이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 현 이행체제의 문제점

235) 림동춘, “국제조약의 성립 요건”, 이규창 엮음, 북한의 국제법관 (한국학술정보[주], 

2008), pp. 102-103.

236) 리경철, “국제조약의 당사자에 대한 리해”, 이규창 엮음, 북한의 국제법관 (한국학술정

보[주], 2008), p. 96.

237) 관보 제16059호 (2005.8.8), pp. 192,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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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의와 국내법령사이의 내용차이

우리나라는 고시나 지침 등의 구체적 조치 없이 기존 법률의 조

항을 근거로 안보리결의를 이행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로 인해 야기

될 수 있는 문제는 없는지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정

부가 제재위원회에 보내는 이행보고서에서 제재결의의 내용에 해당

하는 법령의 이름을 간단히 언급하는 것으로 결의를 이행하고 있다

고 보고하는 경우238)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앞 절에서 살펴본 구체적인 근거 조항과 결의의 내용을 비

교해서 검토해 보면 우리정부가 결의 이행의 근거로 보고하고 있는

법령을 통해서는 안보리결의가 요구하고 있는 바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는 경우가 발견된다. 이는 곧 앞에서 살펴본 캐나다 법원의 경

우처럼 우리나라의 기존 법률에 근거한 결의 이행조치가 안보리결

의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효 혹은 시정 판정을 받

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전략물자의 수출금지와 관련하여 대이란 안보리결의

제1929호 제8항은 이란에 대해 재래식 무기 및 관련물자의 공급, 이

전,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해 모든 회원국들이 관할권 내에

있는 개인, 선박, 항공기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

구하고 있다. 또한 결의 제1929호 제13항은 모든 회원국들이 개인,

선박, 항공기 등 어떠한 수단으로도 이란에 대량살상무기의 공급,

이전,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무기 및 전략물자 금수조치를 대외

무역법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검토한 바 있다. 여기서 검토할

것은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국내 기업 뿐 아니라 우리나라 관할권

내의 영역을 이동하는 외국 선박 혹은 항공기에 대한 통제가 가능

238) 예를 들어 안보리결의 제1373호의 이행에 대해 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 UN 

Doc. S/2001/1283, pp.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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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 이다. 대외무역법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대량살상무기로 전용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를 적재한 운송수단은 산업통

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해당자가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처럼 국내 공항이나 항만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하려는 경우

에만 가능한 것이지 이러한 절차 없이 제재대상 물자를 단순히 적

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3조상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는 대북 안보리결의 제1718호에 대한 이행보고

서239)에서 결의 제8항의 이행조치로서 대한민국 영해를 통항하는

외국선박이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물자를 수송하고 있는 것으로 의

심되는 경우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근거하여 통제하고 있다고 밝히

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해당 이행조치의 근거

가 되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의 외국선박 정지요건을 보면 대

한민국의 주권·영토보전에 대한 힘의 위협이나 힘의 행사, 무기를

사용한 훈련 또는 연습, 대한민국의 관세·재정·출입국관리 또는 보

건·위생에 관한 법규에 위반되는 물품이나 통화(通貨)의 양하(揚荷)·

적하(積荷) 또는 사람의 승선·하선 등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외국선박 통항의 무해 또는 유해판정기준이 선박에 적재된 물품의

성질이 아니라 선박의 행위이다. 따라서 외국선박이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물자를 수송하고 있다는 혐의가 있더라도, 해당 외국선박이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지조치를 할 수 없으며,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선·나

포·검색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가 안보

리결의 제1718호상의 외국선박의 전략물자 적재에 관한 통제조치를

취하는 근거로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들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못

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안보리결의 제1874호 제11항은 모든 국가들이 항구 및 공항

239) UN Doc. S/AC.49/2006/8,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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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한 자국 영토 내에서 북한 관련 화물이 공급, 판매, 이전 또

