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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은 “발전적 해석(evolutionary interpretation)”의 국제법상 

지위와 조약 해석에 있어 담당하는 기능을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협정의 해석에 있어 

이러한 해석의 필요성, 역할 및 한계를 분석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 1969년 비엔나 조약법협약(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에 성문화되어 있는 조약 

해석의 일반 규칙에 기반한다. 

발전적 해석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국제법 체계의 변화를 조약 

용어의 해석에 반영하는 해석이다. 이러한 해석의 필요성은 국제법 

체계가 높은 수준의 역동성을 지니고 있다는 데서 기인한다. 물론 

국제법 체계뿐만 아니라 모든 법 체제가 시간의 흐름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법 체계는 국내법 체계에 비하여 그에 따른 

변화의 빈도와 정도는 높은 반면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데는 

더욱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문제가 된다. 주권평등원칙에 

입각한 수평적 성격의 국제사회에서는 국가 간에 합의를 이루기가 

매우 어렵고 일단 이루어진 합의를 변경하는 데는 더욱 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 

구성이 다원화되고 다자 조약 체제가 일반화되면서 이러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수평적 당사자 간의 합의를 주요한 특징으로 하는 

조약에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는 문제는 

국제법의 지속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조약은 당사국들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위하여 

역설적으로 시간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비엔나 협약은 여러 규정에서 이러한 고려를 담고 있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발전적 해석 역시 이러한 관념과 맥을 같이 한다. 

이 해석은 국제법 체계의 변화를 조약 용어의 해석에 반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조약 체제의 안정적 유지에 기여한다. 

초기에 이러한 해석은 국제연맹에서 국제연합으로의 변화 등 

국제법 체제의 변화를 조약 해석에 반영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 외에도, 최근에는 특히 

교통∙통신∙기술의 발달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요소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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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속도가 점증하고 그 주기도 단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법의 연원(淵源; sources) 중 하나로서 조약은 특정한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체결되며 당사국에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국제법 체계의 변화와 발전을 적절히 수용하지 못한다면 해당 

조약은 당사국에게 법적 안정성과 예견가능성을 더 이상 제시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누적되면 국제법의 주요 목적인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한 달성이 어렵게 될 것이다. 발전적 

해석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물론 시간의 흐름을 해석에 적절히 반영하는 작업은 일견 

당연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조약 해석에 있어 체결 시 

당사국의 의도 및 법체계에 근거하는 동시대성의 원칙에 근거한 

해석(contemporaneous interpretation)을 엄격히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게 

존재하였던 것 역시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 발전적 해석의 중요성이 

있다. 최종적으로는 삭제되었으나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3항(c)의 

초안은 본래 “조약은 체결 시점의 법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념은 조약 해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 해석 시점까지 국제법 체계에 변화와 발전이 있다고 해서 

해석자가 이를 당연히 해석에 반영하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러한 변화와 발전을 고려한 결과가 체결 시 당사국 의도에 

반하는 것으로 보일 때에는 더욱 그러하였다. 따라서 체결 당시의 

법과 해석 시점의 법이 상이한 경우 어떠한 법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인 시제법 이론과 관련하여서도 원칙적으로는 체결시점의 법에 

따를 것이 요구되어 왔다. 그 결과 발전적 해석은 초기에는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 간주되는 경향이 높았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등 다수 국제재판소의 

구체화 작업을 거쳐 현재는 그 의의가 어느 정도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판례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오늘날에는 

동시대성의 원칙에 근거한 해석과 발전적 해석 양자 중 어느 한 

가지가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조약 해석의 “출발점”은 체결 시점의 법체계여야 함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발전적 해석의 의의, 근거 및 적용 가능성에 관하여는 

아직도 첨예한 논쟁이 진행 중이다. 특히 WTO 협정의 해석과 



 

 iii 

관련하여서는 구조적 특성을 이유로 발전적 해석의 적용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보는 견해가 상당하다. 

그러나 발전적 해석은 WTO 협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으며 향후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높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WTO 협정이 규율하고 있는 국제 교역 체제는 

변동성이 높고 기술의 발달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급속한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매우 높게 제기된다. 다음으로, WTO 

협정은 국제기구를 설립하는 조약으로서 기능한다. 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WTO는 단순히 회원국 상호간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는 것 

이상의 규범적(normative)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WTO 협정 

체제는 국제 통상 체제를 규율하는 다자조약으로서 회원국들에 

통상 질서를 제공하는 규제적 성격(regulatory nature)을 지닌다. 

분쟁해결제도(dispute settlement system)를 통하여 다자간 무역 체제에 

안전과 예견가능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하여는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유연성과 

적응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논문에서는 위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발전적 해석이 그러한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최종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에 있어 비엔나 협약에 성문화된 국제관습법상의 

해석 규칙과, 관련 국제법 판례를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비엔나 

협약 제31조는 조약의 해석 과정이나 순서를 단편적∙일률적으로 

기술하기보다는 해석 과정에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선별하고, 

그러한 요소들의 상대적인 고려 정도를 파악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이러한 해석 규칙은 하나의 통합적인 과정(single combined 

operation)으로서 종합적으로 기능하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어 발전적 

해석을 포함한 여러 해석원칙을 도출하는 근거가 된다. 발전적 

해석은 이에 근거하여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간에 미묘한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발전적 해석 원칙의 의의를 도출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비엔나 협약 제31조에 성문화되어 있는 해석에 관한 

일반규칙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한다. 제31조 전체가 종합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단일한 규칙이라는 전제 하에, 각 항이 조약의 

해석에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발전적 해석의 의의와 근거를 살펴본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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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통하여 발전적 해석이 비엔나 협약 제31조에 성문화된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례적인 규칙에 해당함을 확인한다. 

종합적인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는 제31조는 발전적 해석의 근거가 

된다. 또한 동조 제3항, 효과적 해석 및 시제법 이론과의 비교를 

통하여 발전적 해석의 독자적 존립 필요성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국제재판소에서 발전적 해석이 활용된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발전적 해석이 조약의 해석에 있어 

수행한 역할을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조약 해석에 있어 

발전적 해석이 국제법 체계의 역동성을 반영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확인한다. 또한 발전적 해석이 

장기적 또는 항구적 체제를 수립하는 조약 체제에서 일반적 용어를 

통하여 도입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유럽인권재판소의 

발전적 해석을 검토하여 보고 동 재판소의 발전적 해석은 기타 

국제재판소와 다소간 상이한 근거에 기초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검토에 근거하여 분석 수준을 WTO 체제로 

옮긴다. 우선 WTO 대상협정의 해석에 있어 발전적 해석의 역할을 

분석한다. WTO 협정의 해석에도 역시 비엔나 협약 제31조에 기반한 

발전적 해석이 활용될 수 있으며, 그 통로는 WTO DSU 제3.2조이다. 

발전적 해석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해석의 활용 범위 및 

한계점을 분석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발전적 해석이 비단 

WTO협정의 당면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뿐만 아니라 체제의 장기적 

안정성에도 기여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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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본 논문은 발전적 해석1의 국제법상 지위와 조약 해석에 있어 

담당하는 기능을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 협정의 해석에 있어 이러한 

해석의 필요성, 역할 및 한계를 분석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 1969년 비엔나 조약법협약(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이하 “비엔나 협약”)2에 성문화되어 

있는 조약 해석의 일반 규칙에 기반한다. 

본 논문에서 “발전적 해석”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국제법 

체계의 변화를 조약 용어의 해석에 반영하는 해석 원칙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해석의 필요성은 국제법 체계가 높은 수준의 

역동성을 지니고 있다는 데서 기인한다. 3  물론 국제법 체계뿐만 

                                            
1  본 논문에서는 “Evolutionary/Evolutive/Dynamic Interpretation”에 대응하는 용어로 

“발전적 해석”을 사용한다. 우리 학계는 “진화적 해석(김대순,『국제법론』제17판 

(서울: 삼영사, 2013), p. 219)” 또는 “발전적 해석(박배근, “국제법상 시제법의 이론과 

실제”, 『국제법학회논총』제53권 제1호(통권 제110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와 학계의 사용 빈도, 안정적인 의미 전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전적 해석”을 사용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국제법 체계

의 변화를 조약 해석에 반영하는 해석이라는 정의상 “점진적 해석” 또는 “동태적 

해석”이라는 용어가 보다 적절할 수 있다. 중국 학계의 경우 “진화적 해석(演化解

释)” ,“진화적 해석(进化解释)”, 또는 “해석 시 의미에 기초한 해석(当代意义解释)” 

등이 사용되고 있다. 李祎, “论进化解释在条约解释中的运用及其限制”, 厦门大学 석사

학위논문 (2014. 4.), p. 3; 吴卡, “条约演化解释方法的最新实践及其反思”, 『法学家』

(2012.2.); 吴卡, “条约解释的新动向:当代意义解释对当时意义解释”, 『 法学评论 』

(2013.2.); 毕莹, “可持续发展: 建立《文化表现多样性公约》与WTO的重要关联点”, 『国

际经贸探索』 (2013.7.) 각각 참조. 일본 학계에서는 “발전적 해석(発展的解釈)”이라

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富田 麻理, “規約人権委員会による規約の発展的解釈と適

用: 個人通報制度における無差別 (2条1項,3条及び26条)を例に” , 『国際人権』  제23

권 (2012), pp. 24-28; 横田 洋三, “新たな脅威に立ち向かうために 国連憲章の「発展的

解釈」へ”, 『中央公論』 제118권 제6호 (통권 제1429호) (2003.6), pp. 58-64; 深瀬 忠

一, “平和憲法の原点の発展的解釈--近代・現代平和思想の流れの中で”, 『法律時報』 

제57권 제3호 (1985.02), pp. 55-65; 鰰沢 晃三, “賃銀基金説の発展的解釈--その成長論

的および政策論的考察 ”, 『鹿児島経大論集』제5권 제3호 (1965.01), pp. 77-99 각각 

참조. 
2 23 May 1969, 1155 UNTS 331. 
3  Dissenting Opinion of Judge Alvarez on Competence of the General Assembly for the 

Admission of a State to the United Nations,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50, p. 4, p. 16. 

http://cndic.naver.com/search/all?q=%E6%BC%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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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모든 법 체제가 시간의 흐름에 노출되어 있다. 4  그러나 

국제법 체계는 국내법 체계에 비하여 그에 따른 변화의 빈도와 

정도는 높은 반면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데는 더욱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문제가 된다. 주권평등원칙에 입각한 수평적 

성격의 국제사회에서는 국가 간에 합의를 이루기가 매우 어렵고 

일단 이루어진 합의를 변경하는 데는 더욱 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 구성이 다원화되고 

다자 조약 체제가 일반화되면서 이러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수평적 당사자 간의 합의를 주요한 특징으로 하는 

조약에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는 문제는 

국제법의 지속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조약은 당사국들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위하여 

역설적으로 시간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비엔나 협약은 여러 규정에서 이러한 고려를 담고 있다. 협약 

제30조에 법전화된 동일 주제에 관한 계승적 조약의 적용과 관련한 

제 규칙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협약 제53조 및 제64조에 규정된 

강행규범(jus cogens)의 개념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국제법 체계의 

변화를 전제하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절대규범이 

출현할 경우 그와 충돌하는 현행의 조약은 설령 그 당시에는 

적법∙유효하게 체결되었더라도 무효로 되어 종료하게 되는 것이다. 

협약 제62조에 성문화된 국제관습법상 사정변경의 원칙(rebus sic 

stantibus)도 한 예이다. 이 원칙에 의하면 당사국은 엄격한 요건 

하에 예견되지 아니한 사정의 근본적 변경을 조약의 종료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 이 원칙은 조약법 체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pacta sunt servanda” 원칙 5에 대한 예외로 기능한다. 6  이 논문에서 

다루는 발전적 해석 역시 이러한 관념과 맥을 같이 한다. 이 해석은 

국제법 체계의 변화를 조약 용어의 해석에 반영하는 것을 가능하게 

                                            
4 Markus Kotzur, “Intertemporal Law”, in R. Wolfrum (ed.), The Max Planck Encyclopedia of 

International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vol. VI, p. 281; Dissenting Opinion 

of Judge Phillip C. Jessup in South West Africa, Second Phase, Judgment of 18 July 1966, I.C.J. 

Reports 1966, p. 6, p. 439. 
5 비엔나 협약 제26조 참조. 
6  Pierre-Marie Dupuy, “Evolutionary Interpretation of Treaties: Between Memory and 

Prophecy”, in Enzo Cannizzaro (ed.), The Law of Treaties beyond the Vienna Conven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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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조약 체제의 안정적 유지에 기여한다. 초기에 이러한 

해석은 국제연맹에서 국제연합으로의 변화 등 국제법 체제의 

변화를 조약 해석에 반영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7  이러한 

거대한 변화 외에도, 최근에는 특히 교통∙통신∙기술의 발달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요소로 인하여 변화의 속도가 점증하고 그 

주기도 단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법의 연원(淵源; sources) 중 

하나로서 조약은 특정한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체결되며 당사국에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8  국제법 체계의 변화와 

발전을 적절히 수용하지 못한다면 해당 조약은 당사국에게 법적 

안정성과 예견가능성을 더 이상 제시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누적되면 국제법의 주요 목적인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한 달성이 어렵게 될 것이다. 발전적 해석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물론 시간의 흐름을 해석에 적절히 반영하는 작업은 일견 

당연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조약 해석에 있어 체결 시 

당사국의 의도 및 법체계에 근거하는 동시대성의 원칙에 근거한 

해석(contemporaneous interpretation)을 엄격히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게 

존재하였던 것 역시 사실이다. 9  이러한 점에 발전적 해석의 

중요성이 있다. 최종적으로는 삭제되었으나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3항(c)의 초안은 본래 “조약은 체결 시점의 법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10  이러한 관념은 조약 해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 해석 시점까지 국제법 체계에 변화와 

발전이 있다고 해서 해석자가 이를 당연히 해석에 반영하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러한 변화와 발전을 고려한 결과가 

체결 시 당사국 의도에 반하는 것으로 보일 때에는 더욱 

그러하였다. 따라서 체결 당시의 법과 해석 시점의 법이 상이한 

                                            
7 Legal Consequences for States of the Continued Presence of South Africa in Namibia (South 

West Africa) notwithstand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76,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71, p. 16;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Judgment, I.C.J. Reports 1978, p. 3 판례 각각 참

조(분석은 제4장 제2절 참조). 
8 A/63/10, Annex A, “Treaties over time in particular: Subsequent Agreement and Practice”, 

para. 14. 
9 Separate Opinion of Judge Sir Percy Spender in Certain Expenses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17, paragraph 2, of the Charter), I.C.J. Reports 1962, p. 151, p. 186. 
10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YBILC”) (1966), A/CN.4/SER.A/1966/Add.1, 

vol. 2, p. 199.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제3장 제4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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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어떠한 법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인 시제법 이론(doctrine of 

inter-temporal law)과 관련하여서도 원칙적으로는 체결시점의 법에 

따를 것이 요구되어 왔다. 그 결과 발전적 해석은 초기에는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 간주되는 경향이 높았다. 11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 등 다수 

국제재판소의 구체화 작업을 거쳐 현재는 그 의의가 어느 정도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판례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오늘날에는 동시대성의 원칙에 근거한 해석과 발전적 해석 양자 중 

어느 한 가지가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고 있다.12 그러나 

여전히 조약 해석의 “출발점”은 체결 시점의 법체계여야 함이 

제시되고 있다. 13  따라서 발전적 해석의 의의, 근거 및 적용 

가능성에 관하여는 아직도 첨예한 논쟁이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WTO 협정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구조적 특성을 

이유로 발전적 해석의 적용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보는 견해가 

상당하다. 

그러나 발전적 해석은 WTO 협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으며 향후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높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WTO 협정이 규율하고 있는 국제 교역 체제는 

변동성이 높고 기술의 발달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급속한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매우 높게 제기된다. 다음으로, WTO 

협정은 국제기구를 설립하는 조약으로서 기능한다.14  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WTO는 단순히 회원국 상호간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는 것 

이상의 규범적(normative)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5  또한 WTO 협정 

                                            
11 T. O. Elias, “The Doctrine of Intertemporal Law”,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74 (1980), pp. 285-307; Rosalyn Higgins, “Some Observations on the Inter-Temporal Rule 

in International Law”, in Jerzy Makarczyk, Theory of International Law at the Threshold of the 

21st Century: Essays in honour of Krzysztof Skubiszewsk, (The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p. 174. 
12 Declaration of Judge ad hoc Guillaume on Dispute regarding Navigational and Related Rights 

(Costa Rica v. Nicaragua), Judgment, I.C.J. Reports 2009, p. 213, para. 9. 
13  Report of the Study Group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Difficulties Arising from the Diversification and Expansion of International 

Law”, A/CN.4/L.682, April 13, 2006, para. 478. 
14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참조. 
15 Donald McRae, “The Place of the WTO in the International System,” in Daniel Bethlehem, 

Donald McRae, Rodney Neufeld, & Isabelle Van Damme (ed.), The Oxford Handbook of 

International Trade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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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는 국제 통상 체제를 규율하는 다자조약으로서 회원국들에 

통상 질서를 제공하는 규제적 성격(regulatory nature)을 지닌다. 16 

분쟁해결제도(dispute settlement system)를 통하여 다자간 무역 체제에 

안전과 예견가능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17  이러한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하여는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유연성과 

적응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18  이 논문에서는 위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발전적 해석이 그러한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최종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에 있어 비엔나 협약에 성문화된 국제관습법상의 

해석 규칙과, 관련 국제법 판례를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비엔나 

협약 제31조는 조약의 해석 과정이나 순서를 단편적∙일률적으로 

기술하기보다는 해석 과정에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선별하고, 

그러한 요소들의 상대적인 고려 정도를 파악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19  이러한 해석 규칙은 하나의 통합적인 과정(single combined 

operation)으로서 종합적으로 기능하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어 발전적 

해석을 포함한 여러 해석원칙을 도출하는 근거가 된다. 발전적 

해석은 이에 근거하여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간에 미묘한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제 2 절 연구의 필요성 
 

본 논문은 국제법상 조약의 해석에 있어 발전적 해석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국제통상법 체계를 규율하는 WTO 

체제 20 에 대한 발전적 해석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한다. 또한 그 

기능을 분석하여 보고 한계 및 주의점이 있다면 그 역시 살펴보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16 Joost Pauwelyn, Conflict of Norms in Public International Law: How WTO Law Relates to 

Other Rules of International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 268. 
17 DSU 제3.2조 참조. 
18 M. Kotzur, op. cit. (supra note 4), p. 278. 
19  Ian Sinclair,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2nd edn.)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4), p. 117. 
20 현재의 국제통상법 체제는 WTO체제와 FTA체제로 대별되는데, 여기서는 WTO법

에 의하여 규율되는 좁은 의미의 국제통상법 체제만을 지칭하기 위하여 “WTO법 

체제”로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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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최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체결되기 시작한 주요 다자조약들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고 있다. 21  당사국들은 특히 장기적 적용이 예정된 

조약을 체결할 경우 가능한 한 다양한 상황을 규율할 수 있도록 

조약 문언을 작성한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경과하고 그에 따라 

변화와 발전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조항의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 22  물론 일부 조약의 경우 

조약의 발전적 또는 진화적 성격(evolving character)을 규정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는 장치를 내재하고 있다. 23 

그러나 대다수 다자조약의 경우 이러한 해결책이 조약에 내장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일정 경우 개정을 통하여서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체결 시점보다 다원화된 이익 관계 및 힘의 배분, 

그리고 체제의 관성 등과 같은 요인 때문에 조약 개정이 지체되는 

현상이 빈번히 목격되고 있다. 이는 조약 체제의 존속 여부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규범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조항들이 여전히 수십 년 전의 상황에 묶여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 조약 체제는 더 이상 당사국들에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여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발전적 해석은 이러한 상황에서 조약 체제의 장기적인 존속 

가능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해석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국제법 체계의 변화를 조약 용어의 

해석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조약이 기능을 잃지 않고 그 목적을 

                                            
21 Supra note 8, para. 1. 
22 이러한 문제상황을 인식하여 UN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이하 

“ILC”)는 지난 2008년 제60차 회기에서 “조약과 시간(Treaties over Time)”이라는 주제 

하에 연구에 착수한 바 있다. A/63/10, Annex A, “Treaties over time in particular: 

Subsequent Agreement and Practice”, para. 14. 이 주제명은 2012년 5월 31일 제3136차 

회의에서 “Subsequent agreements and subsequent practice in relation to interpretation of 

treaties”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 보다 광범위한 주제들(계승

적 조약의 선행 조약에 대한 효과, 신규 관습의 조약에 대한 효과, 조약의 폐기 또

는 불용, 조약의 개정과 변경 등)에 대한 분석은 일단 후일로 미루어졌다. 
23 1946년 국제포경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Regulation of Whaling)을 예로 들 

수 있다. 포경 규제와 관련된 실체적 내용은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an integral part)를 

구성하는 “Schedule”에 대부분 규정되어 있다. 협약 위원회는 3/4 다수결로 이 

Schedule을 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협약 제III조 제2항 참조). 이러한 개정은 고

래 종의 보존 및 보호, 이용 등과 관련될 시 가능하다(협약 제V조 참조). 이러한 특

성으로 인하여 포경협약은 발전적 성격의 문서(an evolving instrument)로 평가되고 있

다. Whaling in the Antarctic (Australia v. Japan: New Zealand Intervening), Merit, Judgment, 

I.C.J. Reports 2014, p. 20, para.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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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여러 다자조약 체제의 

고령화로 인한 문제점이 대두하면서 발전적 해석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발전적 해석은 주로 국제 재판소 판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ICJ가 전통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기준을 

바탕에 둔 발전적 해석에 관하여는 여러 측면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24 또한 최근의 저작들은 주로 유럽인권재판소가 채택하고 있는 

발전적 해석에 대한 분석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25  이는 

유럽인권재판소가 현재 발전적 해석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재판소 중 하나라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인권재판소는 ICJ 및 WTO 항소기구가 사용하고 있는 

발전적 해석과 다소간 상이한 근거와 논리에 기초하고 있는 바, 

기존의 저작과는 다른 시각이 필요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국제통상법 분야에 있어서는 과학 기술 및 법체계의 급속한 

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국제 교역의 특성상 시간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작업은 탄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WTO 협정 개정을 위한 

도하 라운드 협상도 국제정세 변화와 회원국 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26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WTO 체제는 

                                            
24 Campbell McLachlan, “The Evolution of Treaty Obligations in International Law”, in Georg 

Nolte (ed.), Treaties and Subsequent Practi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Hugh 

Thirlway, “The Law and Procedur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1960-1989”,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60 (1990), pp. 1-158; Martin Dawidowicz, “The Effect of 

Passage of Time on the Interpretation of Treaties: Some Reflections on Costa Rica v. Nicaragua”, 

Leid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4 (2011), pp. 201-222; Paolo Palchetti, “Interpreting 

‘Generic Terms’: Between Respect for the Parties’ Original Intention and the Identification of the 

Ordinary Meaning”, in Nerina Boschiero, Tullio Scovazzi, Cesare Pitea, and Chiara Ragni (ed.), 

International Courts an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Essays in Honour of Tullio 

Treves (The Hague: Asser Press, 2013), pp. 91-105; Sondre Torp Helmersen, “Evolutive Treaty 

Interpretation: Legality, Semantics and Distinctions”, European Journal of Legal Studies, vol. 6, 

issue 1 (2013), pp. 127-148; Ulf Linderfalk, “Doing the Right Thing for the Right Reason—Why 

Dynamic or Static Approaches Should be Taken in the Interpretation of Treaties”, International 

Community Law Review, vol. 10 (2008), pp. 109-141. 
25  Malgosia Fitzmaurice, “Dynamic (evolutive) Interpretation of Treaties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Part I)”, Hague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21 (2008), pp. 101-

153; M. Fitzmaurice, Ibid. (part II), HYIL, vol. 22 (2009), pp. 3-32; Rudolf Bernhardt, “Evolutive 

Treaty Interpretation, Especially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Germ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42 (1999), pp. 12-45; George Letsas, A Theory of 

Interpretation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p. 58-80; Andrew Legg, The Margin of Appreciation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Deference and Proportional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p. 103-115 각각 참

조. 
26 도하 라운드는 2007년에 한 차례 협상 중단을 겪은 이후 지난 2013년 12월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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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들에 통상질서와 규제를 제공하는 규범적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WTO 패널(panel) 및 

항소기구(the Appellate Body)는 발전적 해석의 도입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27 이러한 원인으로는 주로 

WTO협정의 구조적인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WTO협정의 구조는 발전적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WTO 체제는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28 

제3.2조에 의하여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례적인 규칙”을 

대상협정(Covered Agreements)의 해석에 도입하고 있다. 그러한 

규칙은 비엔나 협약 제31조 내지 제33조에 성문화된 국제법상의 

해석 규칙을 의미한다.29 제3.2조는 WTO 체제가 전체 국제법 체제의 

일부임을 보여주며, ICJ를 위시한 국제재판소가 일관적이고 조화로운 

해석규칙을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을 나타낸다.30 

그러나 현재 WTO 협정의 발전적 해석에 관한 연구는 심도있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발전적 해석의 고전적인 사례인 US – Shrimp 

사건 항소기구 판정을 분석한 저작들이 존재하지만, 31  주로 비엔나 

                                            
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9차 각료회의(the 9th Ministerial Conference)에서 무역원활화 

협정을 WTO 협정의 Annex 1A로 추가하는 데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살아나기 시작

하였다. WTO News, 6 January 2014, “Bali is just the start” – Azevêdo”, available at 

http://www.wto.org/english/news_e/spra_e/spra4_e.htm (2014년 12월 18일 최종방문). 그

러나 이 협정의 성안 작업은 교착상태에 빠진 끝에 지난 2014년 7월 31일 기한을 

맞추지 못하게 되었다. 이후 아제베도(Roberto Azevêdo) WTO 사무총장이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속적으로 촉구한 끝에 지난 11월 27일 성안 작업이 시작되었다. 