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

거를 제공하는 신뢰할만한 정보를 갖고 있을 경우 동 화물을 검색

하도록 하고 있고, 안보리결의 제1874호의 제 14항은 북한행 또는

북한에서 출발하는 WMD관련 금수품목 적재 선박에 대해 검색 후

압류,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40) 우리 정부는 이를 남북해운

합의서, 해양경비법, 관세법 등을 통해 이행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241) 이들 법령을 근거로 안보리결의가 요구하고 있는 검색,

압류, 몰수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지는 그 구체적 조항의 내용을 검

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관세법 제265조242)는 세관공무원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 운송수단, 관계장부·서류를 검사 또

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 한편 해양경비법 제12조243)는 대량파괴무기나 그 밖의 무기류

240) UN Doc. S/2009/1874. 제 14항

14. Decides to authorize all Member States to, and that all Member States shall, 

seize and dispose of items the supply, sale, transfer, or export of which is 

prohibited by paragraph 8(a), 8(b), or 8(c) of resolution 1718...and decides 

further that all States shall cooperate in such efforts. 

241) 외교부 군축비확산과, 안보리결의 1874호에 따른 우리 국가이행보고서 주요내용, 

(2009), 안보리결의 2094호에 따른 우리나라 국가이행보고서 주요내용, (2013).

242)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세관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

한다)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43) 제12조(해상검문검색) ①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등에 대하여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검문검색은 대한민국이 체

결·비준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실시한다.

   1. 다른 선박의 항행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진로 등 항행상태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정상

적인 항법을 일탈하여 운항되는 선박등

   2. 대량파괴무기나 그 밖의 무기류 또는 관련 물자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등

   3. 국내법령 및 대한민국이 체결·비준한 조약을 위반하거나 위반행위가 발생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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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관련물자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국내법령 및

우리나라가 체결·비준한 조약을 위반하거나 위반행위가 발생할 것

으로 의심되는 선박 등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상검문

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조244)는 이에 불

응하고 도주하거나 우리나나가 체결·비준한 조약을 위반하려는 경

우에는 그 선박을 추적·나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북해운합의서의 부속합의서 제2조 제8항은 북한의 선박이 동

부속합의서 제2조 제6항상 금지되어 있는 무기 또는 무기부품 수송

등의 행위를 하거나, 통신검색에 응하지 않거나, 위법행위 후 도주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선박을 정지시켜 승선·

검색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속

합의서 제2조 제9항은 북한의 합의서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선박에

대하여 주의 환기 및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관할해역 밖으로 나가도

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 관련 법령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대북 결의 제1874호 제11

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북한관련 화물에 대한 검색조치는 취할 수

있으나 제14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관련 금수품목 적

재 선박에 대한 압류·처분조치는 취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남북

해운합의서의 법적 지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은 이미 한 바 있다. 이

는 곧 안보리결의 제1874호가 요구하고 있는 검색한 물자가 제재대

상일 경우 압류, 처분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는 국내법의 공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면, 안보리결의 이행 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

  ② 해양경찰관은 해상검문검색을 목적으로 선박등에 승선하는 경우 선장(선박등을 운용하

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소속, 성명, 해상검문검색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244) 제13조(추적ㆍ나포) 해양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등에 대하

여 추적·나포(拿捕)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추적권의 행사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11조에 따른다.

   1. 제12조에 따른 해상검문검색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선박등

   2. 해당 경비수역에서 적용되는 국내법령 및 대한민국이 체결·비준한 조약을 위반하거나 

위반행위가 발생하려 하고 있다고 확실시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선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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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마련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결의 제1455호 제5항에 대한 이

행조치로 형법 제114조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를 들었음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조항들을 과연 테러조

직과 관련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로 원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

다. 우리 정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말하고

있는 단체 또는 집단에 테러조직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안

보리결의의 이행조치로 보고한 듯하다. 그러나 이 법률 제1조에서는

법률의 목적을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자 등을

처벌”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테러조직과 관련된

자들 보다는 조직 폭력배와 같은 집단의 구성원을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일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테러관

련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테러행위에 대한 정의 및 이를 범죄

로 따로 규정하거나 해당 조항의 개정을 통해 추가하여 법적 근거

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기존 법률의 규정과 안보리결의가 내용상의 차이를

보이는 데는 안보리결의 이행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도 관련이 있다

고 생각된다. 다른 회원국들의 안보리 제재결의 이행과 비교 했을

때 우리정부는 안보리 제재결의이행에 대해 다소 안일한 태도를 취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UN 대북 제재결의의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기존의 법률

을 근거로 안보리결의를 이행하고 있는 일본은 2010년 ‘UN 안전보

장이사회 결의 제1874호 등을 토대로 일본국이 실시하는 화물검사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고, 러시아는 2007년 UN 안보리

결의 제1718호의 이행조치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 명령을 발한

데 이어 2010년에는 UN 안보리결의 제1874호 이행조치에 관한 대

통령 명령을 발표하였다.245) 뿐만 아니라 UN 헌장 제41조상의 조치

245) Decree No. 665 (2006), Decree No. 381 (2009), UN 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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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행하기 위해 2001년 United Nations Act를 제정246)한 싱가포

르의 경우에는 안보리 대북제재의 이행을 위해 동법률에 근거한 시

행령 “United Nations (Sanction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gulations 2010”을 제정하였다.247) 캐나다도 United

Nations Act에 근거하여 결의 제1718호의 이행을 위해 “Regulation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Resolution on the DPRK”248)을

제정하였고, 호주도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ct1945에 근거

하여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ct 1945 (Sanctions:

DPRK)"을 제정한바 있다.249)

내용면에 있어서도 일본의 UN안보리 특별조치법은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상의 의심화물을 적재한 선박에 대해 검색(제3조), 물품 처

분, 몰수 및 반환(제5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결의문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고250), 러시아와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대북 결의 제

재 물품에 대한 검색 및 몰수조치를 규정하고 있다.251) 반면 우리나

라는 2006년 결의 제1718호에 따른 사치품목 지정도 2009년 7월에

야 지정하였고, 이는 2013년 열린 제314회 (임시)국회 외교통상 통

일 위원회 회의에서 지적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늑장대응으로 인

하여 북한 지도층의 비자금으로 축적을 위해 사용되는 대량현금의

유출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252) 또한 우리나라는 결의

S/AC.49/2006/13/Add.1, S/AC.49/2010/4.

246) 싱가포르 United Nations Act 전문: “An Act to enable Singapore to fulfil its 

obligations respecting Article 41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http://statutes.agc.gov.sg/aol/search> (2014.1.23. 최종 방문).

247)http://www.customs.gov.sg/NR/rdonlyres/280599F0-57BA-4DB4-8AEB-30AB233

3A83C/21528/UnitedNationsSanctionsDemocraticPeoplesRepublicofK.pdf.

248) SOR/2006-287, 

<http://laws-lois.justice.gc.ca/eng/regulations/SOR-2006-287/page-1.html> 

(2014.1.23. 최종 방문).

249) SLI No. 30 of 2008, 

<http://www.austlii.edu.au/au/legis/cth/num_reg_es/cotundprokr2008n30o2008889.ht

ml> (2014.1.23 최종 방문).

250) 김정환, supra note 140, pp. 179-180.

251) 러시아: 대통령 명령 제381호 제1조 d항-j항, 싱가포르: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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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3호의 테러관련 자금을 규제하기 위해 2003년부터 테러자금조

달 억제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이 법안은 2006년 최종 폐기되었

다.253)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하여 5·24조치를 통

해 천안함 사건이후 북한과의 모든 교역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고하

고 있으나 개성공단 만큼은 동조치의 예외로 규정하는 등 결의에

대해 다소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은 개성공단이 김정은의 비자금 마련을 위한 대량현금의

주요 출처라고 비판한 바 있다.254)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를 생각할 때, 문제의 접근을 법

적으로만 엄격히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핵무기나 미사일

등의 무기개발을 막기 위한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그 결과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우리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

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납득하기 힘든 점이다. 대북제재결의를 비

롯한 안보리결의의 이행에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2. 정보전달 체계

앞에서 안보리결의 이행조치는 대부분 개인 및 민간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다수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민간에 전달하는 것이 결의이행의 중요한 부분임을 살펴본 바 있다.