현재 2015년 7월 기한을 맞출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WTO News, 31 

October 2014, “Azevêdo urges members to continue talking about ways to move forward beyond 

Bali impasse”, available at http://www.wto.org/english/news_e/news14_e/tnc_ 

infstat_31oct14_e.htm (2014년 12월 18일 최종방문); WTO News, 16 November 2014, “DG 

Azevedo urges rapid action on Bali Issues”, available at http://www.wto.org 

/english/news_e/news14_e/dgra_16nov14_e.htm (2014년 12월 18일 최종방문); WTO News, 

27 November 2014, “WTO work is ‘back on track’, says Azevêdo”, available at 

http://www.wto.org/english/news_e/news14_e/gc_rpt_27nov14_e.htm  (2014년 12월 18일 

최종방문). 
27 ILC Report on the work of its sixty-third session (26 April to 3 June and 4 July to 12 August 

2011), “Chapter XI: Treaties over Time”, A/66/10, p. 283.  
28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이하 “DSU”), 

April 15, 1994, WTO Agreement, Annex 2. 
29 WTO Appellate Body Report, Unites States – Standards for Reformulated and Conventional 

Gasoline, WT/DS2/AB/R, 29 April 1996, p. 17. 
30  Mitsuo Matsushita, Thomas J. Schoenbaum and Petros C. Mavroidis,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Law, Practice, and Policy (2n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 

76. 
31 M. Fitzmaurice, supra note 25; Francesco Francioni, “WTO law in context: the integr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law in the dispute settlement process”, in Giorgio 

Sacerdoti, Alan Yanovich, and Jan Bohanes (ed.), The WTO at Ten: The Contribu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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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제31조 제3항(c)에 더욱 초점을 두고 있다. 판정에 나타난 

발전적 해석과 제31조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의 판정이나 WTO 협정 체제 자체에 주목하고 있는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China – Audiovisual 사건 항소기구 판정32 등 

WTO협정의 발전적 해석에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사건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US – Shrimp 사건과 China – 

Audiovisual 사건을 대표 사례로 간주할 시, 각 사건에서 그러한 

해석이 허용된 상황 및 분야, 적용 기준, 그리고 시사점에 대한 

비교도 필요하다. 또한 기존 문헌들은 발전적 해석에 관한 WTO 

판정례가 국제법 체계 전체를 고려하여 일관적인 기준을 수립하려 

한다는 점에 크게 주목하고 있지 않다. WTO 체제의 법적 안정성과 

장기적 존속에 발전적 해석이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는 저작도 그 수가 많지 않다. 결론적으로 WTO 협정의 

발전적 해석은 그 중요성에 비하여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발전적 해석이 어떠한 상황 하에 어떠한 

조약 용어의 해석에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조약 

체제의 장기적 안정성에 이러한 해석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 및 

시사점을 도출하여 본다. 특히 발전적 해석을 비엔나 협약 

제31조에서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주목한다. 일부 저작은 

당사국의 공동의 의도(common intention of the Parties)에서 발전적 

해석의 근거를 찾고 있다. 33  이러한 의도의 문제 역시 중요하지만 

의도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발전적 해석의 독자적 의의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당사국 의도의 

환원론으로 보는 시각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밝히기 위하여 

국제 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발전적 해석과 제31조와의 관계를 

                                            
Dispute Settlement Syste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Kelly, J. Patrick, 

“The Seduction of the Appellate Body: Shrimp/Sea Turtle I and II and the Proper Role of States 

in WTO Governance”,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38 (2005), pp. 459-491; 김민주, 

“WTO 협정상 비례성원칙의 적용근거”, 『국제법학회논총』 제59권 제2호(2014), pp. 

11-33; 신수연,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3항(c)의 현대적 재조명”,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32 WTO Appellate Body Report, China-Measures Affecting Trading Rights and Distribution 

Services for Certain Publications and Audiovisual Entertainment Products, WT/DS363/AB/R, 

para. 348. 이 사건에서의 발전적 해석은 주로 피소국이었던 중국 학계에 의하여 분

석되고 있다. 예를 들어 吴卡, “条约演化解释方法的最新实践及其反思”, 『法学家』

(2012.2.) 참조. 
33 Eirik Bjorge, The Evolutionary Interpretation of Treat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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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는 데 상당한 중점을 둘 것이다. 또한 발전적 해석이 전체 

국제법 체제 내에서 일관적인 기준 하에 적용되고 있으며, 그 근거 

및 기준이 구체성과 정치함을 갖추어 나가고 있음을 보일 것이다. 

일부 제기되는 우려 및 한계에도 불구하고, 발전적 해석은 비엔나 

협약 제31조가 내포하고 있는 유연성을 바탕으로 조약의 장기적 

존속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검토 결과 발전적 해석이 전체 

국제법 체계 내에서 일관된 기준 하에 사용되고 있으며 WTO 

협정의 해석과 체제의 장기적 존속에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밝힌다. 결론적으로 비엔나 협약에 규정된 해석 규칙이 

국제법 체제의 응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우선 발전적 해석 원칙의 의의를 

도출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비엔나 협약 제31조에 성문화되어 있는 

해석에 관한 일반규칙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한다. 제31조 전체가 

종합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단일한 규칙이라는 전제 하에, 각 항이 

조약의 해석에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발전적 해석의 의의와 근거를 살펴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발전적 해석이 비엔나 협약 제31조에 성문화된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례적인 규칙에 해당함을 확인한다. 

종합적인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는 제31조는 발전적 해석의 근거가 

된다. 또한 동조 제3항, 효과적 해석 및 시제법 이론과의 비교를 

통하여 발전적 해석의 독자적 존립 필요성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국제재판소에서 발전적 해석이 활용된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발전적 해석이 조약의 해석에 있어 

수행한 역할을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조약 해석에 있어 

발전적 해석이 국제법 체계의 역동성을 반영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확인한다. 또한 발전적 해석이 

장기적 또는 항구적 체제를 수립하는 조약 체제에서 일반적 용어를 

통하여 도입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유럽인권재판소의 

발전적 해석을 검토하여 보고 동 재판소의 발전적 해석은 기타 

국제재판소와 다소간 상이한 근거에 기초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검토에 근거하여 분석 수준을 WTO 체제로 

옮긴다. 우선 WTO 대상협정의 해석에 있어 발전적 해석의 역할을 

분석한다. WTO 협정의 해석에도 역시 비엔나 협약 제31조에 기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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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적 해석이 활용될 수 있다. 그러한 연결점은 WTO DSU 

제3.2조이다. 발전적 해석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활용 범위 

및 한계점 역시 분석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발전적 해석이 

비단 WTO협정의 당면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뿐만 아니라 체제의 

장기적 안정성에도 기여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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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제법상 조약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 
     

     

제 1 절 조약 해석의 의의 
     

조약의 해석은 조약 문언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다. 34  이는 

조약 문언에 나타나 있는 당사국(the Parties)의 의도에 효력을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35  이러한 과정에 사용되는 규칙은 

비엔나 협약 제31조 내지 제33조에 성문화되어 있다. 

조약의 해석은 조약의 적용(application)과 구분된다. 조약의 

적용은 해석과 혼동되는 측면이 있으나 해석이 조약의 적용에 

선행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엄밀하게는 구분될 수 있다. 36  즉 

조약의 적용은 해석을 통하여 찾은 용어의 의미를 법적 사실에 

대응시키는 과정이다. 37  따라서 조약의 적용은 항상 조약의 해석과 

연관된다. Shahabuddeen 판사는 일정한 사실관계 없이는 조약을 

해석하기가 어렵고 해석의 바탕 없이는 적용도 어렵기 때문에 

조약의 해석과 적용을 구별할 현실적 및 이론적 필요성이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38  그러나 조약은 해석되지 

않고는 적용될 수 없다. 

                                            
34 YBILC (1964), vol. 2, A/CN.4/SER.A/1964/ADD.1, vol. 2, p. 53, para. (1).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process of interpretation, rightly conceived, cannot be regarded as a mere 

mechanical one of drawing inevitable meanings from the words in a text, or of 

searching for and discovering some preexisting specific intention of the parties with 

respect to every situation arising under a treaty… In most instances interpretation 

involves giving a meaning to a text.” (emphasis original) 
35 Lord Arnold McNair, The Law of Treaties (Oxford: Clarendon Press, 1961), p. 365. 원문은 

다음과 같다. “It can be described as the duty of giving effect to the expressed intention of the 

parties, that is, their intention as expressed in the words used by them in the light of the 

surrounding circustances.” (original emphasis) ; WTO Appellate Body Report, EC – Customs 

Classification of Frozen Boneless Chicken Cuts, WT/DS269/AB/R, WT/DS286/AB/R, para. 175 

& 239. 
36 A. McNair, ibid., p. 365, 각주 1; YBILC (1964), vol. 2, supra note 34, p. 8, para. 3; Richard 

Gardiner, Treaty Interpret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 27. 
37 Commentary on the Harvard draft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Supplement, vol. 29 (1935), pp. 653-1228, p. 938. 
38 Separate Opinion of Judge Shahabuddeen in Applicability of the Obligation to Arbitrate under 

Section 21 of the United Nations Headquarters Agreement of 26 June 1947,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88, p. 12, p. 59. 원문은 다음과 같다.  

since it is not possible to interpret a treaty save with reference to some factual field 

(even if taken hypothetically) and since it is not possible to apply a treaty except on 

the basis of some interpretation of it, there is a detectable view that there is little 

practical, or even theoretical, distinction between the two elements of the form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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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해석과 적용을 엄격히 구분하는 견해는 후술할 발전적 

해석과 시제법 원칙과의 구분의 근거 중 하나가 되기도 한다. 

 

 

제 2 절 조약 해석의 목적 

     

조약 해석의 궁극적인 목적에 관하여는 비엔나 협약 성안 

전부터 크게 세 가지가 제시되어 왔다.3940 ① Sir Hersch Lauterpacht41 

를 비롯한 의사주의 또는 역사주의(the subjective or historical method)는 

기초자들의 진정한 의도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 결과 조약 

기초 당시 체약국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수단으로서 준비문서(travaux 

préparatoires)를 중시하는 경향이 높다. Max Huber로 대변되는 42  ② 

문언주의(the textual or grammatical method)의 경우 당사국의 의도가 

이들이 기초한 조약 문언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약 해석의 목적은 이 문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43  ③ 목적주의 또는 기능주의 (the teleological or 

functional method)의 경우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중시한다. 이들은 이러한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면 때로 조약 문언 

자체에서 부과하고 있는 제한을 벗어날 용의도 있다.44 

                                            
39 I. Sinclair, supra note 19, pp. 114-115;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YBILC”) 

(1966), A/CN.4/SER.A/1966/Add.1, vol. 2, p. 218, para. (2).  
40  Villiger는 여기에 문맥주의 학파(the contextual or systemic method) 및 논리주의 

학파(logical method) 두 가지를 더하여 다섯 가지 해석방법론을 들고 있다. Mark E. 

Villiger, Commentary on the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Leide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9), p. 422 참조. 
41 Lauterpacht는 또한 국가 주권을 존중하는 제한적 해석원칙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모호한 경우, 국가들이 최소한도로 조약상 의무에 

의하여 구속되고자 한다는 추정에 기초하여 해석하는 원칙을 말한다. Hersch 

Lauterpacht, “Restrictive Interpretation and the Principle of Effectiveness in the Interpretation of 

Treaties”,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BYIL”), vol. 26 (1949), pp. 48-85 참조; R. 

Gardiner, supra note 36, pp. 60-62. 
42  G. Fitzmaurice의 이러한 입장은 당사국의 유일한 그리고 가장 최신의 표현(La 

seule et la plus récente expression de la volonté commune des parties) 이라는 표현에 잘 

나타나 있다. 
43  이러한 맥락에서 의사주의와 문언주의 간에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사국의 진정한 의도가 조약 문언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한다면 

조약 문언을 중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Oliver Dörr and Kirsten Schmalenbach,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 Commentary (Heidelberg: Springer, 2012), p. 522, 

para. 3 참조. ILC 주석서(1966)에서도 “당사국 의도의 진정한 표현으로서의 조약 

문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YBILC (1966), vol. 2, p. 218, para. (2) 참조. 
44 1935 Harvard Draft on the Law of Treaties 제19조 para. (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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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여러 가지 해석 원칙 중 하나의 논리만 주장하는 

학자는 찾기 어려우며, 이 세 가지 방법론이 서로 배타적인 것도 

아니다.45  대부분의 학자들이 둘 혹은 그 이상의 방법론을 혼합하여 

사용할 것을 주장한다. 46  이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비엔나 협약 

또한 어느 하나의 방법론을 고집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론을 조화롭게 규정하고 있다.47 

 

 

제 3 절 해석의 일반 규칙: 비엔나 협약 제31조 

 

I. 의의 및 기능 

 

비엔나 협약에 성문화된 해석규칙은 조약의 이행과 효과적인 

분쟁해결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ICJ를 위시하여 

대다수의 국제재판소는 조약의 해석에 있어 비엔나 협약에 

성문화된 국제관습법상의 해석규칙을 활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가, 정부, 국제기구 및 기타 다양한 주체들이 비엔나 협약에 

성문화된 해석 규칙에 따라 조약 규정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48 

                                            
Article 19. Interpretation of Treaties 

(a) A Treaty is to be interpreted in the light of the general purpose which it is intended to 

serve.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treaty, travaux préparatoires, the 

circumstances of the parties at the treaty was entered into, the change in these 

circumstances sought to be effected, the subsequent conduct of the parties in applying 

the provisions of the treaty, and the conditions prevailing at the time interpretation is 

being made, are to be considered in connection with the general purpose which the 

treaty is intended to serve.  

Harvard Research in International Law, Law of Treaties, 29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Supplement (1935), pp. 653-1228, p. 937. 
45 Mark E. Villiger, supra note 40, p. 422 ; I. Sinclair, supra note 19, p. 115 ; D. W. Greig, “The 

Time of Conclusion and the Time of Application of Treaties as Points of Reference in the 

Interpretative Process”, in M. Craven et al. (ed.), Time, History and International Law (Leide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7), p. 165. 
46  비엔나 협약이 체결된 1969년 이전의 판례들도 다양한 해석방법론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다. Fitzmaurice는 1951-4년 사이에 ICJ 판결에서 사용된 다양한 

해석방법론을 Actuality or textual interpretation; Natural or ordinary meaning; Integration 

(interpretation of a treaty as a whole); Effectiveness; Subsequent practice 및 Contemporaneity 

로 정리하였다. Sir Gerald Fitzmaurice, “The Law and Procedur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1951-4: Treaty Interpretation and Other Treaty Points”, BYIL, vol. 33 (1957), pp. 203-

293. 
47 Martin Dixon & Robert McCorquodale, Cases & Materials on International Law, 5th ed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 87. 
48 Anthony Aust, Modern Treaty Law and Practice, 3rd ed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 2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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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내지 제32조의 국제관습법적 성격은 ICJ 49  및 WTO 

패널/항소기구50 등 여러 국제재판소에 의하여 거듭 인정받고 있다. 

비엔나 협약의 해석규칙은 종종 국제법에서 발생하는 제 

문제의 최종적 해결 수단으로 제시되기도 한다.51  예를 들어 제31조 

제3항(c)는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국제법의 파편화를 봉합하는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ILC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52 

최근에는 조약에 나타나는 시간적 요소로서 제31조 제3항(a) 및 

(b)의 추후 합의 및 추후 관행이 주목을 받고 있다. 요컨대 

해석규칙이 국제법에서 나타나는 여러 구조적인 문제를 최종적으로 

                                            
49 비엔나협약 제31조가 국제관습법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ICJ 판결은 다음과 

같다. Arbitral Award of 31 July 1989 (Guinea-Bissau v. Senegal), I.C.J. Reports 1991, p. 69, 

para. 48 (“[Articles 31 and 32] may in many respects be considered as a codification of existing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erritorial Dispute (Libya/Chad), Judgment, I.C.J. Reports 1994, 

p. 6, para. 41;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Qatar v. Bahrai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Ibid. 1994, p. 112, para. 33; Oil Platforms 

(Iran v. United States), Preliminary Objection, Ibid. 1996, p. 803, para. 23; Kasikili/Sedudu 

Island (Botswana/Namibia), Ibid. 1999, p. 1045, para. 18; LaGrand (Germany v. United States), 

Ibid. 2001, p. 466, para. 99; Sovereignty over Pulau Ligitan and Pulau Sipadan 

(Indonesia/Malaysia), Ibid. 2002, p. 625, para. 37;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I.C.J. Reports 2004, p. 136, para. 94;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Mexico v. United States), Judgment, I.C.J. Reports 2004, p. 12, para. 83; 

Legality of Use of Force (Serbia and Montenegro/Belgium) (Preliminary Objections), I.C.J. 

Reports 2004, p. 318, para. 100;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Bosnia and Herzegovina v. Serbia and Montenegro), Ibid. 2007, p. 43, 

para. 160; Certain Questions of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Djibouti v. France), Ibid. 

2008, p. 177, para. 153; Dispute regarding Navigational and Related Rights (Costa Rica v. 

Nicaragua), Ibid. 2009, p. 213, para. 47; 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Argentina v. Uruguay), 

Ibid. 2010, p. 14, paras. 64-65.  
50  WTO 패널 및 항소기구도 제31조의 국제관습법적 성격을 널리 인정하고 있다. 

WTO 항소기구가 US-Gasoline 사건 판정에서 DSU 제3.2조에 규정된 “customary rules 

of interpretation of public international law”가 비엔나 협약 제31조를 의미한다고 판정한 

이후, 다수의 WTO 판정에서도 그 국제관습법적 성격이 반복 언급되고 있다. WTO 

Appellate Body Report, Unites States – Standards for Reformulated and Conventional Gasoline, 

WT/DS2/AB/R, 29 April 1996, p. 17; WTO Appellate Body Report, Japan – Taxes on Alcoholic 

Beverages, WT/DS8/AB/R, WT/DS10/AB/R, WT/DS11/AB/R, 4 October 1996, p. 10; WTO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 – Anti-Dumping Measures on Certain Hot-Rolled Steel 

Products from Japan, WT/DS184/AB/R, 24 July 2001, para. 57; WTO Appellate Body Report, 

Chile – Price Band System and Safeguard Measures Relating to Certain Agricultural Products, 

WT/DS207/AB/R, 3 May 2002, para. 231; WTO Appellate Body Report, EC – Chicken Cuts, 

supra note 35, para. 176; WTO Panel Report, European Communities – Measures Affecting the 

Approval and Marketing of Biotech Products, WT/DS293/R, 29 September 2006, para. 4.1203. 

WTO Panel Report, China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on Certain Automobiles 

from the United States, WT/DS440/R, 23 May 2014, para. 7.1. 
51 Dinah Shelton, “International Law and ‘Relative Normativity’”, in Malcom D. Evans (ed.), 

International Law (4th ed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 156. 
52  Report of the Study Group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Difficulties Arising from the Diversification and Expansion of International 

Law” (“Fragmentation Report”), A/CN.4/L.682, April 13, 2006; “Conclusions of the work of the 

Study Group on the 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Difficulties arising from the 

Diversification and Expansion of International Law” (“Conclusions on Fragmentatio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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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합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조명되고 있다. 53  이는 비엔나 협약의 

해석규칙이 여러 국제법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면서 국제법 

체계 전체를 응집력 있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인 제31조는 조약의 해석 과정 자체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 과정에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선택하여 성문화하고 있다. 54  그러한 각 요소를 어느 정도로 

고려할지 여부는 일정 정도 해석자에게 주어진 재량이다.55  

비엔나 협약 그 자체를 비롯한 모든 조약 및 조약 규정은 

제31조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제31조는 비엔나 협약 채택 

당시부터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그 

국제관습법적 성격이 다수의 사례에서 인정되고 있다. 56  이러한 

성격으로 인하여 동 조는 비엔나 협약 발효(1980년) 이전에 체결된 

조약의 해석 또는 분쟁당사자가 비엔나 협약 당사국이 아닌 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적용된다.57 

 

 

 

                                            
53  이에 관하여 이경화, “국제환경법과 WTO법상 의무의 충돌 해석에 관한 연구: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해석 규정의 적용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13년) 참조. 
54 I. Sinclair, supra note 19, p. 117. 
55  Ulf Linderfalk, “Doing the Right Thing for the Right Reason—Why Dynamic or Static 

Approaches Should be Taken in the Interpretation of Treaties”, International Community Law 

Review, vol. 10 (2008), pp. 109-141, p. 110. 
56 Case of Golder v. United Kingdom, Application no. 4451/70 (1975), para. 29 (“The Court is 

prepared to consider, [...] that it should be guided by Articles 31 to 33 of the Vienna Convention 

of 23 May 1969 on the Law of Treaties. That Convention has not yet entered into force and it 

specifies, at Article 4, that it will not be retroactive, but its Articles 31 to 33 enunciate in essence 

generally accepte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to which the Court has already referred on 

occasion.”). 이 사건은 비엔나 협약의 발효 전에 제31조 내지 제33조에 성문화된 해

석 규칙의 국제관습법적 성격을 인정하였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57 Gilbert Guillaume, “Methods and Practice of Treaty Interpretation”, in G. Sacerdoti et al. (ed.), 

The WTO at Ten: The Contribut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 473; 다만 ICJ 규정 제36조 제2항에 따른 강제관할권 수락선

언과 같이 조약이 아닌 문서의 해석에 있어서는 제31조에 규정된 해석규칙이 우선

적으로 적용되지 않아도 무방하다. Anglo-Iranian Oil Co. (United Kingdom v. Iran), 

Preliminary Objection, Judgment, I.C.J. Reports 1952, p. 104; Fisheries Jurisdiction (Spain v. 

Canada), Jurisdiction of the Court, Judgment, I.C.J. Reports 1998, p. 454, paras. 48-49; Whaling 

in the Antarctic (Australia v. Japan: New Zealand Intervening), Merit, Judgment, I.C.J. Reports 

2014, p. 20, para. 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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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형성 연혁 

 

상설국제사법재판소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이하 

“PICJ”) 의 설립 후부터 조약의 해석에 관한 비교적 일관된 판례가 

축적되기 시작하였다. 58  이러한 기초 위에서 조약법을 성문화하기 

위한 시도로 여러 초안이 만들어졌다. 1935년에는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의 주관 하에 조약법에 관한 하버드 초안 

(Harvard Draft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이 주석(commentary)과 

함께 발표되었는데, 동 초안은 제19조에 해석 규칙을 규정하였다. 59 

1956년 국제법학회가 작성한 초안60은 용어의 자연적∙통상적 의미가 

해석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문맥주의를 포용하였다. 

1957년에는 Gerald Fitzmaurice가 1951년부터 1954년까지의 ICJ 

판례에서 찾을 수 있는 6가지 해석방법을 집대성하였다.61 동 조항은 

해석 규칙의 법전화에 다대한 영향을 끼쳤다.62 

ILC가 언급한 바와 같이 63  문서의 해석은 과학보다는 예술의 

경지에 근접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비엔나 협약을 

성안하는 과정에서는 해석이라는 작업이 애초에 법전화에 적합한 

주제인지 여부에 대하여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었다. 64  UN 

                                            
58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PCIJ Series A/B, no. 53, p. 49; SS Wimbledon, PCIJ Series. 

A, no. 1, pp. 23, 25-28; Factory at Chorzów (Claim for Indemnity) (Jurisdiction), PCIJ Series. A, 

no. 9, p. 24; 및 SS Lotus, PCIJ Series. A, no. 10, pp. 16-17 각각 참조. 
59 해당 조항의 원문은 supra note 44 참조. 이에 대한 주석은 AJIL Supplement, vol. 29 

(1935), pp. 653-1228 참조; 초안 제19조는 조약의 목적 달성에 중점을 두는 엄격한 

목적주의 방법론에 기초하고 있었다. O. Dörr et al., supra note 43, p. 526, para. 10; R. 