252) 제314회 제1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회의록 제1호 (2013. 3. 11.), pp. 6-7. 참고로 미

국, 일본은 2006년 사치품 품목을 지정하여 보고하였다. 각각 UN Doc. 

S/AC.49/2006/11, S/AC.49/2006/10.

253) 첫 번째 입법 예고는 외교통상부공고 제2003-20호, 관보 제15399호(2003.5.19), 두 

번째 입법 예고는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6-84호 (2006.6.9).

254) 조선일보, “美 김정은 스위스 비자금 적극 찾고 있어 北 돈줄 봉쇄 시작”, 2013년 4

월 15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15/2013041500348.html>, 

(2014.1.4. 최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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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제재결의가 국내적으로 원활하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제재결의를 바탕으로 한 국내적 조치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앞에서 검토한 결의이행체제에 따르면 안보리 제재의 이행과

관련하여 민간 부문과 정부 간 정보 전달 체계는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가

수출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기업 중 22.2%만이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했고, 66.7%가 “들어는 봤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고 한다.255) 이는 안보리 제제 결의의

이행에 관해 우리나라 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와 이에 관한

정보가 민간에 얼마만큼 전달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특히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입 통제가

안보리결의조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이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대이란제재 제1929호를 적용하여 예를 들어보면 우리정부는 해당

결의의 이행을 위해 대이란 원자력관련 이중용도 품목, 자동자 부품

수출금지 및 석유·화학 부문에 대한 신규투자금지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란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은 모두 자신의

거래대상 품목이 제재대상 물자에 해당하는 지 판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란과 교역하는 우리나라 기업 수는 2,000여개에

달한다. 그런데 위의 설문조사 결과처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보리결의와 관련한 국내조치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면

결의이행을 위한 신속한 조치가 불가능 하게 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정부 산하기관의 입장에서 민간에 관련 정보를

255) 전봉근, “주요국제문제 분석; UN안보리결의 1540과 한국의 비확산 정책”, 외교안보

연구원 (2006),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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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방법 뿐 아니라 민간의 입장에서 정부나 관련 기관에

요청하여 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정보전달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민간 기업이나 개인이 정부가 제공하는 설명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고,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의 정부 부처 및 전략물자

관리원이나 무역협회 등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도

전담 업무에 관한 사항만을 각 부처에서 제공하고 있어 민간

기업이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방문한 부서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다 수집한 것인지, 다른 기관에서 다른 정보를 또

수집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업무처리가 시급한 기업이 정부 부처 전반의 홈페이지를

모두 방문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개인이나 민간 기업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보리 제재

관련 법령 정보 및 조치를 통합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호주, 뉴질랜드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헌장

제7장하에 취해진 안보리 제재결의에 관한 정보 및 이에 대한 국내

이행조치와 법령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참고할

만한 예라고 생각된다.256)

256) 호주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dfat.gov.au/un/unsc_sanctions/unsc_sanctions_measures.html> 

(2014.1.23. 최종 방문).

뉴질랜드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fat.govt.nz/Treaties-and-International-Law/09-United-Nations-Secu

rity-Council-Sanctions/> (2014.1.23. 최종 방문).

캐나다 

<http://www.international.gc.ca/sanctions/current_sanctions_actuelles.aspx?lang=eng

> (2014.1.23. 최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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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법령 개정과 수권법률 제정

이상 살펴본 우리나라의 안보리결의 이행상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보리결의 이행을 위한 국내적 조치들의 법적

지위가 모호한 경우가 있다. 남북 해운합의서, 5·24제재조치의 경우

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존 법률에

근거하여 안보리결의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법률과 안보리결의 사

이에 내용상의 차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셋째, 우리

정부가 안보리결의 이행을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가 흩어져 있어

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앞에서 다른 회원국의 이행을 검토하면서 지적한 바 있듯이 안보

리결의의 국내조치로의 환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리결의

문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

나 안보리결의의 이행을 위해 조치를 취할 행정부를 지정하여 입법

권을 위임하는 수권법률을 제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기존법률 조항과 안보리결의의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

우에는 결의의 내용과 합치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앞에서 검토한 안보리 제재 물품을 선적한 것으로 의심

되는 선박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법적 공백이 있었던 압류·몰수

에 관한 규정을 해양경비법과 관세법에 반영하는 것이다.257)

그러나 흩어져 있는 근거법령을 모두 찾아내어 각각의 결의 내용

과 합치되는 지 검토해보고, 이를 결의 내용과 부합하게 개정하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안보리결의가 계속 기존의 국내법령

에만 근거하여 이행된다면 새로 채택되는 결의의 내용에 맞게 또

법령을 개정해야 될 것이다.

안보리 제재결의가 무역이나 금융을 넘어 무기거래, 여행금지, 해

양 및 항공운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 부과되고 있고,

257) 김정환, supra note 140, p.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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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의 수법이 더욱 다양하고 정교해지는 등 규제 시 새롭게

고려해야 할 부분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존법률을 통해 모두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법률만을 근거로 하여 안보리결의를 이행하는 데 있

어 부족한 부분은 안보리결의 이행을 위한 수권법률을 제정하여 보

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안보리결의 이행을 위한

수권법률이 제정되면 우선 이 법률을 통한 안보리결의 이행조치의

법적 근거와 효력이 명확해진다. 따라서 남북해운합의서나 5·24 조

치와 같이 법적 성격과 효력이 모호하던 것을 수권법률을 통해 확

실한 법적 근거를 가진 조치로 대신할 수 있다. 또한 기존법령이 안

보리결의가 요구하고 있는 조치를 포괄하지 못하여 내용상 한계가

있는 부분도 수권법률을 통해 보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안보리결

의 제1718호가 요구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물자 금수를 위

해 외국선박에 대한 통제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경우, 영해 및 접속

수역법 제5조의 정지요건을 개정할 필요 없이 수권법률의 위임에

따라 법률에서 특정하고 있는 기관이 대통령령, 부령 등의 형태로

해당결의에 따른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테러범죄

와 같이 향후 통제의 범위나 방법 등에 있어 새로운 사항이 규정될

가능성이 많은 조치의 경우에도 기존 법률의 규정만으로는 조치가

불가능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안보리결의 이행을 위한 법률의 존재는 기존 법령이나 법령

에 근거한 고시에 따른 이행조치보다 더 큰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

로 예상된다. 우선 법률의 제목에서 직접적으로 ‘안보리결의’를 언급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법령 및 관련고시들은

분야별로 흩어져 있어 민간 기업이나 개인의 입장에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이 경우에는 수권법률에 근거하여 조치들이 파생될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련된 조치를 파악하기가 용이할 것이

다. 따라서 안보리결의 이행을 위한 수권법률의 존재는 개인이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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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기업에게 안보리결의의 이행에 대한 인식제고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관련 조약 및 국제기구의 결의나 결정을 이행

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여 놓고 이를 바탕으로 각 행정기관이 구

체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예로는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 화

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률은 제1조에서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

기에 관한 협약 및 세균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의 시행과 그 밖에 화학무기 또는 생물

무기의 금지·규제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제2조에서는 관련 국제기구로 화학무기금지기구를 명시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는 외교부장관이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지정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률은 아니