Gardiner, supra note 36, pp. 57-58.  
60  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Resolution (1956), available at http://www.idi-

iil.org/idiF/navig_chron1953.html (2014년 12월 18일 최종검색). 
61 G. Fitzmaurice, supra note 46 참조. 
62  Third Report on the law of treaties, by Sir Humphrey Waldock, Special Rapporteur, 

A/CN.4/167 and Add. 1-3, pp. 55-56. 마지막 원칙인 “contemporaneity” 만이 비엔나 협약 

조문에서 제외되었다. 
63 YBILC (1966), vol. 2, sura note 39, p. 218, para. (4); O’Connell 역시 해석에 관한 분명한 

원칙을 만들 수 있다는 쪽과 이것이 환상에 불과하다고 믿는 쪽으로 학자들의 

의견이 갈려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D. O’Connell, International Law, 2nd edn. (London: 

Stevens, 1970), p. 253, Aust, supra note 48, p. 206에서 재인용. 
64 예를 들어, YBILC (1964), vol. 2, A/CN.4/SER.A/1964/ADD.1, vol. 2, p. 53, para. (1) (“The 

Utility and even the existence of rules of international law governing the interpretation of treaties 

are questions which are not free from controversy”); YBILC (1966), vol. 1, part. 2, p. 188, para. 

38 (“Mr. Reuter said that a reluctance to insert provisions on the interpretation of treaties in the 

draft was understandable because interpretation was an art, not a science.”) 참조. 대부분의 

국내법 체계에서 법령의 해석에 관한 규칙은 법규화되기보다는 재판소의 관행으로 

축적∙발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Mark E. Villiger, “The Rules on Interpretation: Misgivings, 

Misunderstandings, Miscarriage? The ‘Crucible’ Intended by the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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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위원회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역시 조약의 

해석에 관한 규칙을 법전화 대상으로 삼는 데 대하여 고민을 

거듭하였다.65 결국에는 해석규칙의 법규성이 인정되었고, ILC는 조약 

해석 규칙을 구성하는 몇몇 일반원칙들을 분리하여 법전화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66  1964년 특별보고자 Waldock의 3차 

보고서에는 조약의 해석에 관한 제70-72조가 포함되었다.67  

1964년 ILC 초안 제69-71조는 현 제31조 및 제32조의 핵심을 

담고 있었다. 68  ILC는 1966년 어느 한 원칙을 중시하기보다는 여러 

요소를 조화롭게 고려하는 해석을 일반원칙으로 하는 초안 제27조 

및 제28조를 채택하여 총회에 제출하였다. 69  조약 문언은 당사국의 

가장 진정한 의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규정되었다. 70  이들 조항은 거의 수정 없이 현재의 제31조 및 

제32조가 되었다.71 

 

 

 

                                            
Commission”, in Enzo Cannizzaro, (ed.). The Law of Treaties beyond the Vienna Conven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 106. 
65  ILC는 1950년부터 조약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4차 특별보고자였던 Sir 

Humphrey Waldock 은 임명된 지 2년 만인 1964년에야 조약의 해석에 관한 첫 번째 

초안을 기안하였다. Ibid. 
66  YBILC (1966), vol. 2, supra note 63, pp. 218-219; Aust는 이러한 ILC의 시도를 

“중용(middle course)”을 택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Aust, supra note 48, p. 206. 이러한 

ILC의 접근법은 규칙으로서 적합한 최소한의 필요 원칙에 집중한 것이다. Richard 

Gardiner, “Treaty Interpretation”, in D. Hollis (ed.), Oxford Guide to Treat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 477. 
67  Third Report on the law of treaties, by Sir Humphrey Waldock, Special Rapporteur, 

A/CN.4/167 and Add. 1-3, pp. 52-56. 당시의 제목은 Article 70 (General rules), Article 71 

(Application of the general rules), and Article 72 (Effective interpretation of the terms) 이었다. 

이들 규칙은 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가 1956년 4월 19일 발표한 “조약의 

해석(L'interprétation des traités)”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항은 

문언주의를 우선으로 하고 문맥 및 신의 성실 원칙 등을 참작할 수 있는 일정 

재량을 규정하였다. 1956년 조항의 원문은 http://www.idi-iil.org/idiF/resolutionsF/1956 

_grena_02_fr.pdf 참조 (2014년 12월 18일 최종검색). 
68 YBILC (1964), vol. 2, supra note 34, p. 199. 
69 Draft Articles 제27조 및 제27조에 대한 Commentary 참조. YBILC (1966), vol. 2, supra 

note 39, pp. 217-218. 
70 I. Sinclair, supra note 19, p. 115. 즉 조약 당사국의 의도는 조약 문언에 가장 정확히 

나타나 있다는 시각이다. 이는 의사주의가 문언주의와 조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Supra note 43 참조. 
71  Ibid. 1968-1969년의 비엔나 회의에서 초안 제27조 및 제28조의 채택 과정에 

관하여는 M. E. Villiger, supra note 64, p. 1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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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제관습법적 성격 

 

제31조의 국제관습법적 성격은 초안 제 27조(현 제31조)가 반대 

없이 채택된 1969년부터 다수 국가 및 국제재판소의 호응을 얻기 

시작하였다. 72  오늘날 제31조 및 제32조의 국제관습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73 따라서 제31조는 협약이 발효된 1980년 

이전에 체결된 조약, 협약 비당사국 간에 체결된 조약 74  및 

구두조약과 같이 동 협약의 적용범위 밖에 놓인 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다.75 

 

IV. 분석 

 

제31조 규정은 정교하게 고안되어 있으면서도 해석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76  이로 인하여 제31조에 규정된 해석 

원칙의 이용에 관하여 여전히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후술할 발전적 해석과 관련하여서도 그러하다. 

이하에서는 조약 해석의 일반 원칙이자 발전적 해석의 근거가 

되는 비엔나 협약 제31조를 세부적으로 분석한다. 

 

A. 일반원칙: 제1항 

 

비엔나 협약 제31조는 네 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전체가 하나의 일반 규칙을 구성한다. ILC가 제31조의 제목을 

“해석의 일반 규칙”이라는 단수 형태로 한 것은 해석이 하나의 

                                            
72 Supra notes 49 및 50 참조; Seabed Disputes Chamber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of States Sponsoring Persons and 

Entities with Respect to Activities in the Area, Advisory Opinion, 1 February 2011, para. 57; 

ECtHR, Golder v. United Kingdom, supra note 56 ; ECJ, Metalsa [1993] ECR I-3751, para. 12; 

WTO Appellate Body Report, China-Measures Affecting Trading Rights and Distribution 

Services for Certain Publications and Audiovisual Entertainment Products, WT/DS363/AB/R, 

para. 348. 
73 O. Dörr et al., supra note 43, p. 523, para. 6 참조. 
74 비엔나 협약 비당사국인 미국 및 프랑스 간에 체결된 조약이 그 예이다. 양국은 

제31조의 국제관습법적 성격을 반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Ibid., p. 525, para. 7 참조. 
75 Ibid. 
76  Mark E. Villiger, supra note 40, p. 440-441. 즉 제31조(및 제32조)는 해석에 

참작되어야 할 여러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요소들을 어느 정도의 비율로 

고려할 것인지는 의무화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결국 해석자의 재량에 따라 

사안별로 해결될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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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된 작용(a single combined operation)임을 강조한 것이다.77 이러한 

특성은 1)제1항과 제2항 사이의 연관성 및 2)제3항과 제1∙2항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문구가 삽입된 데서도 드러난다. 78  제31조에 

구성된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야 법적 연관성 높은 해석이 

도출될 수 있다. 물론 조약 해석에 있어 항상 제31조의 모든 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각 항은 관련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79  따라서 제31조상의 각 

요소 사이에는 어떠한 위계 관계나 적용순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80 

Waldock의 서술81을 보면 제31조의 규정들은 규칙으로서 형성되기는 

하였지만 자유로운 성격도 지니고 있다. 

 

B. 문맥의 구성 요소: 제2항 

 

비엔나 협약은 해석 수단에 문맥을 규정함으로써 문맥주의를 

포용하였다. 82  제2항에서는 조약해석의 목적상 문맥으로 간주될 수 

있는 수단들을 나열하고 있다. 문맥은 해당 용어가 위치한 문장뿐만 

아니라 조문, 전문∙부속서를 포함한 조약 전체를 포함한다.83  이러한 

문맥에 비추어 조약 용어의 발전적 성격이 확인될 수 있다. 또한 

조약의 문맥에 의하여 어느 한 조약에서는 발전적으로 해석되는 

용어가 다른 조약에서는 그렇게 해석되지 않을 수 있다.84 

                                            
77 YBILC (1966), vol. 2, supra note 39, p. 219, para. 8; A. Aust, supra note 48, p. 208; O. Dörr 

et al., supra note 43, p. 523, para. 5; R. Gardiner, supra note 66, p. 480 참조. 제31조상의 각 

원칙들이 단계적으로 또는 분리되어 서술되더라도 이는 서술상 또는 수학(修學) 

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실제 해석 과정은 다층적 측면을 지닌 각 요소가 동시에 

통합적으로 고려되는 단일한 과정이다. Georges Abi-Saab, “The Appellate Body and 

Treaty Interpretation”, in G. Sacerdoti et al. (ed.), The WTO at Ten: The Contribut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 459.  
78 각각 “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은(the context for the purpose of the interpretation of a 

treaty)”, “문맥과 함께(together with the context)”가 규정되어 있다. 
79  Duncan French, “Treaty Interpretation and the Incorporation of Extraneous Rule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55, no. 1 (2006), p. 301. 
80 A. Aust, supra note 48, p. 208 참조. 
81  YBILC (1966), vol. 2, sura note 39, p. 94 (Observations and proposals of the Special 

Rapporteur), para. 1. (“The Commission was fully conscious in 1964 of the undesirability—if 

not impossibility—of confining the process of interpretation within rigid rules, and the provisions 

of articles 69-71 when read together, as they must be, do not appear to constitute a code of rules 

incompatible with the required degree of flexibility. […] In a sense, all “rules” of interpretation 

have the character of “guidelines” since their application of the context and the circumstances of 

the point to be interpreted.”). 
82 A. Aust, supra note 48, p. 208. 
83 Rudolf Bernhardt,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öffentliches Recht und Völker-recht 27 (1967), 

p. 498, M. Viliger, supra note 40, p. 427에서 재인용. 
84 P. Palchetti, supra note 24, pp. 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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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a)는 모든 조약 당사국이 합의(agreement)하는 경우를 

상정한다. 이에 따라 조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체결 시에 채택된 

문서가 문맥에 포함될 수 있다.85  해당 합의는 조약의 일부이거나86 

그 자체 조약일 필요가 없고, 당사국의 의도를 나타내면 된다.87  

제2항(b)는 하나 이상의 당사국이 작성하고 수락한 

문서(instrument)를 포함하고 있다. 이 문서는 일부 당사국 간 합의를 

의미할 수도 있으며, 88  해석선언과 같이 완전히 일방적 성격을 띨 

수도 있다.89 다만 다른 모든 당사국의 수락을 받아야 한다는 요건이 

준수되어야 한다. 90  당사국의 합의와 같은 조약 외적인 요소를 

“문맥”에 포함시키는 것은 조약 당사국들의 의사에 기반한 것이다. 

때문에 이는 정식의 해석을 구성하며, 구속력도 가지게 된다. 

제2항의 합의 및 문서는 조약의 “체결에 관련”되어야 한다. 즉 

해당 조약이나 조약의 주제(subject-matter)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러한 행위가 반드시 조약의 체결 시점에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91  조약 체결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92 

                                            
85  이 밖에도 조약문과 같이 채택된 최종의정서(final acts), 가입의정서(protocols of 

signature), 양해(understandings) 및 주석서 또는 설명서(commentaries or explanatory 

reports) 등이 포함될 수 있다. I. Sinclair, supra note 19, pp. 129-30. 조약을 작성한 

국제기구의 해석 관련 결의안이나 명시적으로 해석 관련 지침을 규정하고 있는 

조약(UN해양법협약 제XI부 이행에 관한 협정(1994) 등)도 포함된다. O. Dörr et al., 

supra note 43, pp. 551-552. 
86  해석에 관한 합의의 채택이 조약에 규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체가 “문맥”으로서 

비엔나 규칙이 직접 적용된다. R. Gardiner, supra note 66, p. 497. 
87 A. Aust, supra note 48, p. 211. 
88 Ibid., p. 212 참조. 
89  ILC는 일방적 문서는 조약 체결과의 관련성이 타방 당사국에 의하여 수락되지 

않는 한 제27조(현 제31조) 의 목적상 문맥을 구성하지 못한다고 본다. YBILC (1966), 

vol. 2, supra note 39, p. 221. 
90 R. Gardiner, supra note 36, p. 204. 
91 조약 체결을 위한 외교 회의에서 작성된 문서는 조약의 체결 시점과 관련되기는 

하지만 해당 시점에서는 누가 조약의 당사국이 될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서는 국가 관행이나 준비문서(travaux préparatoires)로 간주될 수 있다. R. 

Bernhardt, supra note 25, p. 14. 
92  현실적으로 조약의 ‘체결’ 시점은 정확히 알기 어렵다. 조약 협상 종료 및 발효 

후의 다양한 단계를 아우르는 단일 명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양자조약은 서명된 날, 다자조약은 서명에 공개된 날을 체결시점으로 본다. R. 

Gardiner, supra note 66, p. 484 참조. 비엔나 협약에서도 “conclusion”이라는 용어는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예를 들어 비엔나 협약 제2부 제1절(조약의 체결)은 

전권위임장, 정본인증, 채택,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 표시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비엔나 협약 제2조 제1항(a)상 조약의 정의가 “국가간에 체결되[…]는 

국제적 합의”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2부 제1절에 규정된 절차를 행하는 때에 이미 

조약이 체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R. Gardiner, supra note 36, pp. 20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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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추가적 참작 요소: 제3항 

 

제3항은 문맥에 더하여 부가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해석 

수단을 명시하고 있다. 추후의 합의(subsequent agreements)와 추후의 

관행(subsequent practice), 그리고 국제법의 관계규칙(relevant rules of 

international law)이 그것이다. 이러한 요소들 역시 의무적 성격(an 

obligatory character)을 지니고 있다.93 

제3항(a)와 제3항(b)에 규정된 추후 합의 및 추후 관행은 조약의 

체결 또는 발효 이후에 생성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체결과 관련되는 

제2항과는 구별된다. 제3항은 시적 요소를 내포하며 궁극적으로 

조약의 개정 또는 변경과 연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전적 해석과 

공통점을 가진다. 제3항과 발전적 해석과의 비교는 제3장 제4절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비엔나 협약 제31조 3항(c)는 다자조약체제가 확산되는 추세 

하에서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EC – Biotech 사건 94  및 Oil 

Platform 사건 95  등과 같이 제3항(c)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점증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국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계규칙”의 올바른 확정과 그 적용을 위해서는 

연구와 판례가 더욱 축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D. 특별한 의미: 제4항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4항에 규정된 “특별한 의미(a special 

meaning)”는 제1항의 통상적 의미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96  동 항의 

의의는 입증책임의 분배에서 찾을 수 있다. 97  즉 특별한 의미를 

                                            
참조. 
93 YBILC (1966), vol. 2, supra note 39, p. 220, para. 9. 
94 WTO Panel Report, European Communities – Measures Affecting the Approval and Marketing 

of Biotech Products, WT/DS293/R, 29 September 2006. 
95  Case concerning Oil Platforms (Islamic Republic of Iran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of 6 November 2003, I.C.J. Reports 2003, p. 161. 이 사건에서 ICJ 다수의견이 

제시한 제31조 제3항 (c)의 법리 구성 및 이에 대한 비판에 관련하여 Philippe Sands 

& Jeffery Commission, “Treaty, Custom and Time: Interpretation/Application?” in M. 

Fitzmaurice et al., Treaty Interpretation and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30 

Years on (Leide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0), pp. 42-48; 박현석, “조약해석상 

‘국제법의 관련 규칙’의 참작”, 『국제법학회논총』 제54권 제3호(2009), pp. 191-214 

참조. 
96 I. Sinclair, supra note 19, p. 126. 
97 성안작업 당시 제4항의 포함 여부에 관하여 통상적 의미 역시 특정 문맥 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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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측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V. 제31조의 적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31조 전체가 하나의 일반 규칙(a single 

combined operation)으로서 적용된다. 98  “rule”이라는 단수 표현은 

이러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제31조는 용어의 통상적 의미에서 

출발하여 규정된 다른 모든 수단들을 조화롭게 참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도는 “crucible/holistic approach”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다. 99  즉 제31조는 문언주의, 의사주의 그리고 

목적주의를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 항 간에는 어떠한 

적용순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제31조에 정교하게 규정된 각 해석 

요소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100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재판소들의 실제 관행을 

보면 통상적 의미를 강조한 제1항에 치우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101  유럽인권재판소 102 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제31조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나, ICJ, 103  WTO 

                                            
또는 기술적(technical) 용도로 사용되면 특정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과연 이 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최종적으로는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사건(1933)에서의 PCIJ의 언급과 같이 주장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지워진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제4항이 채택되었다. YBILC 

(1966), vol. 2, p. 222, para. (17) (Commentary to article 27). 
98 Supra note 77 참조. 
99 M. E. Villiger, “The Rules on Interpretation: Misgivings, Misunderstandings, Miscarriage? 

The ‘Crucible’ Intended by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n Enzo Cannizzaro (ed.). The 

Law of Treaties beyond the Vienna Conven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 

106; A. Aust, supra note 48, p. 208; O. Dörr et al., supra note 43, p. 523, para. 5; R. Gardiner, 

supra note 66, p. 480 참조. 
100 WTO Appellate Body Report, EC – Chicken Cuts, supra note 35, para. 176. 
101 R. Gardiner, supra note 66, p. 481 
102 대표적으로, Case of Golder v. United Kingdom, Application no. 4451/70, (1975), para. 30 

(“[…] it is presented in the ‘general rule’ in Article 31 of the Vienna Convention, the process of 

interpretation of a treaty is a unity, a single combined operation”). 이 사건은 비엔나 협약 

발효 전에 그 국제관습법적 성격을 인정한 것이라는 데서 의의가 있다. 
103  제31조가 문제된 ICJ 판결은 supra note 49 참조. 제31조 1항에만 주로 의존한 

것으로 보이는 판결은 대표적으로 Territorial Dispute (Libya/Chad), Judgment, I.C.J. 

Report 1994, p. 21, para. 41 (“Interpretation must be based above all upon the text of the treaty.”);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Qatar v. Bahrai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judgment, I.C.J. Report 1995, p. 18, para. 33; Legality of Use of Force (Serbia and 

Montenegro/Belgium) (Preliminary Objection), judgment, I.C.J. Reports 2004, p. 318, para. 100. 

다만 제31조 제2항, 제3항 및 제3항(c)의 관습법적 성격을 인정한 판례도 존재한다. 

O. Dörr et al., supra note 43, p. 524, para.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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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구 104  및 미주인권재판소 105 의 경우에는 제31조 1항에 주로 

의존한 해석을 내놓는 경향이 발견된다. 31조 1항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추후 합의나 추후 관행 등 동 조의 다른 요소들을 부수적인 

역할로 격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있다.106 

 

VI. 소결 

 

ILC가 지적한 바와 같이 문서, 특히 조약의 해석은 어느 정도 

예술에 근접하는 작업이다. 107  특히 다자조약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 사이에 균형을 맞추어 성공적인 타결을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추후에 해석이 문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사건에서 

조약 용어의 의미에 관하여 당사국 간에 어느 정도로 대립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당사국의 공동의 의도를 드러낸다고 간주되는 

조약 문언이 얼마나 불확실하며 또한 해석의 중요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con objetos de comercio”라는 용어의 

해석에 대하여 한 당사국은 “avec des marchandises de commerce” 또는 

“with articles of trade”라고 주장한 반면,108  타방 당사국은 이것이 “à 

des fins de commerce” 또는 “for the purposes of commerce”를 의미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109 이렇게 하나의 용어에 관하여도 당사국별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조화롭게 고려하여 조약 용어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비엔나 협약 제31조는 다양한 해석 

수단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이러한 어려운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104 Donald McRae, “Approaches to the Interpretation of Treaties: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nd the WTO Appellate Body”, in Stephan Breitenmoser, Luzius Wildhaber (eds.),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Zurich: Dike, 2007), pp. 1413-1414; WTO 

Appellate Body Report, Brazil – Export Financing Programme for Aircraft, recourse by Canada 

to Article 21.5 of the DSU, WT/DS46/AR/RW, 21 July 2000, para. 45 참조. 
105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대표적으로 1987 Habeas Corpus in Emergency 

Situations Advisory Opinion OC-8/87, 30 January 1987, Inter-Am. Ct. H.R. (Ser. A) No. 8 (1987), 

International Law Reports 96 (1994), p. 396, para. 14 참조. 해당 부분은 비엔나 협약의 

해석규칙을 언급하면서 제31조 제1항만을 언급하고 있다. 
106 R. Gardiner, supra note 66, p. 484. 
107 ILC Commentary on draft Articles 27 and 28, para. (4), A. Aust, supra note 48, p. 205에서 

재인용. 
108 Dispute regarding Navigational and Related Rights (Costa Rica v. Nicaragua), I.C.J. Reports 

2009, p. 213, para. 45. 
109 Ibid., paras. 45 and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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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제 통상법 체제, 국제 인권법 체제 등 국제법의 각 하부 

체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면서 각 조약 체제 간의 거의 유일한 

연결고리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파편화된 것으로 

인식되는 현재 국제법 체제가 얼마나 자기 완비적인지에 관한 

문제와 연관되기도 한다. 시간적 요소에 관한 문제와 같이 미결로 

남겨둔 분야도 있으나, 추후 연구와 판례가 축적되면서 이러한 

분야에 대한 논리도 발전하여 갈 것으로 보인다. 

 

 

제 4 절 해석의 보충적 수단: 비엔나 협약 제32조 

 

비엔나 협약 제32조는 “해석의 보충적 수단(supplementary means 

of interpretation)”을 다룬다. 제32조에 규정된 수단은 제31조에 따른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또는 동조에 따라 해석하면 (i) 의미가 

모호 또는 애매해지거나 (ii) 명백히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조약 체결시의 상황과 

같은 보충적 수단은 조약이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과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 이외에도 조약의 채택 시 제안된 

각종 초안들, 회의기록, 전문가 보고서, 회의 시 의장의 해석선언, 

ILC의 초안 주석서 등을 준비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110 

의사주의 학파가 중시하였던 준비문서(travaux préparatoires)는 

제31조에 규정된 수단들로 문언의 의미를 확인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사용되는 보충적 수단이 되었다. 이에 따라 준비문서와 

같은 수단에는 제한적인 역할이 주어지고 있다. 111  조약 해석의 

목적은 당사국의 공동의 의도를 찾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112  발전적 해석에 있어서도 일부 판례는 조약 용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여 해석될 것을 당사국들이 의도하였을 

것을 요구한다. 113  그런데 이러한 의사를 가장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준비문서가 보충적 수단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일정 부분 

                                            
110 정인섭, supra note 116, p. 312. 
111 R. Bernhardt, supra note 25, p. 14. 
112 WTO Appellate Body Report, European Communities – Customs Classification of Certain 

Computer Equipment (“EC – Computer Equipment”), WT/DS62/AB/R, WT/DS67/AB/R, 

WT/DS68/AB/R, 5 June 1998, para. 93; WTO Appellate Body Report, EC – Chicken Cuts, supra 

note 35, para. 239. 
113 예를 들어 WTO Appellate Body Report, US – Shrimp, infra note 492, 각주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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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으로 보일 수도 있다. 114  그러나 준비문서나 체결시의 사정과 

같은 기록은 높은 신뢰도를 담보하고 있지 않다.115  

당사국의 의도를 가장 정확히 표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당사국이 채택하고 비준한 조약문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116  발전적 

해석도 제31조에 규정된 해석 수단을 적용하여 도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32조에 규정된 해석의 보충적 수단의 역할이 

과장되어서는 안 된다. 117  이러한 측면에서 발전적 해석의 근거로서 

준비문서 등의 보충적 수단에서 찾을 수 있는 당사국의 의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물론 준비문서에 

문제된 조약 용어가 체결 시 의미에 고정된 채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당사국의 공동의 의도가 명확히 나타나 있다면 그 용어는 

발전적으로 해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는 비엔나 협약 

제31조에 근거한 분석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준비문서가 활용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당사국 의도가 조약 용어의 발전적 해석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이 문제는 

제5장 제4절에서 보다 자세히 다룬다. PCIJ는 Lotus 호 사건에서 

조약이 그 자체로 충분히 명확하다면 준비문서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본 바 있으며,118 이러한 태도는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119 

 

 

                                            
114 Julian Davis Mortenson, “The Travaux of Travaux: Is the Vienna Convention Hostile to 

Drafting History?”,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07, no. 4 (October 2013), pp. 

780-822. 
115 Ibid. 
116 정인섭,『신국제법강의』제5판(서울: 박영사, 2014), p. 313. 
117 P. Palchetti, supra note 24, pp. 101-102. 
118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re is no occasion to have regard to preparatory work if the text of 

a convention is sufficiently clear in itself.” The Case of the SS Lotus, PCIJ Series. A, no. 9, 

Judgment of September 7th, 1927, p. 16. 
119 예를 들어 LaGrand (Germany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I.C.J Reports 2001, 

p. 466, paras. 104-1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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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발전적 해석”의 의의 
 

제 1 절 발전적 해석의 의의 
 

“발전적 해석(evolutionary/evolutive/dynamic interpretation)” 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국제법 체계의 변화를 고려하여 조약을 

해석하는 것이다. 120  이러한 해석은 조약 용어의 의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체결 당시와 변화가 있거나, 지칭하는 것이 달라지거나, 

아예 새로운 개념이 되었을 경우에 필요하다.121  

조약 용어의 의미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법체계의 규범적 

발전(normative development)이나 용어의 의미 변화, 과학기술의 발전 

또는 사회 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변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궁극적으로는 변화된 사정에 적합하도록 조약을 개정 또는 

변경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일 것이다. 그러나 조약과 같은 국제 

제도는 한 번 체결∙발효되어 고착되고 나면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려는 관성을 가진다. 또한 다자조약이 일반화된 오늘날에는 

개정에 복잡한 절차와 비용이 따른다. 당사국 간 이해관계도 얽혀 

있다. 따라서 조약, 특히 다자조약의 개정은 일반적으로 매우 

어렵다. WTO 도하 라운드 협상이나 UN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개정 작업에서 이러한 

                                            
120  발전적 해석을 나타내는 영어 표현들 중 “evolutionary”는 ICJ와 WTO 항소기구

가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 “evolutive” 는 ILC 및 유럽인권재판소가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dynamic interpretation” 또는 “mobile reference (renvoi mobile)” 이 사용

되고 있다. Dispute regarding Navigational and Related Rights, infra note 355, Declaration of 

Judge ad hoc Guillaume, para. 9; M. Dawidowicz, “The Effect of the Passage of Time on the 

Interpretation of Treaties: Some Reflections on Costa Rica v. Nicaragua”, supra note 24, p. 201. 

발전적 해석을 나타내는 위 용어들은 세부적인 차이 없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 

역시 세 용어를 모두 같은 의미로 간주하며, 영어로는 ICJ 및 WTO 항소기구가 지

속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evolutionary”를 대표 용어로 선택하였다. 
121 R. Gardiner, supra note 66, p. 498; 단순한 발전적 해석의 예는 비엔나 외교관계협약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제24조의 해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기

술의 발전속도를 고려할 때, “공관의 문서 및 서류(archive and documents of the mission)” 

는 정의를 명확히 망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교정보의 기

밀성을 위하여 공관 문서의 불가침을 보장하는 목적상 이 표현은 컴퓨터 저장장치

와 같은 현대의 정보저장 수단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즉 의미가 

해석 시점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Eileen Denza, Diplomatic Law: Commentary on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3rd ed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 196 참조. 이러한 발전적 해석은 이론의 여지 없이 자연스럽게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살펴볼 바와 같이 그 의미의 일반성과 조약 체제의 항구적 성격으

로 인하여 첨예한 분쟁의 대상이 되는 발전적 해석도 다수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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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전적 해석은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일조한다. 또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나 조약 체제의 현실 적응력을 

높임으로써 오히려 체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122 

당사국이 의도하지 않은 변화가 발생한 경우와 의도한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 모두 발전적 해석이 문제될 수 있다. 전자의 

상황에는 법적 용어나 그 용어의 의미가 조약 체결 이후 변화한 

경우, 법체계의 변경과 같이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 그리고 

문제된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대한 새로운 고려 요소가 발생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123  후자의 상황으로는 조약 당사국이 관행을 

통하여 특정한 조약상 용어나 조항의 의미를 변화시켜 가는 경우를 

들 수 있다. 124  후자의 경우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3항(b)상의 추후 

관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발전적 해석은 당사국이 변화한 상황을 고려하여 같은 조약을 

재협상하였다면 얻었을 결과, 즉 당사국의 공통의 바람(common 

desire)을 조약에 반영함으로써 조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기도 

하다.125 이는 당사국이 의도하지 않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조약의 개정 또는 입법과 구별된다.  

본래 발전적 해석의 문제는 시제법을 통하여 규율되어 온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점차 시제법의 기계적인 적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를 해결할 이론이 

필요하게 되었다. 발전적 해석은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점차 

확고한 근거를 갖추어 왔다. 

 

 

 

                                            
122  P. Palchetti, “Interpreting ‘Generic Terms’: Between Respect for the Parties’ Original 

Intention and the Identification of the Ordinary Meaning”, supra note 24, p. 91. 
123  Luigi Crema, “Subsequent Agreements and Subsequent Practice within and outside the 

Vienna Convention”, in Georg Nolte (ed.), Treaties and Subsequent Practi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 22. 
124 Ibid. 
125  Pierre-Marie Dupuy, “Evolutionary Interpretation of Treaties: Between Memory and 

Prophecy”, in Enzo Cannizzaro (ed.), The Law of Treaties beyond the Vienna Conven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p. 123-137, p. 126. 발전적 해석과 추후 관행과의 비교에 

관하여는 R. Gardiner, supra note 36, pp. 242-2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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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발전적 해석의 근거 
 

I. 비엔나 협약 제31조와 목적론적 접근법 

 

발전적 해석의 근거는 비엔나 협약 제31조에서 찾을 수 있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약 제31조는 조약 해석에 

고려되어야 하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합적 

해석 과정을 나타내는 제31조는 발전적 해석의 근거가 된다. 특히 

제1항에 포함되어 있는 목적론적 해석론은 발전적 해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이하에서는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1항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발전적 해석의 근거를 살펴본다. 

 

A. 신의 성실한 해석 

 

신의 성실 원칙(the principle of good faith)은 법의 일반원칙이자 

국제법의 일반원칙이다. 126  그 중 신의 성실한 해석 원칙은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인 제31조 적용의 핵심이며, 각 해석 요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신의 성실한 해석의무는 조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관습법(pacta sunt servanda)에서 비롯된다.127 

비엔나 협약 제26조는 이러한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하고 있다. 128 

신의 성실 원칙은 pacta sunt servanda 의 핵심 요소이며 129  조약 

의무의 형성과 이행에 있어 기본 원칙으로 기능한다. 조약의 해석 

작업 역시 조약의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신의 

성실히 수행되어야 한다. 

신의 성실 원칙에 의할 때 모든 조약 용어는 비로소 나름의 

의미를 나타낼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추정을 받게 된다.130 또한 이 

                                            
126 ICJ 규정 제38조 제1항 (c) 참조; Marion Panizzon, Good Faith in the Jurisprudence of 

the WTO: the Protection of Legitimate Expectations, Good Faith Interpretation, and Fair Dispute 

Settlement (Oxford: Hart Publishing, 2006), p. 11; WTO Appellate Body Report, US – Shrimp, 

infra note 492, para. 158. 
127 A. Aust, supra note 48, p. 208 참조.  
128 Nuclear Tests (Australia v. France), Judgment, I.C.J. Reports 1974, p. 253, para. 46; Border 

and Transborder Armed Actions (Nicaragua v. Honduras),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Judgment, I.C.J. Reports 1988, p. 105, para. 94; 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Argentina v. 

Uruguay), I.C.J. Reports 2010, p. 14, para. 145. 
129 YBILC (1966), vol. 2, supra note 39, p. 211, para. 2 참조(“the principle of good faith is a 

legal principle which forms an integral part of the rule pacta sunt servanda.”) 
130 Mark E. Villiger, supra note 40, p.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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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체약국들이 정직∙공평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131  이러한 맥락에서 발전적 해석의 근거를 비엔나 협약 

제26조 및 제31조 제1항에 규정된 신의 성실 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132  

이 원칙은 당사국의 신의 성실뿐 아니라 해석자의 신의 성실도 

요구한다. 133  이러한 요소는 해석자가 제31조에 규정된 각 해석 

요소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1971년 

중국(People’s Republic of China)이 UN에서 대만(Republic of China)을 

대체하는 과정이나 소련 해체 후 1991년 러시아가 소련의 

상임이사국 지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UN헌장 제23조 제1항의 

개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신의 성실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134  이렇게 신의 성실 원칙은 과도한 문언주의적 해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발전적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신의 

성실한 해석 원칙은 조약 해석에 대상과 목적을 고려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된다. 또한 발전적 해석에 끊임없이 제기되는 

사법적극주의의 우려를 완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발전적 

해석을 신의 성실 원칙의 논리적 결과로 보면 이러한 해석이 

제31조 제1항의 통상적 의미에 배치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다.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3항(c)의 

초안 문구가 현재와 같이 수정된 이유도 동 항이 다루고 있는 

시간적 요소가 신의 성실 원칙을 통하여 적절히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135 

 

 

 

 

                                            
131  Ibid. ; 신의 성실 원칙에서 파생되는 권리남용금지원칙(the doctrine of abus de 

droit)은 일방 당사국이 의무를 회피하고 타방 당사국에 해가 되는 방향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요구한다. WTO Appellate Body Report, US – Shrimp, 

infra note 492, para. 158. 
132 Eirik Bjorge, The Evolutionary Interpretation of Treat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 64. 
133 M. E. Viliger, supra note 40, pp. 425-426; P. Dupuy, supra note 125, p. 128; WTO Panel 

Report, China – Measures Affecting Trading Rights and Distribution Services for Certain 

Publications and Audiovisual Entertainment Products, WT/DS363/R, para. 7.1169. 
134 A. Aust, supra note 48, p. 209. 
135 Infra note 2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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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통상적 의미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조약은 그 용어의 “통상적 의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통상적 의미는 용어의 현재의 그리고 

일반적 의미이다.136 그 의미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단어도 

존재하며, 이는 발전적 해석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하나 이상의 통상적 의미를 가지는 용어의 경우 해석자는 여러 

가지 통상적 의미 중 당사국의 의도를 담고 있는 가장 적합한 

통상적 의미를 확정한다. 이를 고려하면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참고할 필요성이 직접적으로 제기된다. 즉 용어의 통상적 

의미는 단독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문맥 및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확정된다. 137  제1항의 “문맥”이라는 단어에 비추어 보면 

통상적 의미가 상대적으로 결정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138 

발전적 해석은 해당 용어의 통상적 의미를 도출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이 해석 역시 제1항에 규정된 규칙과 과정을 거친다. 139 

용어의 통상적 의미는 해석의 출발점이다. 140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의 용어에는 여러 가지의 통상적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해석 

작업은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그 중 가장 적합한 의미를 확정하는 과정이다.  

통상적 의미가 중요한 이유는 당사국의 의도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141 다만 발전적 해석의 경우 

해석시점까지의 국제법 체계의 변화를 고려할 여지를 열어 둔다는 

차이가 있다. WTO 패널 및 항소기구의 경우 분쟁해결에 있어 

WTO협정이 체결되던 1994년이 아니라 분쟁 시점에 나온 가장 

최신의 사전을 사용하고 있다.142 이러한 관행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136 M. E. Villiger, supra note 40, p. 426. 
137  따라서 문맥 및 대상과 목적은 통상적 의미를 확정하는 데 필수적으로 

참작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R. Gardiner, supra note 66, pp. 480-481.  
138 YBILC (1966), vol. 2, supra note 39, p. 221 참조 (“the ordinary meaning of a term is not to 

be determined in the abstract but in the context of the treaty”). 
139 ILC Report on the work of its sixty-fifth session (6 May to 7 June and 8 July to 9 August 

2013), Supplement No. 10 (A/68/10), “Chapter IV: Subsequent agreements and subsequent 

practice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treaties”, p. 27, para. (8). 
140  조약 해석의 출발점으로 사전을 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사전은 가능한 

통상적 의미의 범위를 제공한다. R. Gardiner, supra note 66, p. 495. 
141 Ibid., p. 84. 
142 Joost Pauwelyn, Conflict of Norms in Public International Law: How WTO Law Relates to 

Other Rules of International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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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의미의 변화를 일정 부분 포용하고 있다. 

 

C. 대상과 목적 및 목적론적 접근법 

 

조약 용어의 통상적 의미는 조약의 대상과 목적(object and 

purpose)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한다. 대상과 목적은 해당 조약의 

근본적 취지 또는 그 조약이 추구하는 핵심적 가치를 의미한다. 143 

조약의 대상과 목적은 다수일 수 있다. 144  비엔나 협약 제31조는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조약 전문이나 

일반조항에서 이를 찾을 수 있음이 인정되고 있다.145  

제31조의 “대상과 목적”은 목적론적 방법론을 제31조상의 일반 

규칙 내로 포섭하고 있다. 이 단어로 인하여 해석 시 특정 조약146의 

다양한 목적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147  또한 조약의 대상과 

목적은 조약의 효과적 해석 원칙 148과 관련되며, 이 맥락에서 앞서 

                                            
143 김석현,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의 양립성의 의의와 그 평가”, 『국제법학회논총』 

제56권 제1호(2011), p. 11. Sinclair는 심지어 두 개 이상의 대상과 목적이 잠재적으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 있다. I. Sinclair supra note 19, p. 130. 
144  David S. Jonas & Thomas N. Saunders, “The Object and Purpose of A Treaty: Three 

Interpretive Mothods”,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ol. 43 (May 2010), p. 578; 

Mark E. Villiger, supra note 40, p. 427 참조; 조약의 대상과 목적뿐 아니라 조약 내 

특정 조항의 대상과 목적도 존재할 수 있다. WTO Appellate Body Report, EC – Chicken 

Cuts, supra note 35, para. 238. 이 판정에 의하면 조약의 대상과 목적 그리고 조약상 

특정 조항의 대상과 목적 사이에는 긴밀한 조응관계가 있다. 
145 D. S. Jonas et al., supra note 144, pp. 577-581 참조; WTO Appellate Body Report, EC – 

Chicken Cuts, supra note 35, para. 238에 의하면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확인하기 위한 

출발점은 전체로서의 조약 그 자체이다. (“the term ‘its object and purpose’ makes it clear 

that the starting point for ascertaining ‘object and purpose’ is the treaty itself, in its entirety.”) 
146 목적론은 전통적으로 국제기구를 설립하는 헌장의 해석이나 국제기구의 묵시적 

권한(implied power)의 도출에 이용되었다. 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nited Nations,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49, pp. 180 & 182 참조; 인권조약과 

같은 특수 조약을 해석하는 경우에도 대상과 목적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유럽인권협약 전문은 조약에 규정된 권리의 보편적∙효과적인 승인과 준수를 

확보하는 것이 협약의 목적이며(제3단), 인권 및 근본적 자유의 실현을 통하여 

회원국 간 통합을 증진시키는 것이 유럽위원회(Council of Europe)의 목적임(제4단)을 

밝히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협약 해석 시 이러한 목적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발전적 해석에도 이러한 목적이 고려되고 있다. 
147 A. Aust, supra note 48, p. 209. 
148  효과적 해석(Ut res magis valeat quam pereat; the effet utile)은 모든 조약 용어는 

무언가를 의미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는 관념에 기인한다. 즉 각각의 조약 용어가 

모두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약의 취지를 달성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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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신의 성실 원칙과도 연관성이 있다.149  

조약의 대상과 목적은 발전적 해석을 수행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150  이러한 해석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용어의 통상적 의미를 도출하고 그럼으로써 대상과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목적론적 해석이 극단적으로 강조되면 단어의 

통상적 의미를 특히 중시하는 문언주의 해석과 대척점에 서게 된다.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춘 해석이란 말은 곧 해당 조약 

전체를 해석의 가능범위로서 내재하고 있다. 즉 조약 용어는 다수의 

통상적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조약의 문맥 및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최종적인 하나의 의미를 확정하게 된다.151 이로써 입법 또는 

당사국의 동의 없는 조약 개정에 가까운 극단적인 해석을 지양할 

수 있게 된다. 

목적론적 접근이란 해석 시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서 당사국 

의도를 추론하는 해석 방법이다. 152  발전적 해석은 이러한 목적론적 

접근법의 일종이다. 153  조약 용어의 의미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대상과 목적은 발전적 해석과 긴밀한 연관을 지닌다. 154  특히 조약 

용어가 조약 체결 시점의 의미와 다르게 해석되어야 할 경우 

이러한 의미 도출에 대상과 목적이 중요한 근거가 된다.155 

상술한 바와 같이, 한 조약의 대상과 목적은 다수일 수도 있다. 

                                            
149 YBILC (1966), vol. 2, supra note 39, p. 219 (“When a treaty is open to two interpretations 

one of which does and the other does not enable the treaty to have appropriate effects, good faith 

and the objects and purposes of the treaty demand that the former interpretation should be 

adopted.”) 참조. 
150  P. Palchetti, “Interpreting ‘Generic Terms’: Between Respect for the Parties’ Original 

Intention and the Identification of the Ordinary Meaning”, supra note 24, p. 97. 
151  Sinclair는 해석자의 첫 번째 임무는 문맥에 비추어 통상적 의미를 찾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in the light of)” 그러한 의미를 확정하거나 

수정한다고 보아 대상과 목적을 이차적인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I. Sinclair, supra note 

19, p. 130; A. Aust, supra note 48, p. 209. 
152 G. Fitzmaurice, supra note 46, p. 206 참조. 
153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Report of the Sixty-third Session (2011), A/66/10, Chapter 

XI, Treaties over time, p. 283; 그러나 발전적 해석은 목적론적 접근법보다 더 나아간 

접근법이라는 견해도 있다. Malgosia Fitzmaurice, “Dynamic (evolutive) Interpretation of 

Treaties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n Alexander Orakhelashvili et al. (ed.), 40 

Years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London: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010), pp. 55-116, p. 55 참조. 
154 R. Bernhardt, supra note 25, p. 16; M. Fitzmaurice, “Dynamic (evolutive) Interpretation of 

Treaties (Part I)”, Hague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21 (2008), pp. 117-118; Mark E. 

Villiger, supra note 40, pp. 427-428.  
155 이러한 측면에서 발전적 해석이 포용하고자 하는 변화는 제31조 제1항의 틀 내

에서 문맥 및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용어의 통상적 의미를 찾는 데 있어 고려되는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후속 관행이라고도 할 수 있다. C. McLachlan, supra note 24,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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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다수의 대상과 목적 간에 잠재적인 충돌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전문에 규정되어 

있는 “환경 보호”, “지속가능한 개발”과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및 

무역의 증대”를 예로 들 수 있다. 해석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이러한 다수의 대상과 목적에 기초하여 상이한 해석을 주장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경우 조약의 대상과 목적의 결정에 있어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발전적 해석은 조약 용어의 통상적 의미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조약의 대상과 목적의 달성에 치우쳐 통상적 의미의 

가능범위에서 벗어나는 극단적 목적론적 해석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 156  다만 사법 적극주의 또는 재판을 통한 

입법의 우려는 항상 제기된다.157 

 

D. 소결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발전적 해석이 제31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8  비엔나 협약의 문언은 직접적으로 시간적 

요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다.159 그러나 제31조 제3항 (b)와 

같은 조항에서 조약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관념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31조 제3항 (c)에서는 당사국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계규칙을 통하여 국제법의 발전을 

고려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따라서 발전적 해석의 근거를 이들 

조항에서 찾는 견해도 있다.160 

                                            
156  제31조 제1항은 어느 특정한 조약 해석 방법론을 우위에 두고 있지 않으며 종

합적인(holistic) 접근법을 강조하고 있다. 당사국 의도와 상관없이 문언만을 과도하

게 강조하거나 조약을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대상과 목적에만 치우

친다면 둘 다 만족스러운 해석이라 할 수 없다. A. Aust, Handbook of International Law, 

2nd ed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 83. 
157 Case of Feldbrugge v. the Netherlands, Application no. 8562/79 (judgment of 29 May 1986), 

Joint Dissenting Opinion of Judges Ryssdal, Bindschedler-Robert, Lagergren, Matscher, Sir 

Vincent Evans, Bernhardt and Gersing, para. 24. 
158 Dispute regarding Navigational and Related Rights, infra note 355, Declaration of Judge ad 

hoc Guillaume, p. 294, para. 9; First report on subsequent agreements and subsequent practice to 

the interpretation of treaties by Georg Nolte, Special Rapporteur, A/CN.4/660 (19 March 2013), 

para. 62. 
159 비엔나 협약 제31조(3)(b)를 예로 들 수 있다; P. Dupuy, supra note 125, p. 127. 
160  비엔나 협약 제31조(3)(b)를 발전적 해석의 근거로 드는 견해는 대표적으로 

Magdalena Forowicz, The Reception of International Law i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 11 참조; 비엔나 협약 제31조(3)(c)를 발

전적 해석의 근거로 간주하는 견해는 대표적으로 Alan Boyle and Christine Chink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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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시제법 이론의 제2요소 

 

발전적 해석의 근거를 시제법 이론의 “제2요소(the second 

element)”에서 찾는 견해도 있다. 161  시제법 이론에 관하여는 

제5절에서 설명한다. 시제법 이론은 국제법의 내용에 변화가 있는 

경우 특정 시점의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시기의 국제법 규칙을 

적용하는지의 문제이다. Island of Palmas (“Palmas”)사건에서 막스 

후버(Max Huber) 중재재판관은 권리의 창설과 권리의 존속을 구별한 

바 있다. 즉 권리의 창설은 행위시의 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지만 일단 창설된 권리도 이후의 법의 변화에 따른 요건(the 

conditions required by the evolution of law)을 만족시켜야 존속할 수 

있다고 보았다.162 권리의 존속에 관한 후자의 이론은 시제법 원리의 

핵심을 이루는 전자와 모순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163  그러나 

후버 재판관의 두 번째 언명은 위 사건의 쟁점이었던 영토권원의 

성립과 관련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행위시법의 기계적인 적용이 

항상 올바른 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아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한 

해석은 궁극적으로 법적 안정성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행위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던 행위도 이후의 

변화된 사정에 따라 그 적법성을 다시 판단할 수 있다는 권리의 

지속에 관한 이론은 발전적 해석의 이론적 배경이 될 수 있다. 이는 

권리의 창설에 관한 시제법 이론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다수의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바 있다.164 

그러나 최근에는 발전적 해석을 시제법의 일부 또는 그 

연장으로 보지 않고 그 독자적 의의를 인정하는 입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WTO 항소기구의 경우 발전적 해석 

시 시제법 이론이나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3항(c)를 근거로 들지 

                                            
Making of International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p. 244-245 참조. 그러

나 두 조항과 발전적 해석은 엄밀한 시각에서는 구분된다. 
161 James Crawford, State Responsibility: The General Par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p. 246-247. 
162 Infra note 271, p, 845. 
163 정인섭, supra note 116, pp. 512-513. 
164 Legal Consequences for States of the Continued Presence of South Africa in Namibia (South 

West Africa) notwithstand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76,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71, p. 16, para. 53; Dispute regarding Navigational and Related Rights (Costa Rica v. 

Nicaragua), infra note 355, para.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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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다. 165  이러한 경향은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위 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을 현재 상황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살아있는 문서(living instrument)”로 전제한다. 특히 

WTO 협정의 해석에 있어서는 오히려 발전적 해석이 원칙으로서 

취급되고 정태적 또는 고정적 해석이 예외로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166 

 

III. 소 결 

 

발전적 해석은 여전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67 

개념의 경계도 유동적이고 근거의 구체성도 확립되어 가는 중이다. 