지만 “수산업법 시행령” 제41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기구와의

어업협정 및 국제법규 등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업제한,

양식어업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에서 지적한 수권법률의 필요성과 실제운영사례를 고려하면 안

보리결의의 이행을 위한 수권법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야 할 것이다. 먼저 법률의 목적이 UN헌장 제7장에 따라 채택된 안

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 이행을 위한 것이며, “동 법률은 기존 국내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와 같이 기존 국내 법률과의 관계

를 규정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안보리결의가 채택되

는 경우에 소관 행정기관이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을 통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취하는 제재 조치는 무기․관

련물자 금수조치, 검색․차단조치, 금융·경제제재, 여행금지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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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분야와 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수권법률에 근거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가 경제·무역관계, 외교관계에 대한 제한, 우리나라

관할권 내의 통신수단 및 교통수단에 대한 검색 및 차단조치, 관할

권 내의 법인 혹은 개인의 이동 및 재산에 대한 제한에 이를 수 있

도록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항을 달리하여 각

조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금융제재 조치, 여행금지 등의 항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놓고, 구체적인 요건이나 조치의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은 행정기관을 특정하여 이들 기관에 권한을 위임하

도록 한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기존의 법령에 근거하여 고시 등의

조치를 취하는 행정기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행정

기관을 특정하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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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본 논문은 국제평화와 안정의 유지에 있어 가장 강력한

메커니즘인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체제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제재 체제가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그 이행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이행에 있어

문제가 되는 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향후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체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고찰하였다.

오늘날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조직은 세계 곳곳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고, 북한, 이란 등 국가들의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들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나 비국가행위자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분권화된 국제사회에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헌장 제7장상의 제재결의는 국가들로 하여금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체제이다. 따라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체제가 제대로 운영 된다면 국제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안보리결의의 이행 체제를

검토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체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크게 UN 내부의 결의 체제와

회원국들의 결의 이행이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체제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먼저 안보리 내부 제재 시스템에 있어서는 결의문에서의 모호한

용어 사용이 제재결의 이행에 있어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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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였다. 결의문에서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에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거나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에 혼란을 주거나

이행을 미루거나 결의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제재체제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재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결의문에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동시에 부과하는 조치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제재대상자를 지정·해제하는 명단작성 작업에 있어

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점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제재위원회 내부에는 제재대상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재판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도

재판소의 설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재위원회 내부에 서면으로라도 개인이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고, 제재대상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모든

절차는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절차상의 보완이 필요하다.

제재위원회의 해제 거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항소절차,

명단 선정에 착오가 있었을 경우에 개인에 대한 명예 회복 절차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제재위원회가 제공하고 있는

제재대상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모든 절차에 차이가 없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회원국들의 다양한 제재 이행 유형을 살펴보면서

안보리결의가 국내조치로 환원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실제 국내법원에서 안보리결의의 이행조치가 다루어진

판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다. 회원국들은 자국의 기존 법령을

통해 결의를 이행하거나, 결의의 이행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

하거나, UN 안보리 제재 이행을 위한 수권법률을 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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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UN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이행이

필수적이다. 기존의 법령을 이용하여 이행하는 방식은 기존의

법령이 결의 이행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결의의 법적 근거가 여러

법령으로 흩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결의를 이행하는 것은 오늘날 제재결의가 활발하게

채택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최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고,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결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수권법률 제정을 통한 이행이 결의의 이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다.

한편 안보리결의 이행을 위한 국내조치가 문제가 된 경우 회원국

법원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회원국은 UN 헌장 제25조에 근거하여 안보리결의를 이행할 의무도

지지만 동시에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의무도 지고 있다. 따라서

해당 국내조치에 대해 사법 심사를 하는 것이 곧 안보리결의에

대한 합법성을 해석·심사하는 것과 같다고 보고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것은 피해를 주장하는 개인에게 어떠한 해결책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안보리 제재 제체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국내법원은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결의를

논리적으로 해석하여 국내 이행조치와 결의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정부가 결의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을 견제할 뿐 아니라 안보리 체제