즉 발전적 해석 그 자체도 점진적으로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국제재판소가 일관성 있는 기준을 통하여 발전적 해석을 

사용하여 왔다는 것은 이러한 해석 원칙의 독자적인 의의와 존립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168 

 

 

제 3 절 발전적 해석의 필요성 및 기능 
 

현재까지 국제법상 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체결 당시의 

사정을 참작하는 동시대성의 원칙에 기초한 해석(the principle of 

contemporaneity)과 해석시까지의 변화를 참작하는 발전적 해석이 

모두 그 근거를 갖추고 있다. 169  그러나 Palmas 판정에서 알 수 

있듯이 170  조약 기초자들의 체결 시 의사에 따르는 해석이 보다 

원칙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71  또한 비엔나 협약 

                                            
165 Joost Pauwelyn, Conflict of Norms in Public International Law: How WTO Law Relates to 

Other Rules of International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 267; 후

술할 US – Shrimp 사건 및 China – Audiovisual 사건 항소기구 판정 참조.  
166 J. Pauwelyn, Ibid., p. 268. 이러한 견해의 근거로는 국가 행위에 있어 일반적 기준

과 조건을 제시하는 WTO 협정 조항들의 규제적(regulatory) 성격을 들고 있다. 
167 M. Fitzmaurice, “The Practical Working of the Law of Treaties”, in M. D. Evans (ed.), 

International Law, 4th ed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 183. 
168 M. Fitzmaurice, supra note 153, p. 94. 
169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Fifty-seventh session (2 May-3 June and 11 

July-5 August 2005), A/60/10, para. 479. 
170 Island of Palmas case (the Netherlands, USA),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RIAA), vol. II, p. 845. 원문은 infra note 274 참조. 
171 Legal Consequences for States of the Continued Presence of South Africa in Namibia (South 

West Africa) notwithstand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76 (1970), Advisory Opinion, I.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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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제3항(a) 또는 (b)가 이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조약의 변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발전적 해석이 굳이 필요한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발전적 

해석을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발전적 해석은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제기되며 그 필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172 우선 다자조약이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과 ILC가 성립되면서 

국제사회는 대다수 구성원의 참여 하에 국제사회를 공동으로 

규율하는 굵직한 조약 체제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내었다.173 그 결과 

오늘날 국제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이 다자 조약의 적용 범위에 

들어오게 되었다. 인권과 환경 등 종래 개별 국가의 국내 문제로 

간주되었던 영역도 다자 조약을 통하여 공동으로 규율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거대 조약 체제 중 다수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역학관계가 성안 당시와는 본질적으로 달라져서, 그 개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174  이러한 상황은 WTO법 체제 및 

UN기후변화협약과 같은 환경법 체제에서 특히 현저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체제는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도와 환경 상황의 

급변에 적응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특히 국제법 체계의 변화가 

빈번하며 그 속도도 빠르다. 따라서 다자조약의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발전적 해석을 통하여 조약 체제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175  

                                            
Reports 1971, p. 31, para. 53 (“the primary necessity of interpreting an instrument in accordance 

with the intentions of the parties at the time of its conclusion”); Arbitral Decision of 13 April 

2002 regarding delimitation of the border between Eritrea and Ethiopia, United Nations, RIAA, 

vol. XXV, pp. 83-195, para. 3.5 (“The Commission agrees with this approach [the doctrine of 

contemporaneity] and has borne it in mind in construing the Treaties”); R. Higgins, “Some 

Observations on the Inter-Temporal Rule in International Law”, supra note 11, p. 174; Joost 

Pauwelyn, supra note 165, pp. 264-265 각각 참조. 동시대성의 원칙 및 고정적/정태적 

해석에 관하여서는 제5절 참조. 
172 S. T. Helmersen, supra note 24, p. 129. 
173 조약법에 관한 협약, 외교관계에 관한 협약, 국가승계에 관한 협약 및 국가책임

에 관한 규정초안 등 참조. 또한 경제 분야에서는 WTO 체제, 해양법 분야에서는 

UNCLOS 체제, 그리고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UNFCCC 체제와 같은 다자 조약 체제

가 창출되었다. 
174 A. Aust, supra note 48, p. 262. 
175  P. Palchetti, “Interpreting ‘Generic Terms’: Between Respect for the Parties’ Original 

Intention and the Identification of the Ordinary Meaning”, supra note 24, p. 91; A. Boyle et al., 

The Making of International Law supra note 160, pp. 24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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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자조약이 일반화되면서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3항(a) 

또는 (b)상의 추후 합의 또는 추후 관행이 인정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176  오늘날과 같이 다원화된 세계에서는 저마다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모든 당사국의 지속적, 공통적 그리고 일관적인 

형태의 추후 관행이 성립되기가 어렵다. 177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간의 흐름과 상황의 발전을 추후 관행의 형태로 포섭하기보다는 

발전적 해석을 통하여 수용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해석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두 번째로, 이들 다자조약은 대부분 일정 분야에 관한 항구적인 

법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체결되기 시작한 대다수의 다자조약은 양자조약이 일반적이던 

이전과는 달리 특정 분야에 대한 영구적인 법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자조약은 다자조약에 비하여 당사국들의 

합의만 있으면 조약을 개정하거나 종료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그러나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이나 국제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약은 그 목적상 

기한의 제한이 없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의 

변화와 발전이 조약 체제에 반영되도록 하는 작업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178  

이러한 여러 가지 현실적 이유에 의하여 발전적 해석의 

필요성이 최근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기초하여 

국제재판소에서 발전적 해석이 적용되는 상황이 더욱 다양해지고 

기준 또한 구체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ICJ는 용어가 일반적 또는 

총칭의(generic) 용어일 것 179 과, 문제된 조약이 항구적으로 적용될 

목적으로 성안되었을 것을 조건으로 발전적 해석을 사용하고 

있다.180  

                                            
176  WTO Appellate Body Report, Japan-Alcoholic Beverages II, WT/DS8/AB/R, 

WT/DS10/AB/R, and WT/DS11/AB/R, pp. 12-13; WTO Panel Report, EC-Chicken Cuts, 

WT/DS269/R and WT/DS286/R, para. 7.253 (It is highly unlikely that subsequent practice could 

ever be proved in the WTO context with respect to schedules). 이 사건 패널은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3항(b) 상의 추후 관행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면 해석에 참작될 추후 관

행이 성립하기가 극히 어렵다고 보아 보다 유연한 해석을 취하려 했으나 이는 항

소심에서 번복되었다. 
177 I. Sinclair, supra note 19, p. 137; C. McLachlan, supra note 24, p. 71. 
178 R. Bernhardt, supra note 25, pp. 16-17. 
179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Judgment, I.C.J. Reports 1978, p. 3, para. 77. 
180 Dispute regarding Navigational and Related Rights, infra note 355, para.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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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적 해석은 다자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해석 방법은 조약의 해석에 유연성을 

불어넣음으로써 조약의 구체적 타당성을 달성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조약 체제의 안정성에 기여하도록 한다. 181  또한 

파편화를 방지하고 국제법 체제의 일관성을 높이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182 

 

 

제 4 절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3항과의 비교 
 

비엔나 협약 제31조는 직접적으로 시간적 요소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제31조 제3항(c)의 경우에도 성안 

과정에서 시제법 요소를 다루고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이 부분이 

삭제되었다. 183  그러나 시간적 요소를 필연적으로 암시하는 부분이 

존재하며, 이러한 조항과 발전적 해석과의 구분이 필요하다. 이들 

조항의 기능을 통하여 발전적 해석을 사용한 것과 차이 없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발전적 해석의 독자적 의의가 약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제31조 제3항(a) 및 (b)상의 추후 합의 및 

추후 관행, 그리고 제31조 제3항(c)상의 국제법상의 관계규칙과 

발전적 해석 원칙을 비교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발전적 해석의 

개념을 구체화∙명확히 하는 한편 이러한 해석의 독자적 존립 

필요성을 도출한다. 

 

I.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3항(a) 및 (b)와의 비교 

 

A. 추후 합의: 제31조 제3항 (a)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3항(a)는 문맥과 함께 조약의 해석 또는 

그 조약규정의 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추후의 합의(“추후 합의”)를 

                                            
181 P. Dupuy, supra note 125, p. 123. 원문은 다음과 같다. “Stability presupposes adaptability, 

and the durability of treaty system requires considering change into interpretation of treaty texts, 

since every legal regime is subject to change.”; M. Kotzur, supra note 18, p. 278. 
182 Campbell McLachlan, “The Principle of Systemic Integration and Article 31(3)(c) of the 

Vienna Convention”,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54 (2005), p. 281. 
183 Infra note 2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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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3항(a)의 추후 합의는 반드시 조약일 

필요가 없고 결의안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즉 중요한 

것은 합의의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다 184 . 이러한 점은 제2항(a)의 

합의와 유사하다. 그러나 차이점도 존재한다. 우선, 추후 합의는 

제2항(a)의 합의와 달리 “체결 또는 발효 후의” 합의이다. 또한 

제2항의 합의는 문맥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보다 조약 내부에 

가까운 요소로 간주되는 반면 제3항의 추후 합의는 체결 또는 발효 

이후에 새로이 생성된다는 점에서 외부적인 요소로 간주된다. 조약 

당사국은 합의에 의하여 조약을 개정∙변경할 수 있는 주체이므로,185 

해석에 관한 추후의 유권적 합의를 채택하여 사실상의 개정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186  

다음으로, 제3항(a)상의 합의는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합의이다. 187  이와 관련 WTO 패널은 일부 회원국간 

추후 합의에 원 조약과 상충할 시 원 조약에 따를(adjust) 것이 

규정되어 있다면 188  그러한 합의는 3항(a)의 의미상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된”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189 충돌 시 원 조약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조약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190 

또한 제2항(a)에는 “모든 당사국간(between all the parties)” 이라고 

규정된 반면, 제3항(a)의 경우 “당사국간(between the parties)” 

이라고만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표현 차이에 주목한다면 후자의 

합의가 모든 당사국 간에 이루어져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191  최근 Whaling in the Antarctic 사건에서는 제3항(a)의 

                                            
184  그러나 해당 합의가 비공식적 합의 또는 양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b)의 

추후 관행과 구분이 어렵게 될 소지가 있다. O. Dörr et al., supra note 43, p. 554, para. 75; 

A. Aust, supra note 48, p. 213. 
185 비엔나 협약 제4부 (조약의 개정 및 변경) 참조. 
186  O. Dörr et al., supra note 43, p. 553, para. 74. 그러나 절차적으로 합의와 개정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한다. A. Aust, supra note 48, p. 212, 214 참조. 
187 R. Gardiner, supra note 36, pp. 204-206 참조. 
188  칠레와 MERCOSUR 간에 체결된 Economic Complementarity Agreement No. 35의 

전문(前文) 참조. 
189 WTO Panel Report, Chile – Price Band System and Safeguard Measures Relating to Certain 

Agricultural Products (“Chile – Price Band System”), WT/DS207/R, 3 May 2002, paras. 7.83-

7.84. 
190 추후 합의의 지위에 관하여는 O. Dörr et al., supra note 43, p. 553, para. 73 참조. 
191 보통 당사국(the parties)은 모든 당사국을 의미한다. 비엔나 협약 제2조 제1항(g) 

참조. 1964년도 초안에서는 현 제31조 제2항(a)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도 “all”이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언상의 차이에 대하여 지침을 얻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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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은 모든 당사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일본의 동의가 

없었던 Schedule 개정을 제3항(a)상 추후 합의로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192 

 

B. 추후 관행: 제31조 제3항(b)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3항(b)는 조약의 해석에 관한 당사국의 

합의를 확정하는 그 조약 적용에 있어서의 추후의 관행(“추후 

관행”)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엔나 협약은 추후 

관행을 규정함으로써 조약상의 의무가 변화할 수 있다는 관념을 

도입하였다. 193  즉 이 조항 역시 시간적 요소를 다루고 있다. 추후 

관행은 정식 해석 수단으로서 조약의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194 국제 판례 역시 당사국의 관행을 빈번히 언급한다.195  

제31조 제3항(b)의 요건을 충족하는 관행은 지속되고, 공통되고, 

일관적인 일련의 행위 또는 공표로서, 해석에 관한 당사국의 합의를 

내포하는 구별가능한 패턴을 수립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196  즉 

                                            
1964년도 초안 제69조 제2항의 원문은 YBILC (1964), vol. 2, p. 199 참조. 1966년도 

초안 제27조(현 제31조) 제2항(a)에서는 현재와 같은 “all the parties”라는 표현이 

삽입되었다. 1966년의 주석에서도 역시 해당 차이에 대한 언급을 다루지 않고 있다. 

다만 EC – Biotech 사건에서 WTO 패널은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2항(a)가 “all the 

parties”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제2항(b)의 존재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즉 

제31조 제3항(a)에는 제2항(b)와 달리 “1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 및 “다른 

당사국(the other parties)”이라는 문언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all”을 포함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WTO Panel Report, European Communities – Measures Affecting 

the Approval and Marketing of Biotech Products, WT/DS291/R, WT/DS292/R, WT/DS293/R, 

29 September 2006, 각주 242 참조. 
192 Whaling in the Antarctic (Australia v. Japan: New Zealand Intervening), Merit, Judgment, 

I.C.J. Reports 2014, para. 83. 
193 C. McLachlan, supra note 24, p. 69. 
194 O. Dörr et al., supra note 43, p. 554, para. 76; Aust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the 

most important element)”라고 하고 있다. 당사국들이 조약을 어떻게 이행하는지를 

보면 이들이 조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은 아무리 정교하게 고안된 조약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과정이다. A. 

Aust, supra note 48, p. 215; G. Fitzmaurice도 비록 당시 추후 관행의 법적 지위가 

일반적으로는 용어의 자연적 의미 원칙에 종속되는 것으로 간주하면서도 추후 

관행 원칙(Principle of subsequent practice)을 6대 주요 해석 원칙 중의 하나로 

포함하고 있다. G. Fitzmaurice, supra note 46, pp. 223-225 참조. 
195 정인섭, supra note 116, p. 307; 예를 들어, Corfu Channel case, Judgment of April 9, 1949, 

I.C.J. Reports 1949, p. 4, p. 25 참조 (“the subsequent attitude of the Parties shows that it was 

not their intention, by entering into the Special Agreement, to preclude the Court from fixing the 

amount of the compensation”); 또한 제31조 제3항(a)의 추후 합의와 동항(b)의 추후 

관행을 함께 언급하는 예가 빈번하다. See e.g., Whaling in the Antarctic (Australia v. Japan: 

New Zealand Intervening), Judgment of March 31, 2014, I.C.J. Reports 2014, p. 31, para. 79. 
196 I. Sinclair, supra note 19, p. 137 (“concordant, common and consistent sequence of acts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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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행은 일관적이어야 하며 일정 빈도로 출현하여야 한다. 197 

즉 제3항(b)는 당사국의 적극적인 관행198을 필요로 한다. Feldbrugge v. 

the Netherlands 사건에서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회원국들의 

관행이 발전하여 오긴 하였으나, 그러한 관행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31조 제3항(b)에 근거한 해석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 바 

있다.199 

또한 추후 관행은 해석에 관한 당사국(the parties)의 합의를 확정 

하여야 한다. 우선 모든 당사국의 합의를 확정하는 관행이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개별 당사국이 해당 관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는 없다. 200  다음으로, 최소한 타방 당사국들의 묵인이 

필요하다. 201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추후 관행은 

제32조상의 해석의 보충 수단으로서 일정한 의미를 가진다.202 

추후 관행은 용어의 통상적 의미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는 

                                            
pronouncements which is sufficient to establish a discernable pattern implying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regarding its interpretation”); WTO Appellate Body Report, Japan – Taxes on 

Alcoholic Beverages (“Japan – Alcoholic Beverages II”), WT/DS8/AB/R, WT/DS10/AB/R, 

WT/DS11/AB/R, 4 October 1996, pp. 12-13에서는 하나의 개별 행위로는 추후 관행이 성

립되기에 불충분함을 강조한 바 있다.  
197  이는 일반 관행의 성립 요건과도 유사한 점이 있다. ICJ규정 제38조 제1항(b)에 

규정된 일반관습의 성립 요건으로는 일반관행과 법적 확신(opinion juris)이 있다. 그 

중 관행의 성립 요건으로 지속성(continuity), 획일성과 일관성(uniformity and 

consistency), 그리고 일반성(generality)을 들 수 있다. 김대순, supra note 1, pp. 48-56; 

정인섭, supra note 116, pp. 36-39 참조. 
198  이행에 관한 당사국들의 작위 및 부작위가 모두 고려되며, 형식에 있어서도 

제한이 없다. 예를 들어 공식 성명이나 외교서한, 언론보도, 결의안, 국내법령 등이 

모두 고려될 수 있다. O. Dörr et al., supra note 43, p. 555, para. 78. 유럽인권재판소는 

국내 입법을 강조한다. Ibid., p. 556, para. 78. 
199 Case of Feldbrugge v. the Netherlands, Application no. 8562/79 (judgment of 29 May 1986), 

Joint Dissenting Opinion of Judges Ryssdal, Bindschedler-Robert, Lagergren, Matscher, Sir 

Vincent Evans, Bernhardt and Gersing, para. 23. 
200 YBILC (1966), vol. 2, supra note 39, p. 222, para. 15 (commentary to Art. 27). 이러한 

맥락에서 ILC의 1964년 초안에서는 “establishes the understanding of all the parties”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all”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였다. 

Ibid., pp. 98-99. 
201 즉 최소한 암묵적 찬성(tacit assent) 또는 반대의 부재가 필요하다. Ibid. 
202  ICJ는 국내적 목적으로 행해져서 상대국에 알려지지 않은 조치는 비엔나 협약 

제31조가 말하는 후속 관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Kasikili/Sedudu Island 

(Botswana/Namibia), I.C.J. Reports 1999, p. 1045, paras. 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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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203 동태적 성격(a dynamic nature)을 지닌다.204 이 경우 이러한 

합의가 조약의 해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묵시적 개정에 

해당하는지의 구분이 문제될 수 있다. 205  예를 들어 조약 당사국은 

추후 관행을 통하여 특정 조항을 계약적으로(contractually) 변경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06  또한, 이러한 추후 관행의 축적을 통하여 

원래의 해석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습을 창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207 

ILC는 추후 합의 및 추후 관행이라는 주제 하에 특별보고자 Georg 

Nolte를 선임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208 

                                            
203  ICJ는 제31조 3항(b)의 “추후의 관행”은 당사국들의 묵시적 합의를 기초로 

원래의 의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정한 바 있다. Dispute 

regarding Navigational and Related Rights, infra note 355, para. 64 (“the subsequent practice of 

the parties, [….] can result in a departure from the original intent on the basis of a tacit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O. Dörr et al., supra note 43, p. 523, para. 4; 이 점에서 제3항(a)와 

같이 해석인지 개정인지 여부에 관하여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 R. Gardiner, supra 

note 36, pp. 243-245 참조. 
204  예를 들어 외교관계에 관한 1961년도 비엔나협약 제37조 제1항 규정의 

해석문제를 들 수 있다. 동항은 “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그의 가족(members of 

the family of a diplomatic agent forming part of his household)”을 규정하고 있는데, 

“세대(household)”의 의미에 대하여 1961년도에조차 논란이 있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동거인이나 심지어 동성결혼의 개념이 발생함에 따라, 이 조항의 해석에 

대하여 국가들의 추후 관행이 매우 중요하게 제기된다. A. Aust, supra note 48, p. 215. 

이외에도 UN헌장 제27조 제3항상 비절차사항 결정에 대한 “동의투표”의 해석 관행 

참조. Legal Consequences for States of the Continued Presence of South Africa in Namibia 

(South West Africa) notwithstand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76,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71, p. 16, para. 22. 
205 YBILC (1966), vol. 2, supra note 39, p. 89, para. 7 (“The Commission […] recognized that 

‘the line may sometimes be blurred between interpretation and amendment of a treaty through 

subsequent practice’.”). 
206 1966년도 초안 제38조는 추후 관행에 의한 조약의 변경(Modification of treaties by 

subsequent practice)이라는 제목으로 이 내용을 다룬 바 있다(“A treaty may be modified 

by subsequent practice in the application of the treaty establishing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to modify its provisions”). Ibid., p. 236; 그러나 1968년도 회의를 거치면서 핀란드, 일본, 

베네수엘라, 베트남 등의 반대로 이 조항은 삭제되었다.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reaties, Summary records of the meetings of the Committee of the Whole, p. 158, 

para. 348. http://legal.un.org/diplomaticconferences/lawoftreaties-1969/docs/english/confdocs/ 

a_conf_39_14.pdf (2014년 12월 18일 최종검색). 이 초안 조항을 통하여 당사국들이 

조약의 해석을 통하여 사실상 조약의 개정에 이르는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Mark E. Villiger, supra note 40, pp. 515-516; 

정인섭, supra note 116, pp. 34-35 각각 참조. 
207  즉, 원래 조약의 변경은 조약의 계약적 성격을 강조한 것이지만, 국가들은 

새로운 관습을 창출하려는 의도로 원 조약의 의미에서 벗어나는 추후 관행을 

축적할 수도 있다. Mark E. Villiger, supra note 40, p. 16; supra note 203; 이렇게 생성된 

관습은 조약과 이론상 동등한 지위를 지니기 때문에 조약상 의무를 대체하여 

대세적으로(erga omnes)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조약과 관습의 관계에 대하여는 

김대순, supra note 1, pp. 96-100 참조. 
208 원래는 “Treaties over Time” 이라는 광범위한 주제 하에 연구가 진행되어 오다가 

추후 합의 및 추후 관행으로 범위를 좁히게 되었다. First report on subsequent 

agreements and subsequent practice to the interpretation of treaties by Georg Nolte, 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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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비교 

 

조약 용어나 조항의 의미는 당사국의 추후 합의나 추후 관행을 

통해서도 변경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발전적 해석은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3항(a) 및 (b)와 연관성을 가진다. 

그러나 발전적 해석과 이들 조항은 구분된다. 이하에서는 

제3항(b) 중심으로 논의한다. 우선 발전적 해석은 당사국의 원 

의도(original intention)와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반면, 추후 합의 

및 추후 관행의 참작 근거는 추후의 의도이다. 209  해당 용어 또는 

해당 조약을 발전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당사국의 체결 시 의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의 의도는 체결시의 원 

의도이다. 반면 추후 관행은 조약 체결 이후에 당사국 공동의 

관행을 통하여 해석을 변경하고 궁극적으로는 조약을 개정하려는 

추후의 의도에 기반한다. ICJ는 당사국이 추후 관행을 통하여 

묵시적으로 원래의 의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편, 당사국이 특정 

용어에 대하여는 체결 시에 발전적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국제법의 

발전과 같은 다양한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의도한다고 보았다.210 

또한 이러한 의도는 문제된 조약 용어가 일반적(generic) 용어로 

규정되어 있고, 해당 조약이 장기간 또는 항구적으로 적용될 것일 

때 추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211 

또한, 협약 제31조 제3항(b)상의 추후 관행은 일반적으로 모든 

조약 당사국의 관행으로서 지속되고, 공통되고, 일관적일 것이 

요구된다.212  이는 매우 엄격한 조건이며, 실제 분쟁에서도 인정되는 

예가 드물다. 이러한 요건은 양자 조약이나 당사국 수가 소수인 

조약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자 조약이 일반화된 

오늘날의 현실에서는 해석에 고려될 수 있는 추후 관행의 성립을 

                                            
Rapporteur, A/CN.4/660 (19 March 2013); Second report on subsequent agreements and 

subsequent practice to the interpretation of treaties by Georg Nolte, Special Rapporteur, 

A/CN.4/671 (26 March 2014). 
209  Julian Arato, “Subsequent Practice and Evolutive Interpretation: Techniques of Treaty 

Interpretation over Time and Their Diverse Consequences”, The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vol. 9 (2010), pp. 444-445. 
210 Dispute regarding Navigational and Related Rights case, infra note 355, para. 64 참조. 
211 Ibid., paras. 66-68. 또한 후술 제4장 제2절 참조. 
212  Supra note 196 참조(“concordant, common and consistent sequence of acts or 

pronouncements”). 



 

 45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반면 판례를 살펴보면 발전적 해석에 고려되는 관행은 모든 

당사국의 관행일 것이 반드시 요구되지 않고 있다. 또한 발전적 

해석은 당사국의 관행뿐만 아니라 용어의 의미 변화에 대한 사회적 

태도 및 법적 사실 등 다양한 변화를 포괄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발전적 해석은 제31조 제3항(b)상의 추후 관행보다 더 

넓은 범위를 다루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213  물론 발전적 

해석의 의도가 동항상의 추후 관행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거나 

무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하에서 볼 수 있듯이 발전적 

해석과 추후 합의, 그리고 추후 관행은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다.214 

즉 발전적 해석을 적용한 결과는 추후 합의 또는 추후 관행에 

의하여 뒷받침될 경우 더욱 강화될 수 있다. 215  ILC는 “당사국의 

추후 합의 및 추후 관행은 조약의 발전적 해석에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216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발전적 해석과 추후 관행은 

구별된다. 그러나 발전적 해석과 추후 관행이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발전적 해석 과정에 추후 관행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면, 조약 이행의 주체인 당사국들이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 의도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217  이러한 경우 발전적 해석과 추후 관행은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해석의 정확성을 높이고 사법적극주의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는 수단이 된다. 엄격한 문언주의나 체결 시 의도에 

대한 맹목적 의존도를 낮추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218  또한 

제3항(b)상의 추후 관행은 아니지만 유럽인권재판소는 일국의 

관행이 발전적 해석의 방향에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본 바 있다. 219 

또한 발전적 해석과 추후 관행을 참작한 해석은 상이한 결과를 

                                            
213 C. McLachlan, supra note 24, p. 76. 
214 P. Palchetti, supra note 24, p. 100. 
215 First report on subsequent agreements and subsequent practice to the interpretation of treaties 

by Georg Nolte, Special Rapporteur, A/CN.4/660 (19 March 2013), para. 60. 반대로 당사국의 

추후 합의나 추후 관행과 합치하지 않는 해석이 발전적 해석의 적용 결과 도출된

다면 이는 발전적 해석의 결과를 약화시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216 Ibid., para. 64.  
217 L. Crema, supra note 123, p. 23. 
218 Ibid. 
219 Case of Soering v. The United Kingdom, Application no. 14038/88 (1989), para. 103. 이는 

Case of Ö calan v. Turkey 사건 판결에서 다시 언급되었다. Application no. 46221/99 (2005), 

para.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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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할 수도 있다.220 

 

II.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3항(c)와의 비교 

 

A. 기타 국제법의 관계규칙: 제31조 제3항 (c) 

 

조약 또한 전체 국제법 체계의 일부이다.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3항(c)는 당사국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계규칙을 

참작 요소로 규정함으로써 국제법 체계 전체를 잠재적 고려 요소로 

상정하고 있다. 221  이 조항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약의 시간적 요소를 해결하거나, 일반국제법을 통하여 

조약의 허점을 메우거나, 타 조약체제로부터 지침을 얻거나, 체제 

간 충돌을 해소하거나, 또한 국제법의 발전을 고려하는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다.222 최근 들어 이 조항의 잠재력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문안은 이에 비하여 간결하게 작성되어 있다. 

제3항(c)는 “당사국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 표현과 

관련하여 참작되어야 하는 법이 조약 체결시의 법인가, 아니면 법 

내용에 발전(evolution)이 있는 경우 이것이 해석에 참작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곧 해당 국제법의 관계규칙이 

체결시에 발효 중이던 것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해석시에 발효 

중이어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이 지점에서 제3항(c)는 발전적 해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223 

다음으로, 이러한 관계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관계규칙”이 

무엇인지의 문제이다. 224  이러한 규칙은 ICJ 규정 제38조 제1항의 

국제법의 연원(sources)과 상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25  이 규칙은 

                                            
220 J. Arato, supra note 209, pp. 477-493.  
221 이러한 의미에서 동 항을 “체계적 접근법(systemic approach)”의 기반으로 보기도 

한다. O. Dörr et al., supra note 43, p. 560. 
222 R. Gardiner supra note 36, p. 260. 
223  이러한 시제법적(inter-temporal) 측면은 본질적으로는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당

사국의 의도를 확인하여 해결할 문제로 남겨졌다. Sixth Report on the Law of Treaties, by 

Sir Humphrey Waldock, Special Rapporteur (Waldock Report VI), Document A/CN.4/186 and 

Add.1-7, YBILC (1966) vol. 2, supra note 39, pp. 51-103, p. 96. 
224  이는 “국제법”의 정의의 문제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오늘날 국제법은 

일반적으로 국제 사법(private international law)에 대비하여 국제 공법(public 

international law)을 의미한다고 생각되나, ILC나 UN에서도 동 용어의 정확한 정의나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R. Gardiner, supra note 36, pp. 260-261. 
225 특히 국제법의 관계규칙이라는 명칭이 관습국제법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다. YBILC (1966), vol. 1, part. 2, A/CN.4/SER.A/1966, p. 191, para. 80 and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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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적용될 수 있는(applicable)” 이라는 용어에서 보이듯이 구속력 

있는 규칙만을 의미한다. 특히 해당 조약의 모든 당사국에 구속력을 

미칠 것이 요구된다.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일반∙지역∙양자 관습법226, 

다자∙양자조약, 또는 법의 일반원칙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227  

“관계(relevant)” 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법의 

관계규칙은 문제된 용어의 주제(subject-matter)와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228  그러나 문제된 조약의 해석에 고려요소가 되는 것 외에 

문제된 조약 자체와 다른 특별한 관련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 다음으로는 “당사국간” 의 의미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한 

분쟁에서 일방 당사국이 문제된 조약의 해석을 위하여 기타 조약을 

국제법의 관계규칙으로서 참작하여 줄 것을 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법의 관계규칙인 조약은 분쟁당사자 쌍방만 

당사국 중 하나이면 되는지, 아니면 문제된 원 조약의 모든 당사국 

역시 관계 조약의 당사국이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229 

WTO 패널은 EC-Biotech 사건에서 후자여야 그러한 관계규칙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230 비엔나 협약 제2조 제1항(g)에 규정된 

                                            
Bartos는 또한 국제법의 관계규칙은 조약 체결 당시에 발효 중이던 것만을 

의미하지 (보통 체결 시 이후일) 해석 시 발효중인 국제법 규칙이 아니라고 보았다. 

Ibid.; O. Dörr et al., supra note 43, p. 561, para. 92 참조. 
226 YBILC (1964), vol. 2, supra note 34, p. 202, para. 11에서는 “general rule of international 

law”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YBILC (1966), vol. 1, part. 2, supra note 225, p. 188, para. 

49 (“Regional and local international law must als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the purpose 

of interpreting treaties between small group of States.”)  
227  그러나 이 용어가 모든 조약관계를 포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YBILC (1966), vol. 1, part. 2, supra note 225, p. 191, paras. 74, 77 and 80, p. 197, para. 52 및 

p. 199, para. 10 참조; R. Gardiner, supra note 36, pp. 261-263 참조. 
228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사건에서는 지부티와 프랑스 간에 1986년 

체결된 형사공조협정의 해석에 있어 양국간에 1977년 체결된 우호협력협정이 

제31조 제3항(c)상의 국제법의 관계규칙일 수 있는지 여부가 검토되었다. ICJ는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Certain Questions of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Djibouti v. France) Judgment, I.C.J Report 2008, p. 219, paras. 112-113. 
229  이와 관련하여 박현석, “조약해석상 ‘국제법의 관련 규칙’의 참작”, 

『국제법학회논총』 제54권 제3호(2009), pp. 191-214, pp. 195-196 참조.  
230  WTO Panel Report, European Communities – Measures Affecting the Approval and 

Marketing of Biotech Products (“EC – Biotech”), WT/DS293/R, 29 September 2006, paras. 

7.74-75. 해당 사건에서 EC는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1992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및 2000년 카르타헤나 의정서(2000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를 패널이 고려하여야 할 국제법의 관련규칙으로 

제시하였다. 패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쟁당사자 중 EC는 둘 다의 

당사국이었으나, 미국은 생물다양성협약에만 서명을 한 상태였고 의정서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캐나다와 아르헨티나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당사국이나 의정서의 

경우 서명만 마친 상태였다. 패널은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3항(c) 의 “당사국”은 원 

조약인 WTO 협정의 모든 당사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 미국이나 캐나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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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의 정의 231 를 근거로 든 WTO 패널의 논리는 일견 수긍이 

가기도 한다. 그러나 제31조 제2항(a)의 “all the parties”와 제3항(a)의 

“the parties”의 문언상의 차이를 보면 232  모든 당사국을 의미한다고 

간주되는 “the parties”가 항상 동일한 의미로 비엔나 협약에서 

쓰이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 환경과 인권 등 전 세계적 

참여와 협력이 필요한 국제문제가 점증하면서 대부분의 문제에 

대하여 다자조약이 체결되는 현 상황으로 볼 때, EC – Biotech 사건의 

패널 판정과 같은 논리가 지속된다면 제3항(c)의 맥락에서 

적용가능한 국제법 규칙의 범위는 극히 제한될 것이다.233 UN헌장과 

같은 소수의 조약을 제외하고는 한 조약의 당사국이 모두 당사국인 

다른 조약은 그 수가 매우 드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지속적인 과제를 남기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소위 

“자기 완비적 체제(self-contained regime)” 234 로 이해되는 WTO 

체제235의 완비성의 수준과 관련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B. 비교 

 

발전적 해석과 제31조 제3항(c)상의 “국제법의 관계규칙” 

참작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현재 문언으로는 분명하지 않지만 

본래 제31조 제3항(c)는 시제법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일부 WTO 회원국이 문제된 관련 협정의 당사국이 아니므로 고려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231  해당 부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당사국’이라 함은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부여하였으며 또한 그에 대하여 그 조약이 발효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232 Supra note 191 참조. 
233 ILC는 오늘날 주요 다자 조약들의 회원국 구성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WTO 회원 수가 늘어날수록 제31조 제3항(c)의 맥락에서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계규칙의 범위는 더 적어지고 결과적으로 WTO 체제의 

고립이 심화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행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Fragmentation 

Report”, supra note 52, para. 471. 
234 여기에서 “자기 완비적 체제”의 개념은 조약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외부 규칙의 

도움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엄격한 의미로 사용한다. infra notes 461, 462 참조. 

당사국 간 합의를 통한 조약의 사실상 변경 및 조약 의무로부터의 이탈에 

관하여는 supra notes 185, 202, 204, 205 및 WTO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 – 

Anti-Dumping Measures on Certain Hot-Rolled Steel Products from Japan, WT/DS184/AB/R, 

24 July 2001, para. 60 참조; “Fragmentation Report”, supra note 52, pp. 99-101, paras. 191-

194; “Conclusions on the Fragmentation” (2006), supra note 52, paras. (11)-(16) 각각 참조. 
235  현재의 국제통상법 체제는 WTO체제와 FTA체제로 대별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WTO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좁은 의미의 국제통상법 체제만을 지칭하기 위하여 

“WTO법 체제”로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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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도 Waldock Third Report 초안 제56조 236 와 제70조 제1항 237 , 

그리고 1964년도 ILC 잠정초안 제69조 제1항(b)238는 해석에 고려될 

규칙은 체결 당시의 국제법 규칙임을 명시하고 있었다.239 그러나 이 

문구는 이후 삭제되었고 최종적으로 비엔나 협약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용어가 조약의 체결 당시의 국제법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법의 발전을 적절히 참작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조화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240  대신 ILC는 이러한 

시제법적 문제가 개별 조약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통하여 해결될 

것을 기대하였다.241 

따라서 현재의 문언에 따르면 체결시에 존재하던 국제법의 

관계규칙만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해석시의 관계규칙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242  Waldock은 용어가 고정된 의미를 가지는지 

                                            
236 해당 조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1. A treaty is to be interpreted in the light of the law in force at the time when the treaty was 

drawn up. 

2. Subject to paragraph 1, the application of a treaty shall be governed by the rules of 

international law in force at the time when the treaty is applied. 

Third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Sir Humphrey Waldock, A/CN.4/167 and Add.1-3, 

YBILC (1964), vol. 2, pp. 8-9. 
237 Ibid., p. 52. 해당 조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1. The terms of a treaty shall be interpreted in good faith in accordance with the natural 

and ordinary meaning to be given to each term –  

(a) In its context in the treaty and in the context of the treaty as a whole; and 

(b) In the context of the rules of international law in force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treaty. 
238 해당 조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A treaty is to be interpreted in the light of the rule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in force at 

the time of its conclusion (emphasis added). 
239 YBILC (1966), vol. 2, supra note 39, p. 199. 이는 법적 사실이 동시대의 법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는 시제법적 요소(ILC는 이것을 일반원칙으로 간주)를 담고 있었다. 

Ibid., p. 222. 해당 문장은 “judicial”이 “juridical”로 바뀐 것을 제외하고는 상기 

Palmas 판정과 동일하다. 
240  또한 이 원칙이 너무 복잡하여 간결하게 조문화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Ibid., p. 222, para. 16; R. Gardiner, supra note 66, p. 486. 
241  ILC는 대신 신의 성실 원칙에 의하여 시제법 원칙을 적절히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YBILC (1966), vol. 2, supra note 39, p. 222, para. 16. 
242 다만 국제법학회(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는 비엔나 협약 채택 이후 시제법에 

관한 결의안을 두 건 채택하였다. 첫 번째 결의안은 법의 발전과 법적 확실성(legal 

certainty)이 상충되는 가치일 수 있음을 인정하며 특정 조항이 어떠한 법적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사용할 때는 통상의 해석 수단(usual methods of interpretation)을 사용

하여 해당 용어가 체결시점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해석시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제4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결의안은 이어서 모든 조약의 해석은 적용 시에 참작가능한 모든 국제법의 관

계규칙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solutions adopted and Recommendations 

made by the Institute at its Wiesbaden Session, August 6-15, 1975-I, “The Intertemporal Problem 

in Public International Law”, Annuaire de l’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vol. 56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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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법의 발전에 따라 의미가 변하는지의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당사국들의 의도를 확인함으로써만 결정될 수 있는 측면이 

강하다고 보았다.243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해당 

조약을 해석하는 국제재판소이다. 판례는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244  만약 해석이 문제된 현재의 법체계에 비추어 해석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제3항(c)에 대한 고려를 통하여 해당 용어의 보다 

현재적인 통상적 의미를 찾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245  이러한 

점에서 이 조항은 본 논문의 주제인 발전적 해석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다수의 판례 역시 제31조 제3항(c)와 발전적 해석을 

같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적 해석과 제31조 제3항(c)은 이용되는 지점이 

구별된다. 예를 들어, US – Shrimp 사건 항소기구 판정에서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3항(c)는 GATT 1994 제XX조 두문(chapeau)의 해석과 

관련하여 신의 성실 원칙 등 국제법의 일반원칙으로부터 지침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되었다.246 반면 발전적 

해석 방식은 제XX조 (g)의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즉 조약 

용어의 의미를 밝히는 데 이용되었다. 따라서 발전적 해석이 보다 

직접적으로 용어 자체의 통상적 의미와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31조 제3항(c)는 다른 조약이나 기타 국제법의 관계규칙과 보조를 

맞추어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다. 반면 발전적 해석은 조약 용어 

자체의 의미 변화에 관한 것이었다. 적어도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법 체계 내의 변화인 경우에만 발전적 해석에 고려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발전적 해석에도 참조 범위가 분명히 존재한다. 

                                            
available at http://www.idi-iil.org/idiE/resolutionsE/1975_wies_01_en.pdf (영어번역본, 2014

년 12월 18일 최종검색). 
243 YBILC (1966), vol. 1, part. 2, supra note 225, p. 199, para. 9.  
244  예를 들어, ICJ는 Rights of National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Morocco 

사건에서 체결시 사정에 비추어 “dispute”의 의미를 해석하였다. Rights of National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Morocco (France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of 

August 27th, 1952, I.C.J. Reports 1952, p. 176, p. 189; Namibia 사건에서 ICJ는 해석시의 

법 체계(entire legal system prevailing at the time of the interpretation)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Supra note 204, para. 53; Navigational and Related Rights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체결 당시 당사국의 의도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용어의 의미가 체결시와 전혀 다른 때조차 이렇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Supra note 203, paras. 63-64 참조. 
245 “Fragmentation Report”, supra note 52, pp. 206-243. 
246 예를 들어 WTO Appellate Body Report, US – Shrimp, infra note 492, para. 158 및 각주 

157 참조. 이외에도 WTO 항소기구가 동항을 언급한 판정에 대해서는 WTO 

Analytical Index, 제31조 제3항(c)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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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31조 제3항(c)는 국제법의 관계규칙일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발전적 해석의 

경우에 참작 가능한 범위가 더 넓은 것으로 보인다. 247  실제로도 

발전적 해석에는 사회적 인식 변화 등 규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고려되고 있다. 이 부분은 제5장에서 자세히 분석한다. 

더욱 중요한 차이점은 제5장에서 살펴볼 WTO협정의 발전적 

해석과 관련하여 제기된다. WTO DSU 제3.2조 및 제19.2조에 의하면 

패널 및 항소기구는 대상협정에 규정된 회원국의 권리 또는 의무를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없다. 이들 조항의 함의는 패널 및 

항소기구에 제기된 분쟁은 반드시 WTO 대상협정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48  이러한 경우 제31조 제3항(c)상의 

국제법의 관계규칙은 사용할 수 없어도 발전적 해석은 사용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즉 WTO 대상협정 외의 관계규칙을 참작하여 

문제된 조항을 해석한 결과 회원국의 협정상 권리 및 의무에 

변화가 발생한다면 이러한 고려는 봉쇄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발전적 해석은 협정상 해석이 문제된 용어 그 자체의 해석과 

관련된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을 적용한 결과는 WTO 대상협정상 

회원국의 권리 및 의무 그 자체로 간주된다.249 

 

III. 국제법의 파편화 

 

국제법의 발전과 조약 체제의 확산으로 인하여 참작되어야 

하는 법체계의 범위도 복잡해져 왔다. 250  이러한 파편화는 특히 

국제환경법이나 국제경제법과 같은 전문적 규칙들이 발전하면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ILC의 연구는 “국제법의 파편화에 

관한 ILC의 작업: The Koskenniemi Report” 251 로 귀결되었다. ILC의 

작업은 다양한 체제를 조화할 수 있는 체계 통합(systemic 

integration) 252 의 수단으로서 제31조3항(c)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247 S. T. Helmersen, supra note 24, p. 147. 
248  Debra Steger,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Jurisdiction, interpretation and 

remedies”, in Harold Hohmann (ed.), Agreeing and Implementing the Doha Round of the WTO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 298. 
249 “Fragmentation Report”, supra note 52, para. 447. 
250 Ibid. (supra note 52), para. 7. 
251 Ibid. 
252  체계 통합이란 조약상 의무를 고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규범적 환경(normative 

environment)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즉 조약 규칙을 일관적이고 어떠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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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253 

ILC는 조약 해석에 있어 “국제법의 관련 규칙”이 무엇인가, 

“문맥과 함께 참작되어야 한다”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관련 

규칙의 참작 시점은 언제인가”를 각각 검토하였다.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한 것은 아니나, 국제법의 관계규칙을 이용하는 데 있어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254  

보고서에 의하면 제31조 제3항(c)의 국제법의 관계규칙을 

참작하는 것은 결국 조약 문언의 발전적 해석을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255  동 보고서에서 제시된 발전적 해석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256 

1) 해당 개념이 차후의 기술적 경제적 및 법적 발전에 대한 

고려를 암시하는 것일 때 

2) 해당 개념이 당사국들에게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의무를 

지우는 것일 때 

3) 개념이 매우 일반적이거나 일반적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해야만 하는 것일 때 

보고서는 1)의 예로 Gabčíkovo-Nagymaros 사건 및 Iron Rhine 

Railway 사건, 그리고 3)의 예로 Namibia 사건을 들고 있다. 257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예를 들고 있지 않은데, 당사국들이 추후에 

관련 규범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합의한 골격협정(framework 

convention)을 예로 드는 견해가 있다.258 

파편화 보고서가 나온 이후 ICJ는 Navigational and Related Rights 

사건에서 이 보고서상의 발전적 해석의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259  즉 

                                            
가 있는 전체로서의 체계의 일부로 간주함에 따라 국제법 전체의 체계 내에서 체

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Ibid., paras. 413-415. 
253  이 조항은 국제법학자들이 국제법의 파편화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가장 

의존하고 있는 해결책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Jan Klabbers, “Reluctant 

Grundnormen: Articles 31(3)(c) and 42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nd the 

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in Matthew Craven et al. (ed.), Time, History and 

International Law (Leide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7), p. 142. 
254 보다 상세한 설명은 박현석, supra note 229, pp. 205-206 참조. 
255  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Difficulties Arising from the Diversification and 

Expansion of International Law, Conclusions of the work of the Study Group (18 July 2012), UN 

Doc. A/CN.4/L.702, Conclusions (22)-(23). 
256 Ibid., pp. 16-17, Conclusion (23). 
257 Ibid., 각주 20 및 21 참조. 
258 Julian Arato, supra note 209, p. 470. 동 저자는 이 경우 당사국들의 명시적이고도 지

속적인 의도 표명이 뒷받침될 것이라고 본다. 
259 제4장 제1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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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는 용어가 일반적(generic) 용어이며 이 단어를 포함한 1858년 

조약이 영구적 또는 장기적으로 적용되도록 고안된 조약이라는 

근거를 들어 이 용어를 상품의 운송뿐 아니라 사람의 운송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였다. 

 

 

제 5 절 기타 비교 개념 
 

I.   효과적 해석 

 

효과적 해석 또는 실효성 원칙(principle of effectiveness)은 

목적론적 해석의 일종이다. 이 원칙은 조약 해석 시 조약이 적절한 

효과를 갖도록 하는 해석을 채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60  실효성 

원칙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하나는 조약의 모든 조항이 

고유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대상과 목적과 

관련하여 조약이 전체로서(as a whole)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 달성에 저해되는 해석이 금지된다는 의미이다. 261  후자의 

측면에서 목적론적 해석과 동일시하는 견해도 있고 262  실제로 

기능적인 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으나 양자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 

효과적 해석 원칙은 성문화되지 않았다. 이 원칙은 1964년도 

Waldock Report III의 제72조에 규정된 바 있으나, 논의를 거치면서 

결국 삭제되었다. 263  대신 ILC와 ICJ는 대상과 목적을 신의 성실한 

해석 요건과 결부시켜 이러한 원칙을 도출하고 있다. 좁은 의미의 

효과적 해석 원칙은 조항에 아무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보다는 일정 

효과를 갖도록 하는 해석을 선호하는 라틴 격언을 의미한다.264 넓은 

                                            
260 YBILC (1964), vol. 2, p. 219; M. Fitzmaurice, supra note 167, p. 182. 
261 M. Fitzmaurice, supra note 167, p. 182. 
262 Hugh Thirlway, “The Law and Procedur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1960-1989”, 

Part III,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62 (1992), p. 152. 
263 YBILC (1964), vol. 2 (Waldock Report III) p. 53. 해당 조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72. Effective interpretation of the terms (ut res magis valeat quam pereat) 

In the application of articles 70 and 71 a term of a treaty shall be so 

interpreted as to give it the fullest weight and effect consistent— 

(a) With its natural and ordinary meaning and that of the other terms of the 

treaty; and 

(b) With the object and purposes of the treaty. 
264  효과적 해석 원칙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라틴어 격언 ut res magis valeat quam 

pereat 은 “as thing rather than perish”의 뜻을 갖고 있다. 이 원칙은 일방 당사국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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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의 효과적 해석 원칙은 해석에 목적론적 요소를 도입하는 

기능을 한다. 265  목적론적 해석 방법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발전적 

해석과 효과적 해석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효과적 해석의 근거인 

조약의 대상과 목적 및 신의 성실 원칙의 적용은 발전적 해석에 

있어서도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Territorial Dispute (Libyan Arab Jamahiriya/Chad)266 사건에서 ICJ는 

위의 두 요소를 모두 적용한 바 있다. 좁은 의미의 적용 결과 ICJ는 

조약 부속서의 “‘국제 문서에서 도출되는(that result from international 

instruments)’ 국경선”이라는 조항을 이러한 국경선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보다 일반적 의미의 적용 결과 조약의 목적을 

영토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II. 시제법 이론 

 

시제법 이론(doctrine of inter-temporal law)은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이라는 법의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267  법규의 경우 규율하는 내용이 일정한 시점에 

고정되는 반면, 그 기초가 되는 사실(fact)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268  때문에 과거의 법과 현재의 변화된 법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어느 시점의 법을 적용할지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269 

따라서 시제법은 그 자체 특정한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 즉 절차적 

                                            
장이 WTO 대상협정의 특정 조항을 중복되게 또는 무용(redundancy or inutility)하게 

만드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패널 및 항소기구 판정에서도 널리 사용된다. 예를 

들어, WTO Appellate Body Report, US – Gasoline, WT/DS2/AB/R, p. 3; WTO Appellate Body 

Report, Japan – Alcoholic Beverages II, WT/DS8/AB/R, WT/DS10/AB/R, WT/DS11/AB/R, p. 

12, WTO Appellate Body Report, US – Underwear, WT/DS24/AB/R, p. 16 at 24, WTO 

Appellate Body Report, Canada – Dairy, WT/DS103/AB/R, WT/DS113/AB/R, para. 133; WTO 

Appellate Body Report, Argentina – Footwear (EC), WT/DS121/AB/R, paras. 81 and 95; WTO 

Appellate Body Report, US – Offset Act (Byrd Amendment), WT/DS217/AB/R, 

WT/DS234/AB/R, para. 271; WTO Panel Report, Canada – Certain Measures affecting the 

Renewable Energy Generation Sector, WT/DS412/R, WT/DS426/R, 19 December 2012, para. 

6.83. 
265  ILC는 “어떠한 조약에 대하여 조약이 적절한 효과를 갖도록/갖지 않도록 하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경우, 신의 성실의 원칙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의하면 

전자의 해석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266 Territorial Dispute (Libya/Chad), Judgment, I.C.J. Report 1994, p. 21. 
267 M. Kotzur, supra note 18, pp. 280-281. 
268 박배근, supra note 1, pp. 11-12 참조. 
269 T. O. Elias, supra note 11, pp. 285-307; 정인섭, supra note 116, p. 512; M. Kotzur, supra 

note 18, p. 278; “Fragmentation Report”, supra note 52, paras. 475-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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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270 시제법 이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난다. 여기에서는 발전적 해석과의 구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분석한다. 

시제법 이론에 관한 선례는 1928년 Island of Palmas 사건271이다. 

이 판정은 후대의 영토분쟁 해결에 가장 심대한 영향을 미친 판정 

중 하나로 평가된다. 272  이 사건에서 네덜란드와 미국은 태평양에 

위치한 소도(小島)인 팔마스 섬의 영토 권원을 놓고 분쟁을 

벌였다.273 이 사건의 단독판사였던 막스 후버(Max Huber)는 국제법상 

시제법 원칙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였다. 