자체에 대해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영국의 오트만 사건이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오트만 사건을 통해 국내법원의 안보리결의 해석

논리가 정당하다면 안보리 제재 시스템도 얼마든지 이를 반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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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앞서 지적한 제재대상자 지정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유럽사법재판소에서 다루어진

카디케이스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원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사실

제재대상자는 주로 안전보장이사회가 지정하지만 이들에 대해

여행금지조치, 자산동결조치를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각

회원국이다. 또한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항변할 수 있는 창구도 국내법원이다. 따라서 제재대상자로

잘못 지정된 것에 대한 명예회복절차는 제재위원회에서 마련해야

하겠지만 조치의 적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제적인 보상절차는

회원국이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호주의 안보리결의에

관한 이행법률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ct 1945

제17조에서는 제재대상자가 명단 해제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5조에서는 자산동결조치가 잘못 적용된 자에

대한 보상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회원국들의 제재결의 이행을 검토해보는 것의 일환으로

우리나라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국내적으로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았다. 검토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회원국들이 기존법령을 활용할 뿐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한다든지, 수권법률을 제정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결의를 이행하는 것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안보리결의의 이행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까지의 이행실태를 볼 때, 결의 이행의 근거가 되는 국내법령의

내용이 실제 안보리결의 내용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발견 된다는

점, 이로 인해 이행조치의 법적 근거가 흩어져 있어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일부 이행조치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결의 이행조치는 회원국의 개인과 민간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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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법적 근거와 효력을 바탕으로 취해져야 한다. 따라서

기존법령만으로 결의를 이행하는 데 있어 부족한 부분은

안보리결의 이행을 위한 수권법률을 제정하여 보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안보리결의체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UN 내부의 결의

체제와 회원국들의 이행이라는 양 측면에서 모두 내용상, 절차상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UN 내부의

결의 이행부와 회원국들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있어 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현 제재결의 체제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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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its

Implementation in Korea

Baek Sangme

School of Law,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re is no law enforcement body to control and punish the acts

of threat to th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such as terrorist

acts, the developmen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terrorist activities are

spreading worldwide and arms conflicts which cause inhuman

acts are still taking place in many countries. Therefore, it is

desperately needed to take action to stop these threats to the

international peace.

In this respect the resolutions of UN Security Council adopted

under Chapter VII of the Charter and its regimes provide

effective means to apply sanctions against those who caused

breach of the international peace and stop the situation.



- 130 -

Moreover, its sanctions resolutions are binding upon all 193 UN

Member States which means the most powerful measures to

remove threats to the peace.

The effectiveness of the sanctions regimes, however, should be

completed with member states' implementation of such measures

at the national level. Therefore, this paper focused on examining

both the sanctions regimes of UN Securtiy Council and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the sanctions at the national level.

Chapter 2 considers the composition of the resolutions, UN

sanctions regime such as sanctions committees, monitoring of

implementation, and the problems encountered during its

operation. As a problem arousing controversy in recent times, a

black-listing procedure is pointed out. The listing procedure has

been formed as a result of the move away from comprehensive

to targeted sanctions. Chapter 3 examines various means of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resolutions and the problem of

application of them within the domestic legal system.

Chapter 4 delves into specific measures to implement the

sanctions resolutions in Korea. Moreover, analysis on a legal

basis and character of the domestic measures has been made. It

is not desirable that Korea relies on existing laws for

implementation of Security Council sanctions. Prior enabling

legislation which gives the executive branch authority to

implement by secondary legislation of the decisions of UN

Security Council would make up for the problems caused by

current implementation system.

Chapter 5 concludes that the two systems- UN sanctions

regimes and member states-should share the importanc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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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lutions, and work together to resolve the issues raised above.

Keywords: International Peace, Black-listing, Prior-enabling act,

UN Security Council, UN Charter VII, Implementation, Sanctions

Resolutions, Sanctions Commit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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