A juridical fact must be appreciated in the light of the law 

contemporary with it, and not the law in force at the time when 

a dispute in regard to it arises or falls to be settled.274  

즉 법적 사실은 그러한 사실이 발생하던 당시의 법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하며 그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시점이나 분쟁이 

해결되어야 할 시점에 발효중인 법에 의하여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의하면 조약 용어는 조약 체결 

당시에 당사국이 무엇을 의도하였는지에 기초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275  권리의 창설 여부를 행위시의 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 언급은 소급효 금지 원칙의 한 부분으로서, 시제법 

원리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276  이러한 원리는 후술할 동시대성의 

                                            
270 M. Fitzmaurice, supra note 154, p. 104. 다만 국제법상 시제법 원칙의 법원성에 관하

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시제법 이론을 해석원칙의 하나로 

보기도 한다. T. O. Elias, supra note 11, p. 285; J. Crawford, supra note 161, pp. 242-243. 
271 Island of Palmas case (the Netherlands, USA),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RIAA), vol. II, pp. 829-871. 
272 정인섭∙정서용∙이재민, 『국제법 판례 100선』 제3판(서울: 박영사, 2012), p. 283. 
273 사건 개요는 Island of Palmas case, supra note 271, pp. 836-838; Katharina Häusler and 

Jane A. Hofbauer, “Palmas Island Arbitration”, in R. Wolfrum (ed.), Max Planck Encyclopedia 

of International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vol. VIII, p. 35 각각 참조. 
274 Ibid., p. 845.  
275 D. French, supra note 79, p. 295. 
276 이러한 맥락에서 이 행위시법 적용 원칙은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

한 규정초안(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ARISWA”) 제13조(“국가가 행위시 당해 의무에 구속되지 아니한다면, 국가의 행위

는 국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와 연관이 있다. YBILC (2001), vol. 2, part 2, 

Commentary to Article 13 of the ARISWA, pp. 57-59. 이 부분 중 para. (9) (p. 59)에서 발전

적 해석을 제13조에 나타난 시제법적 요소에 대한 잠재적인 제한(qualification)의 하

나로 보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시제법 원칙이 조약이 체결 시에 동결된 채로 해

석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ARISWA 제13조가 다루고 있는 내용 

자체는 발전적 해석의 관념과 큰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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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또는 고정적/정태적 해석과도 동일한 논리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후버 판사는 권리의 창설(creation)과 권리의 존속 

(existence)을 구분하면서 시제법 원칙의 다른 측면을 언급하였다. 

As regards the question which of different legal systems 

prevailing at successive periods is to be applied in a particular 

case (the so-called intertemporal law), a distinction must be 

made between the creation of rights and the existence of rights. 

The same principle which subjects the acts creative of a right to 

the law in force at the time the right arises, demands that the 

existence of the right, in other words its continued manifestation, 

shall follow the conditions required by the evolution of law 

(emphasis added).277 

즉 소위 시제법에 관해서는 권리의 창설과 존속이 구분되어야 

하며, 권리의 존속에 관해서는 법의 발전에 의하여 요구되는 조건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번째 요소에 근거한 결과 

스페인은 결정적 기일인 1898년 12월 10일 278 까지 이 섬에 대한 

권원을 지속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 

섬의 영유권은 결국 평화적∙실효적 지배를 행사한 네덜란드에 

돌아갔다. 279  설사 스페인이 발견을 통하여 이 섬에 대한 권원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일단 성립된 권원도 변화된 국제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두 번째 원칙에 대해서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을 제한 또는 수정하는 성격의 것으로서 특히 

영토와 관련하여 국제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280  당시의 국제법상 적법하게 영토를 취득하였더라도, 

해당 영토에 대한 권원을 계속적으로 입증 또는 갱신하지 않으면 

이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이다.281  

시간적 요소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시제법 이론,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3항(c), 그리고 발전적 해석 세 가지는 상호 긴밀한 

                                            
277 Palmas, supra note 271, p. 845. 
278 이 일자는 스페인이 평화조약(파리조약)을 체결하여 미국에 필리핀을 할양한 날

이다. 미국은 할양받은 필리핀 영토에 팔마스 섬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스페인이 팔마스 섬의 영유권을 발견(discovery)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 여

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시제법이 문제되었다. Palmas, supra note 271, p. 836. 
279 Ibid., p. 846. 
280 정인섭 외, supra note 272 p. 283; T. O. Elias, supra note 11, p. 288; 박배근, supra note 1, 

p. 21. 
281 Philip C. Jessup, “Palmas Island Arbitration”,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2 (1928), p.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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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을 가진다. 우선 시제법의 문제는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3항(c)에 내재되어 있다. 체결시점과 해석시점 중 어떤 시점에 

유효한 법을 당사국간에 적용가능한 국제법의 관계규칙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282  이러한 측면에서 시제법 이론은 제31조 

제3항(c)의 기초가 되나, 협약 성안 과정에서 이 부분은 신의 성실 

원칙에 의하여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어 성문화되지 않았다. 또한 

발전적 해석과도 연관성이 있다. 발전적 해석이 시제법의 기본 

전제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며, 283 실제로 시제법 이론의 제2원칙을 

통하여 발전적 해석을 이해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284  당사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시제법의 첫 번째 원칙 또한 

제한될 수 있다고 이해되기 때문이다.285 다만 발전적 해석과 시제법 

이론은 각각 조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구별이 

필요하다. 

조약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의미가 확정되어야 한다. 

조약 문언에 의미를 부여하고 명확히 정하는 작업이 바로 

해석이다. 286  따라서 조약의 해석은 적용보다 순서상 우선한다. 287 

McNair는 엄밀히 말해 조약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조약은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적용되는 것이라고도 언급한 바 있다.288 물론 

실제로는 조약의 해석과 적용이 엄밀히 구분되지 않고 마치 한 

단어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시제법 이론은 조약의 해석이 아닌 적용과 관련된다. 

시제법 이론이 어떠한 법적 행위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데 어느 

시점의 국제법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인 반면, 해석은 조약 용어의 

의미를 결정하는 데 관련되는 과정이다. 289  Palmas 판정에서 시제법 

이론은 결정적 기일에 스페인이 팔마스 섬에 대한 영토 권원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그래서 파리 조약에 의하여 이 섬도 미국에게 

할양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문제되었다. 즉 스페인의 주장과 

                                            
282 R. Gardiner, supra note 36, pp. 252-255. 
283 J. Crawford, supra note 161, p. 248; R. Jennings & A. Watts (ed.),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9th edn., vol. 1, Peace, parts 2 to 4 (Essex: Longman, 1992), p. 1282. 
284 예를 들어 T. O. Elias, supra note 11, pp. 296-302 에서는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사건을 시제법 이론을 통하여 분석하고 있다; D. W. Greig, supra note 45, p. 170. 
285 Ibid., Mavrommatis Palestine Concessions, P.C.I.J. Ser. A, no. 2, Aug. 30, 1924, p. 34. 
286 YBILC (1964), vol. II, supra note 34, p. 53, para. 1. 
287 R. Gardiner, supra note 36, p. 27 참조. 
288 A. McNair, supra note 35, p. 365, 각주 1 참조. 
289 U. Linderfalk, supra note 55, p.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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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발견” 만으로 해당 섬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것이다. 이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 당시 수락되던 영토권원 

취득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해석 당시의 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결정하여야 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시제법은 해당 법적 사실이 발생한 시점(혹은 조약이 체결된 

시점)과 해석시점 간에 충돌 또는 부조화가 있을 때 어느 시점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조약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조약 용어에 부여될 “의미”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그 중에서도 

발전적 해석은 조약 용어의 해석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여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발전적 해석과 시제법 이론은 

목적을 달리 하며 분쟁 해결의 각기 다른 측면에 적용된다. 따라서 

두 이론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특히 시제법의 적용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측면을 발전적 해석을 통하여 규율할 수 있다. 

 

III. 동시대성의 원칙 또는 고정적 해석 

 

동시대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contemporaneity)은 앞서 살펴본 

시제법 이론의 제1요소와 상통한다. 290  고정적/정태적 해석(static 

interpretation) 역시 이와 유사한 개념이다.291 즉 조약 용어의 의미를 

체결 당시에 고정되는 것으로 본다. 292  따라서 이들 용어는 흔히 

발전적 해석과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된다. 

앞서 살펴본 Palmas 판정으로 인하여 조약 해석에 있어서도 

체결 시 사정에 근거한 해석이 보다 일반적인 흐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93  ILC에 의하면 동시대적 해석과 발전적 해석 중 어느 한 

                                            
290  M. Fitzmaurice, supra note 154, pp. 103-104에 의하면 동시대성의 원칙이 시제법 

원칙과 동일시되는 경우가 흔히 발견된다. 
291 First report on subsequent agreements and subsequent practice to the interpretation of treaties 

by Georg Nolte, Special Rapporteur, A/CN.4/660 (19 March 2013), para. 54 참조. 
292 S. T. Helmersen, supra note 24, p. 129; Eritrea-Ethiopia Boundary Commission이 내린 경

계획정결정에서는 제31조 제1항에 포함된 요소들이 당사국이 실제로 의도한 바 또

는 당사국의 공동의 의지(common will)를 확정하는 데 지침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 

바 있다. Arbitral Decision of 13 April 2002 regarding delimitation of the border between Eritrea 

and Ethiopia (United Nations, RIAA, vol. XXV, p. 110, para. 3.13 (Palena 사건 인용 부분)). 
293 First report on subsequent agreements and subsequent practice to the interpretation of treaties 

by Georg Nolte, Special Rapporteur, A/CN.4/660 (19 March 2013), para. 54; Rosalyn Higgins, 

“Some Observations on the Inter-Temporal Rule in International Law”, supra note 11, p. 174;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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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이 더 선호된다거나 우위를 점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294  그럼에도 ILC는 조약 해석에 있어 동시대성의 원칙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295  조약은 당사국의 합의를 나타내고 

그러한 합의는 체결 당시 당사국의 이해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는 

어느 정도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영토 관련 조약이나 

통상∙항해조약과 같은 경우에는 동시대성의 원칙이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었다. 296  그러나, 점차 발전적 해석이 이들 

조약의 해석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제4장 및 제5장의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다. 발전적 해석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약 해석의 일반 원칙으로 간주되고 기능한다는 점은 

최근의 국제법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한 변화이다. 

 

 

제 6 절 발전적 해석의 한계 
 

발전적 해석은 대상과 목적을 고려하는 해석자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한 협정의 대상과 목적은 다수일 수 있으며 이러한 

다수의 대상과 목적 간에 심지어는 충돌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석자는 개별 사건과 가장 연관성 있는 대상과 

목적을 조약 문언에서 찾아낼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발전적 해석은 극단적인 목적론 또는 사법적극주의와 혼동될 

가능성을 늘 보유한다. 297  극단적인 목적론은 체결 당시 당사국 

의도가 무엇이었든 간에 조약은 일정한 대상과 목적을 가지도록 

고안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조약을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98  이러한 해석은 해석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발전적 해석에 있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조약의 해석 내로 

도입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해석은 입법에 상당할 수 

있으며,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Pauwelyn, supra note 165, pp. 264-265. 
294 “Fragmentation Report”, supra note 52, para. 478. 
295 Ibid. 
296 G. Fitzmaurice, The Law and Procedur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Cambridge: 

Grotius Publications, 1986), pp. 345-346. 
297 D. French, supra note 79, p. 300. 
298 I. Sinclair, supra note 19, p.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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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발전적 해석에 있어서는 그 기준과 한계를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떠한 경우에 발전적 해석이 

가능하며, 해석자가 해석 과정에서 변화와 발전을 고려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를 정하는 것은 위의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299  특히 한계와 관련하여 해석자가 국제법 체계의 

변화와 발전을 고려하여 기존의 통상적 의미와 다른 완전히 새로운 

개념 또는 이에 반대되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300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당 조약 체제에 

대한 당사국들의 신뢰도와도 연결된다. 301  따라서 개별 사안의 

맥락과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고려하여 신의 성실하게 해석을 

수행하는 해석자의 역할은 발전적 해석에 있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제5장 6절에서 WTO 협정의 발전적 해석과 관련하여 한계 및 

주의점을 보다 자세히 검토한다. 

 

 

제 7 절 소 결 
 

국제법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국제법이 다루는 주제의 범위는 

과거에 비하여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보이고 있다.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국제법의 역동성(dynamism)이 고려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302  20세기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국제 조약은 

양자적으로 체결되었고 그 주제도 외교관계, 영해경계획정 또는 

국제수로, 양자간 무역, 또는 추방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303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인권이나 통상, 환경 등 한 주제에 관한 

다자 조약이 일반화되는 추세에 따라 국제법의 범위도 확장되고 

있다. 이에 비례하여 조약 개정이 난항을 겪거나 조약 체제 간 

충돌이 우려되는 사례도 점차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법의 

다양한 영역에서 끊임없이 변화가 발생하고 이러한 변화를 

                                            
299 이러한 측면에서 학자들은 사법기관이 분쟁해결시점까지의 변화를 얼마나 고려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범위를 탐구하여 왔다. M. Fitzmaurice, supra note 153, 

pp. 57-58; D. French, supra note 79, p. 299. 
300 D. French, supra note 79, p. 283. 
301  Delroy S. Beckford, Power and Judicial Activism in the WTO: The Appellate Body’s 

Interpretation of Trade Remedy Agreements (Saarbrücken: VDM Verlag, 2008), pp. 1-2, and 145-

146.
  

302 C. McLachlan, supra note 182, p. 282. 
303 D. Shelton, supra note 51, pp. 1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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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발전적 해석은 이러한 

상황에서 조약의 현실 적용성을 제고하고 이로써 체제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304 

 

 

                                            
304 P. Palchetti, “Interpreting ‘Generic Terms’: Between Respect for the Parties’ Original 

Intention and the Identification of the Ordinary Meaning”, supra note 24 , p. 91; A. Boyle et al., 

The Making of International Law supra note 160, pp. 24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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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국제재판소의 발전적 해석 
 

 

과거에 국제재판소에서는 당사국의 원 의도(original intention of 

the parties)를 중시하는 제한적 해석을 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종래 이러한 의사주의 해석이 주류였던 것은 국제법의 존립 기반을 

국가들의 동의(state consent)에서 찾던 경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체약국은 자신이 그 당시 인식하는 국제법 체계와 규범에 근거하여 

조약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조약의 해석 시점도 자연스럽게 체결 

시에 맞추어졌다.305  

그러나 시간적 요소에 대한 고려에 있어 이러한 경향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조약 원 당사국의 의도를 

중시하는 것, 그에 따라 교섭기록과 같은 수단을 중시하는 것이 

항상 올바른 해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즉 변화를 고려해야만 적절한 해석이 도출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많은 경우 당사국의 공동의 의도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의도의 

문제에만 집중한다면 때로 조약 문언과 괴리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항구적인 체제를 설립하는 다자조약의 경우 가입국 

수가 체결시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하였다면 과연 당사국의 의도가 

누구의 의도인가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306  

이러한 문제 의식이 반영되어 해석 시점까지의 변화를 고려한 

해석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ICJ는 Namibia 사건 307에서 

체결 시 당사국 의도에 따라 문서를 해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면서도 특정 용어의 경우 그 자체로(by definition) 발전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보았다. 또한 국제적 문서는 해석 시에 우세한 전체 

법체계 내에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도 명시되었다. 즉 

ICJ는 조약을 비롯한 국제적 문서가 국내 입법과는 다르게 해석될 

필요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최근 들어 이러한 경향은 더욱 발전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Iron 

                                            
305 Separate Opinion of Judge Sir Gerald Fitzmaurice in Golder case, paras. 40-46. 
306 Isabelle Van Damme, Treaty Interpretation by the WTO Appellate Bod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 36; 정인섭, supra note 116, p. 314. 
307 Legal Consequences for States of the Continued Presence of South Africa in Namibia (South 

West Africa) notwithstand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76,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71,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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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ine Railway 사건 308  판정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이 사건에서 

중재재판정은 철도의 운용 및 성능에 관련된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조약이 발전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309 

이하에서는 국제재판소가 사용하고 있는 발전적 해석을 

분석한다. 각 재판소 모두 조약 해석에 있어 비엔나 협약 제31조 

내지 제32조에 법전화되어 있는 관습법상의 해석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완결성 있는 법체계(legal universe)를 구성하고 

있는 각 체제의 특성상,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구체적인 

법리에 있어서는 약간의 상이성이 노정되고 있다. 310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대표성을 지닌 여러 국제재판소가 발전적 해석을 

사용하고 또 발전시켜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발전적 해석이 적용되는 상황, 적용 기준 및 

추세 변화를 살펴본다. 이 장은 또한 다음 장에서 살펴볼 WTO 

체제에서의 발전적 해석에 기반이 된다. 

 

 

제 1 절 국제재판소의 발전적 해석 
 

이하에서는 ICJ 및 중재재판소 판정을 통하여 발전적 해석의 

현황을 분석한다. ICJ는 국제연합의 주요한 사법기관으로서 311 

일반국제법의 전 영역에 대한 보편적인 관할권을 가지는 유일한 

상설 사법기관이다. 따라서 ICJ 판례는 국제법 체제의 분석이라는 

목적상 가장 중요한 대표성을 부여받고 있다. 이러한 ICJ가 발전적 

해석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판결의 기준으로 삼아 왔다는 사실은 

이 해석의 국제법상 지위를 뒷받침하는 효과적인 근거가 된다. ICJ의 

전신인 상설국제사법재판소(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PCIJ”)도 일부 조약 용어의 발전적 성격을 인정함으로써 발전적 

해석의 기초를 마련한 바 있다. 312  ICJ 역시 조약 해석에 있어 

                                            
308 Arbitration regarding the Iron Rhine (“Ijzeren Rijn”) Railway (the Kingdom of Belgium/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Award of the Arbitral Tribunal of 24 May 2005. 
309 Ibid., para. 80. 
310 G. Abi-Saab, supra note 77, p. 460. 
311 국제사법재판소 규정(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제1조 및 UN헌장 

제33조, 제92조 참조. 
312 예를 들어 PCIJ는 Nationality Decrees Issued in Tunis and Morocco 사건에 대한 권고

적 의견에서 어떤 문제가 국내관할권에 속하는지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상대적인 

문제이며 국제관계의 발전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 바 있다. 그리고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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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발전의 관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그 기준도 점점 구체성을 

갖추어 왔다. 중재판정 역시 국제법에서 발전적 해석의 현황을 알려 

주는 중요한 사례가 된다. 특히 Iron Rhine Railway 사건은 발전적 

해석의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WTO 협정의 발전적 해석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하에서는 발전적 해석에 관한 주요 판결을 

검토한다. 이러한 분석에 있어 제3장 제4절에서 언급한 바 있는 

ILC의 분류 기준을 따른다. 

 

I. 일반적 용어의 발전적 해석 

 

1966년 South West Africa 사건313에서 타나카 판사는 반대의견을 

통하여 남아프리카의 위임통치 개시 후 발생한 국제법의 발전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고려된 국제법 

체계의 변화는 남아프리카가 서남아프리카에 대한 위임통치를 

시작한 후 인종을 이유로 한 차별이나 분리를 금지하는 

관습국제법이 성립하였다는 점이다.314 타나카 판사는 특히 위임통치 

제도의 도덕적∙인도적인 목적을 고려할 때 이에 따라 국제법의 

발전을 고려하는 것은 시제법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315 

이후 ICJ는 이 문제의 연속선상에서 제기된 Namibia 사건316에서 

발전적 해석의 개념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은 서남아프리카 317 에 

대한 남아프리카연방318의 위임통치에 대하여 UN 안전보장이사회가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조약 용어의 

발전적 해석의 관념을 인정하고 이러한 개념이 국제적 

문서(international instrument)의 해석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본 데 큰 의의가 있다. 

남아공은 국제연맹(the League of Nations)의 위임 하에 나미비아를 

통치한 바 있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UN이 신탁통치제도를 

도입하자 남아공은 국제연맹의 위임통치제도에 따른 의무는 

                                            
(nationality)은 이 영역에 속하는 문제라고 보았다. P.C.I.J., Series B, No. 4 (1923), p. 24. 
313 South West Africa, Second Phase, Judgment, I.C.J. Reports 1966, p. 6.  
314 Ibid., Dissenting Opinion of Judge Tanaka, pp. 293-294. 
315 Ibid., p. 294. 
316 Legal Consequences for States of the Continued Presence of South Africa in Namibia (South 

West Africa) notwithstand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76,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71, p. 16. 
317 South West Africa, 이후 Namibia가 됨. 
318 South Africa, 1961년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됨. 



 

 65 

종료되었고 자국이 나미비아를 계속 지배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319  ICJ는 이미 다섯 건의 판결에서 남아공의 위임통치 

문제를 다룬 상태였으나320 위임통치의 본질과 연맹의 해산 및 UN의 

창설의 영향 등 일련의 중대한 문제를 판결하기 위하여 안보리의 

요청을 수락하였다.321  

나미비아에 대한 남아공의 위임통치는 국제연맹의 “Mandate 

C”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Mandate A 및 B와 달리 Mandate C 유형은 

당시 그 실질적으로 병합(annexation)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322  나미비아는 그 근거로 규약 제22조가 성안된 

파리 평화 회의에서의 당사국 의도를 근거로 들었다. 남아프리카는 

이러한 인식 하에 나미비아에서 철수하라는 UN 안보리의 결의 

276(1970)에도 불구하고 행정 기구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 발전적 해석 여부가 문제된 용어는 국제연맹 규약 

제22조 제1항323의 “현대 사회의 엄혹한 상황(the strenuous condition of 

the modern world)”, “인민의 복지와 발전(the well-being and development)” 

                                            
319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남아프리카는 독일의 식민지였던 서남아프리카의 위임통

치국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위임통치지역은 UN 감독 하의 신탁통치

지역으로 전환되거나 독립을 성취하였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국제연맹의 해산과 

함께 위임통치도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서남아프리카의 병합을 주장하였다. 정인

섭 외, supra note 272, p. 188; 추가적인 배경에 대하여는 D. W. Greig, supra note 45, p. 

170 참조. 
320 즉 ICJ는 이미 1950년, 1955년 그리고 1956년 세 차례에 걸쳐 UN 총회의 요청에 

따라 서남아프리카가 위임통치지역으로의 지위를 유지하며 동 지역에 대한 감독권

한은 UN이 계승한다는 취지의 권고적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리고 사태 개선이 이

루어지지 않자 에티오피아와 라이베리아가 각각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7조에 근

거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소한 바 있다. South West Africa (Ethiopia v. South Africa, 

Ethiopia v. South Africa), Preliminary Objections, Judgment of 21 December 1962: I.C.J. 

Reports 1962, p. 319, Second Phase, Judgment, I.C.J. Reports 1966, p. 6. 처음에 ICJ는 피고

국인 남아프리카의 선결적 항변을 배척하고 본안을 심리할 관할권이 있다고 확인

하였다. Preliminary Objections, pp. 141, 143. 그러나 제2단계에서는 국제공동체에 민중

의 소(actio popularis)가 알려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두 국가의 원고적격 자체를 인

정하지 않았다. 이들 두 국가는 남아프리카의 행동으로부터 직접 피해를 입은 바가 

없기 때문에 남아프리카가 행하고 있는 인종차별정책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당

사자 적격이 없다고 본 것이다. Second Phase, para. 88.  
321 Supra note 316, para. 44. 
322 Ibid., para. 45.  
323 동 조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1. To those colonies and territories which as a consequence of the late war have ceased 

to be under the sovereignty of the States which formerly governed them and which are 

inhabited by peoples not yet able to stand by themselves under the strenuous 

conditions of the modern world, there should be applied the principle that the well-

being and development of such peoples form a sacred trust of civilization and the 

securities for the performances of this trust should be embodied in this Covenant. 

(emphasis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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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신성한 위임(sacred trust)” 이었다. ICJ는 이러한 조약 용어들의 

개념이 그 자체로 발전적이고, 연맹 당사국들도 이러한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던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324  또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제 문서는 해석 시에 지배적인 전체 법체계 

내에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조약을 비롯한 

국제 문서 전반의 발전적 해석의 필요성을 일반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해당 부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Mindful as it is of the primary necessity of interpreting an 

instrument in accordance with the intentions of the parties at the 

time of its conclusion, the Court is bound to take into account 

the fact that the concepts embodied in Article 22 of the 

Covenant—‘the strenuous conditions of the modern world’ and 

‘the well-being and development’ of the peoples concerned—

were not static, but were by definition evolutionary, as also, 

therefore, was the concept of the ‘sacred trust’. (…) Moreover, 

an international instrument has to be interpreted and applied 

within the entire legal system prevailing at the time of the 

interpretation” (emphasis added).325 
 

따라서 재판소 역시 그간의 변화를 반영하여 1919년 당시의 

제도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즉 당사국이 규약 제22조를 

발전적인 개념으로 의도하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재판소 역시 

이러한 당사국 의도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ICJ는 신탁통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해당 지역 인민의 자결권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Mandate C의 대상과 목적 역시 A 및 B 와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파리 평화 회의에서의 당사국 의도와 무관하게 회의는 

병합을 반대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나미비아가 이를 고수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326 

그 결과 ICJ는 압도적 다수로 남아프리카의 나미비아 통치가 

위법하므로 남아프리카가 가능한 한 신속히 지배를 종료하고 

나미비아에서 철수할 것(13대 2)과, 주변 국가들이 이러한 상황을 

불승인 할 것(11대 4)을 권고하였다.327 

조약 용어의 발전적 해석을 인정한 이 권고적 의견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by definition evolutionary” 라는 표현은 오늘날 

                                            
324 Supra note 316, para. 53. 
325 Ibid. 
326 Ibid., para. 50. 
327 Ibid., para.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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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를 비롯한 여러 국제재판소에서 널리 언급되고 있다. 328  그리고 

이 의견은 국제 문서가 해석시의 전체 법체계 내에서 해석되고 

적용될 필요성을 일반적으로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다만 ICJ는 국제 문서가 기본적으로는 체결 시 당사국의 의도에 

근거하여 해석되어야 할 필요성을 잊지 않았다. 이를 통하여 체결 

시 당사국의 의도를 존중하는 것과 해석시점까지의 국제법 체제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모순되지 않고 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Palmas 판정에서 언급된 시제법의 두 가지 

요소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329 

이 의견은 발전적 해석의 근거를 그러한 용어를 사용한 당사국, 

즉 국제연맹 회원국들의 의도에서 찾았다. 발전적 해석의 근거를 

당사국 의도에 대한 추정에서 찾는 경향은 이후의 ICJ 판례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ICJ는 그리스와 터키 간에 대륙붕 경계획정이 문제된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사건330에서도 조약 용어에 대한 발전적 해석을 

도입하였다. 이 사건은 1973년 터키가 에게 해에서 해저 석유탐사에 

착수함으로써 촉발되었다. 그리스는 탐사 범위 내의 대륙붕 일부가 

1958년 제네바 대륙붕협약 제1조(b) 및 제2조에 의하여 자국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331  두 국가 간에 동 문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구상서(Note Verbale)가 교환되었으며, 1975년 5월 

31일에는 양국 수상이 브뤼셀에서 공동 코뮤니케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332  그러나 터키는 성의 있는 교섭을 선행하고 이로써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정리하여 ICJ에 회부하자고 주장한 반면, 

그리스는 위 코뮤니케 자체가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를 ICJ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333 

이후 1976년 7월 13일 터키 정부는 자국 영해 및 공해에 

                                            
328 예를 들어, WTO Appellate Body Report, US – Shrimp, para. 130. Infra note 497 참조. 
329 M. Kotzur, supra note 18, p. 279. 
330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Jurisdiction of the Court, Judgment, Greece v. Turkey, I.C.J. 

Reports 1978, p. 3. 
331  그리스와 터키 간의 대륙붕 경계획정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에게 해에 위치

한 그리스 동부 섬 중 일부가 터키 영토에 매우 근접하여 있기 때문이다. Samoa 섬 

및 Kos 섬의 경우 터키 해안에서 불과 1해리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Jon M. 

Van Dyke, “Aegean Sea”, in R. Wolfrum (ed.), The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332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supra note 330, para. 19. ICJ는 결과적으로 이 코뮤니케

가 재판소의 관할권 수립의 유효한 기초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Para. 107 참조. 
333 Ibid., para.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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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선을 파견하여 지질 조사를 수행한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발표하였다. 동 조사가 그리스가 자국 대륙붕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지역에서 이루어지자, 그리스 정부는 이에 항의함과 

동시에 사건을 ICJ 및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였다. 334 

피제소국인 터키가 소송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결과 이 사건은 

주로 그리스의 주장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졌다. 335  그리스가 ICJ의 

관할권의 근거로 든 첫 번째 사유는 1928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일반의정서(General Act for the Pacific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제17조였다. 336  그런데 그리스는 이 의정서에 

1931년 가입하면서 유보를 첨부한 바 있었다. 이 유보는 국제법에 

의하여 전적으로 국내사항에 속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 특히  

“영토적 지위(territorial status of Greece)”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PCIJ의 관할권을 수락하지 않겠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337  그리스는 

자국의 유보에도 불구하고 ICJ가 동 경계획정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334 Ibid., para. 22. 
335 Ibid., paras. 14-15. 
336 Ibid., para. 33. 제1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All disputes with regard to which the parties are in conflict as to their respective rights 

shall, subject to any reservations which may be made under Article 39, be submitted 

for decision to the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unless the parties agree, 

in the manner hereinafter provided, to have resort to an arbitral tribunal. It is understood 

that the disputes referred to above include in particular those mentioned in Article 36 

of the Statute of the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emphasis added). 

ICJ는 위 규정이 “당사국의 권리와 관련된 분쟁”을 PCIJ에 회부할 것을 규정하

고 있고, 이것이 ICJ 규정 제37조상 “현행의 조약 또는 협약이 PCIJ에 어떤 사

항을 회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ICJ가 일견 관할권을 가진

다고 보았다. Ibid., Para. 34. 
337 Ibid., para. 48. 관련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Sont exclus des procedures décrites par l’Acte Général, sans en excepter celle de 

conciliation visée à son Chapitre I: 

a) (생략) 

b) Les différends portant sur des questions que le droit international laisse à la 

competence exclusive des Etats et, notamment, les différends ayant trait au statut 

territorial de la Grèce, y compris ceux relatifs à ses droits de souveraineté sur ses 

ports et ses voies de communication. 

이 유보의 영어 번역본은 다음과 같다: 

The following disputes are excluded from the procedures described in the General Act, 

including the procedure of conciliation referred to in Chapter I: 

(a) (생략) 

(b) disputes concerning questions which by international law are solely within the 

domestic jurisdiction of States, and in particular disputes relating to the territorial 

status of Greece, including disputes relating to its rights of sovereignty over its 

ports and lines of communication. 

즉 국제법에 의하여 전적으로 국내사항에 속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 특히 그리스의 

항구, 통신로에 대한 그리스의 주권과 관련된 분쟁을 포함하여 그리스의 영토적 지

위에 관한 분쟁을 일반의정서에 규정된 절차로부터 배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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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근거를 들었다. 338  그 중 발전적 

해석과 관련된 근거는 두 가지이다. 첫째로 그리스는 1920년대의 

“territorial status”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수립된 현상(現狀, status 

quo)의 유지와 관련된다는 제한적 해석을 주장하였다. 339  둘째로, 

대륙붕의 개념이 1928년과 1931년에는 정립되지 않았으므로 이와 

관련된 분쟁은 그리스의 영토적 지위와 관련된 분쟁이 아니고, 

따라서 재판소가 이 사건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340 

ICJ는 이 사건에 대한 유보 제(b)항의 적용 가능성을 판정함에 

있어 그리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ICJ는 1920년대에 

국가들이 “territorial status”라는 용어를 조약에 삽입한 의도는 

그리스의 주장대로 강화조약을 통하여 수립된 영토 체제의 변경을 

예방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보았다.341 그러나 영토적 지위나 상황, 

또는 경계의 변동은 어느 국가에게나 민감한 문제이고, 이러한 

용어를 유보에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을 포괄하려는 목적에 

근거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리스의 주장과 같이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문제된 용어를 규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342  즉 

유보와 같은 일방적 성격의 문서일지라도 이를 제한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특히 “status”라는 용어는 영토 관련 

                                            
338  예를 들어 그리스는 자국의 유보 제(b)항이 유보 가능한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 

1928년 의정서 제39조 중 제2항(b)의 “Disputes concerning within the domestic 

jurisdiction of States”와 정확히 상응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유보에 

규정된 “et, notamment, (in particular)”의 해석에 관하여 문법 규칙에 근거한 주장을 

전개하였다. 즉 분쟁이 “그리스의 영토적 지위”에 관련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일국의 국내관할권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될 것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

족시켜야 이 유보에 포함되는데, 대륙붕 경계획정은 “오로지 일국의 국내관할권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ICJ는 판정에 있어 순전히 문법적 해석

에만 근거할 수 없다는 Anglo-Iranian Oil Co. 사건 판결을 인용하며 그리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Ibid., paras. 50-57. 
339 Ibid., para. 72. 
340 Ibid., para. 77. 
341 Ibid., para. 73. 이러한 주장은 그리스가 1928년 PCIJ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하면서 

첨부하였던 유보의 해석과도 맥을 같이한다. 예를 들어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동맹

국이었던 불가리아 왕국은 1919년 11월 27일 뇌이 조약(Treaty of Neuilly)을 통하여 

에게 해로 통하는 스라스(Thrace) 지역에 대한 모든 권리 및 권원을 포기한 바 있

다. 그러나 연합국 및 동맹국은 그리스가 불가리아에 에게 해로 통하는 통항권

(freedom of transit)을 보장할 것을 1920년의 세브르 조약(Treaty of Sèvres)에 명시하였

다. ICJ는 이 조약을 근거로 불가리아가 영토에 관한 합의를 재조정할 것을 요구할 

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리스가 유보를 규정하는 근거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보았

다. 그 결과 재판소는 그리스의 주장과 같이 유보가 제한적인 의미로 규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Ibid., para. 60. 
342 Ibid., para.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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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제도(legal régime)뿐만 아니라 영토적 통일성(integrity)과 국경의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일반적(generic) 성격의 용어이기 때문에 

그리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343  

또한 ICJ는 이 분쟁이 1928년 의정서 가입 당시 그리스의 유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도 그리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스가 근거로 든 중재판정과 관련해서는 채굴권의 

허여는 강제관할권을 배제하는 유보와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의 

것이라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다. 344  그리고 “territorial status of 

Greece”와 같은 일반적 용어를 규정한 것은 필연적으로 그 용어의 

의미가 법의 발전을 따르고 해석이 문제된 각 시점에 부여된 

의미에 따라 해석되도록 당사국이 의도하였다는 추정을 

불러일으킨다고 판시하였다. 345  특히 1928년 의정서와 같은 조약은 

가장 일반적이고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종류의 조약이므로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보았다. 346  해당 부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Once it is established that the expression “the territorial status of 

Greece” was used in Greece’s instrument of accession as a generic 

term … the presumption necessarily arises that its meaning was 

intended to follow the evolution of the law and to correspond with the 

meaning attached to the expression by the law in force at any given 

time. This presumption, in the view of the Court, is even more 

compelling when it is recalled that the 1928 Act was a convention for 

the pacific settlement of disputes designed to be of the most general 

kind and of continuing duration, for it hardly seems conceivable that 

in such a convention terms like "domestic jurisdiction" and 

"territorial status" were intended to have a fixed content regardless of 

the subsequent evolution of international law.347 

                                            
343 Ibid., para. 75. 
344 Petroleum Development Ltd. v. Sheikh of Abu Dhabi case, International Law Reports 1951, 

p. 144, p. 152.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대륙붕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던 1939년에 체결

된 석유 양허(concession)의 범위에 대륙붕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바 있다. 

Ibid., para. 77. 
345 Ibid. 
346 ICJ는 국제 연맹이 해산되고 ICJ의 전신인 PCIJ 또한 그 임무를 종료하여 1928

년 의정서의 발효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았다. 프랑스∙영국∙인도 등 여러 국가

들이 이 의정서가 폐기된 것으로 보는 입장임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의

정서에 대한 그리스 정부의 유보가 관할권 성립의 근거가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터키와 그리스의 주장이 상이한 바, 만약 터키 정부의 입장이 정당한 것으로 판정

된다면 이 의정서의 발효 여부는 중요하지 않게 될 것이므로, 재판소의 관할권이 

두 가지 각도에서 문제될 경우 더욱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근거에 기반할 수 있는 

재량이 재판소에게 있다는 Certain Norwegian Loans 판결에서의 논리에 의하여 그리

스 유보(b)항의 효력을 판단하겠다고 하였다. Ibid., paras. 38-39. 
347 Ibid., para. 77. 



 

 71 

이러한 판단에 따라 “the territorial status of Greece” 는 대륙붕에 

관한 연안국의 탐사 및 이용권에 관한 국제법의 발전을 고려하여 

해석되었다. 348  그 결과 ICJ는 이 사건이 그리스의 유보에 규정된 

“그리스의 영토적 지위에 관련된 분쟁”에 해당하며 터키는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동 유보를 원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349 따라서 

재판소의 관할권은 성립은 부인되었다.350 

이 사건에서는 Namibia 사건에 대한 권고적 의견에서 제시된 

용어 그 자체의 발전적 성격에 더하여 문제된 조약 체제의 일반적 

및 항구적 성격이 발전적 해석의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즉 발전적 

해석의 기준이 구체화되었다. ICJ는 전반적으로 동시대성의 원칙에 

기초한 그리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발전적 해석 원칙이 

구체화되지 않았던 당시에는 시제법 이론의 측면에서 이 사건이 

평가된 바 있다. 351  그러나 이러한 평가 역시 시제법 원칙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선호하였다는 점에서 발전적 해석과 이론적 기초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ICJ가 발전적 해석의 개념을 적용한 용어는 

엄밀히 말하자면 그리스의 조약에 대한 유보였다. 따라서 이 사건을 

“조약 용어의 발전적 해석”의 예로 들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352  그러나 ICJ는 1928년 의정서 제17조 353 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도 발전적 해석의 개념이 적용된다고 본 바 있다. 즉 

그리스의 주장대로 동 조에 있는 “rights” 역시 일반적 용어이기에 

대륙붕에 관한 국제법의 발전을 참작하여 해석되어야 한다면, 

그리스의 유보에 규정된 “territorial status” 역시 그렇게 해석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354  

조약 용어의 발전적 해석에 있어 이 사건에서 제시된 두 가지 

적용기준은 이후 여러 사건에서 조약 용어의 해석에 적용되었다. 

“영구적 또는 장기적 적용이 예정된 조약일 것”의 기준은 

Navigational and Related Rights 사건 355 에서도 정형화된 표현으로 

                                            
348 Ibid., para. 80. 
349 Ibid. 
350 Ibid., para. 90. 
351 T. O. Elias, supra note 11, pp. 296-302. 
352 U. Linderfalk, supra note 55, pp. 120-121. 
353 Supra note 336 참조. 
354 Supra note 330, para. 78. 
355 Dispute regarding Navigational and Related Rights (Costa Rica v. Nicaragua), Judgment, 

I.C.J. Reports 2009, p.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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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은 영토 및 국경선획정을 놓고 오랜 기간 분쟁을 겪어 

온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과 간에 벌어졌다. 양국은 산 후안(San Juan) 

강을 경계로 하는 국경선 획정 및 이 강에서의 코스타리카의 항행 

및 관련 권리에 관하여 1858년 스페인어가 유일한 정본인 Treaty of 

Limit (the Jerez-Cañas Treaty)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산 후안 강에서 코스타리카가 가지는 권리와 관련된 이 조약 

제VI조의 해석이었다. 356  동 조는 니카라과가 이 강의 영유권과 

지배권을 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타리카가 “상업적 

목적의 자유항행권”을 영구적으로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이 “con 

objetos de comercio”의 의미에 관하여 니카라과는 이것이 “avec des 

marchandises de commerce” 또는 “with articles of trade”를 의미하므로 

상품의 운반만이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357  관광객 운송과 같은 

서비스는 코스타리카가 보유하는 항행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358  반면 코스타리카는 동 표현이 “à des fins de commerce” 

또는 “for the purposes of commerce”라고 넓게 보아,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적 목적의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359  

문제된 “con objetos de comercio”의 해석에 관하여 ICJ는 이 

용어를 “con objetos de”와 “comercio”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360 

재판소는 “con objetos de comercio”의 올바른 해석은 코스타리카의 

                                            
356 제VI조의 원문은 Ibid., paras. 43-44 참조.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La República de Nicaragua tendrá exclusivamente el dominio y sumo imperio sobre las 

aguas del río de San Juan desde su salida del Lago, hasta su desembocadura en el 

Atlántico; pero la República de Costa Rica tendrá en dichas aguas los derechos perpetuos 

de libre navegación, desde la expresada desembocadura hasta tres millas inglesas antes 

de llegar al Castillo Viejo, con objetos de comercio, ya sea con Nicaragua ó al interior 

de Costa Rica por los ríos de San Carlos ó Sarapiquí, ó cualquiera otra vía prodedente de 

la parte que en la ribera del San Juan se establece corresponder á esta República. (후략) 

(emphasis added) 

영어 번역본은 다음과 같다: 

The Republic of Nicaragua shall have exclusive dominium and imperium over the waters 

of the San Juan River from its origin in the lake to its mouth at the Atlantic Ocean; the 

Republic of Costa Rica shall however have a perpetual right of free navigation on the 

said waters between the mouth of the river and a point located three English miles below 

Castillo Viejo, [con objetos de comercio], whether with Nicaragua or with the interior of 

Costa Rica by the rivers San Carlos or Sarapiquí or any other waterway starting from the 

section of the bank of the San Juan established as belonging to that Republic. (후략) 

(emphasis added) 
357 Ibid., para. 45. 
358 Ibid., para. 58. 
359 Ibid., paras. 45 and 59. 
360 Ibid., para.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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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과 같이 “for the purposes of commerce”라고 판시한 후, 

“commerce”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발전적 해석은 이 지점에 

적용되었다. 니카라과는 “commerce”가 좁게 해석되어야 하는 이유로 

조약 체결시인 1858년에 사람의 운송과 같은 서비스는 그 개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361  그러나 ICJ는 조약 용어는 

당사국 의도를 반영하여 체결 당시의 의미대로 해석되어야 하지만, 

해석시점에 이르러 그 당시 의미와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조차 

이렇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362 또한 동 재판소는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3항(b)의 추후 관행과 발전적 해석을 

구분하였다. 즉 추후 관행은 당사국 간의 묵시적 합의(a tacit 

agreement)를 통한 것으로서 원래의 의도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발전적 해석은 조약 체결시에 당사국들이 특정 용어의 의미 

또는 내용에 변화의 여지를 두어 특히 국제법의 발전 상황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의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363  후자의 경우에는 

해당 용어의 적용이 문제될 때마다 그 때까지의 변화를 고려하는 

것이 당사국들의 의도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364 

결과적으로 동 재판소는 “comercio”가 1858년 조약 체결 시의 

의미대로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니카라과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즉 당사국이 조약에 일반적 용어를 규정하고, 그러한 

조약이 장기 또는 영구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어의 

의미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이 

필연적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해당 부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It is founded on the idea that, where the parties have used generic terms 

in a treaty, the parties necessarily having been aware that the meaning 

of the terms was likely to evolve over time, and where the treaty has 

been entered into for a very long period or is of continuing duration, the 

parties must be presumed, as a general rule to have intended those terms 

to have an evolving meaning (emphasis added).365 

결국 “comercio”는 1)그 용어의 일반성과 2)1858년 조약의 

영구적 성격을 고려하여, 해석시까지의 상업의 발전을 참작하여 

                                            
361 Ibid., para. 58. 
362 Ibid., paras. 63-64. 
363 Ibid., para. 64. 
364 Ibid. 재판소는 이러한 예로 상기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사건을 들었다. Ibid., 

para. 65. 
365 Ibid., para.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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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운송뿐만 아니라 사람의 운송도 포함하는 것으로 의미가 

확정되었다. 366  ICJ는 양국간 영토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려는 이 

조약의 목적을 통하여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였다. 367  따라서 

코스타리카의 항행권은 사람의 운송, 특히 관광객의 운송이라는 

서비스에 대한 권리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 사건은 발전적 해석을 재확인하고 그 구체적 기준을 확립한 

의의가 있다. 즉 1)일반적 용어를 사용하며, 2)장기적 또는 

항구적으로 적용되는 조약 체제인 경우에는 발전적 해석에 대한 

당사국들의 의도가 추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특히 ICJ가 

이러한 발전적 해석이 일반규칙(a general rule)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특별판사 368였던 Guillaume 판사는 “con objetos”의 해석에 관한 

다수의견의 결론에 동의하면서 시간의 흐름이 조약에 미치는 

효과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그는 동시대성의 원칙에 근거한 

해석과 발전적 해석이 모두 나름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ILC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제31조 제3항(c)의 맥락에서도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369  특히 동 의견은 국제법학회(IDI)의 

1975년 결의를 언급하면서 조약이 해석 또는 적용될 당시의 국제법 

체계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즉 정의되지 않고 사용되는 조약 용어의 

경우 이 개념이 기초되던 당시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하는지 또는 

조항의 적용 당시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통상의 해석 수단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70  그 결과 

조약에 나타난 당사국의 공동의 의도(joint intention)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371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에서 조약이 동시대적 

해석 또는 발전적 해석의 의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366 Ibid., paras. 67 and 70. 
367 Ibid., para. 68. 
368 특별판사(Judge ad hoc)은 재판부에 자국 출신 판사가 없는 사건의 당사국에게 판

사 1인을 지명할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ICJ 규정 제31조 제3항 참조. 반드시 

자국민을 임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분쟁의 특별판사였던 Gilbert Guillaume 

는 프랑스 국적으로서 니카라과에 의하여 선임되었다. 코스타리카는 Antônio 

Cançado Trindade를 특별판사로 선임하였으나 그가 재판부에 선임되자 그 이상 특별

판사를 선임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Ibid., para. 4. Judge ad hoc은 특별판사 외에도 

임시판사, 국적재판관 등으로 번역되며, 정규 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재판부

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정인섭, supra note 116, p. 953 참조.  
369 Declaration of Judge ad hoc Guillaume on Navigational and Related Rights, para. 9. 
370 Ibid. 
371 Ibid., para.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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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러한 의도가 주로 추정되고 있음을 적절히 지적하였다. 372 

또한 이 사건에서 그러한 추정이 사용되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였다.373 

반면 Skotnikov 판사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하였지만 

발전적 해석의 이용에는 반대하였다. 즉 SS Wimbledon 사건 판결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심이 있는 경우 주권에 대한 제한은 좁게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항행권 부여에 있어서도 “comercio”를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374  1858년 조약 어디에도 동 용어의 

발전적 해석에 대한 당사국의 의도를 찾을 수 없고, 니카라과가 

자국의 주권에 대한 잠재적 제한을 감수하면서까지 “comercio”의 

체결시 의미(contemporaneous meaning)에서 벗어나는 항행권을 

코스타리카에 부여하였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375  그 결과 Skotnikov 

판사는 이 사건이 발전적 해석이 아니라 추후 관행을 통하여 

해결되었어야 한다고 보았다. 376  그러나 분쟁에서 니카라과가 

명시적으로 “comercio”의 범위에 상품만이 포함된다고 주장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니카라과와 코스타리카가 추후 관행을 통하여 

“comercio”에 사람의 운송도 포함되는 것으로 묵시적 합의를 

이루었다는 본 개별의견의 논리에는 의문이 남는다. 

이외에도 ICJ는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Bosnia-Herzegovina v. Servia and 

Montenegro) 판결 등에서 국가의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조약 용어의 

발전적 해석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377  이 사건에서 Shi 판사 및 

Koroma 판사는 체결 시 당사국의 의도를 중시하되 일정한 경우 법 

체계의 발전을 고려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378 

                                            
372 Ibid., para. 15. 
373 Ibid. 그 근거로는 코스타리카의 항행권은 니카라과의 주권에 대한 예외인데, 이

와 같은 주권에 대한 예외나 제한은 추정될 수 없음을 들었다. 또한 S.S. 

“Wimbledon”, Judgments, 1923, P.C.I.J., Series A, No. 1, p. 24 참조. 다수의견의 논지는 비

록 주권에 대한 제한이 추정될 수 없을지라도 그로부터 당연히 조약의 제한적 해

석을 해야 할 필요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Franziska Isliker, 

“Dispute regarding Navigational and Related Rights Case (Costa Rica v. Nicaragua)”, in R. 

Wolfrum (ed.), The Max Planck Encyclopedia of International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vol. III, p. 167 참조. 
374 Separate Opinion of Judge Skotnikov, paras. 3-4. 
375 Ibid., para. 5. 
376 Ibid., paras. 6-10. 
377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Bosnia-Herzegovina v. Servia and Montenegro), Judgment of 26 February 2007, I.C.J. Report 

2007, p. 43. 
378 Joint Declaration of Judges Shi and Koroma on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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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술적∙법적 발전을 고려한 발전적 해석 

 

일부 판례에서는 일반적 성격의 용어가 아닌 기술적 및 법적 

발전에 대한 고려를 반영하여 발전적 해석이 수행되었다. Gabčíkovo-

Nagymaros Project 사건 379 은 다뉴브 강의 종합개발계획의 시행 및 

중단과 관련하여 헝가리와 슬로바키아(구 체코슬로바키아) 간에 

발생한 분쟁이다. 동 사건은 국가책임법, 국가승계법, 국제환경법 등 

방대한 쟁점이 다루어졌으나 본 논문에서는 발전적 해석과 관련한 

부분을 중점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발전적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앞선 판례들과 달리 조약 용어가 아닌 1977년 부다페스트 조약의 

특정 조항 자체의 발전 여부가 문제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380 

이 사건에서 발전적 해석은 헝가리가 1977년 조약의 종료를 

일방적으로 선언할 권리가 있는가에 관하여 문제되었다. 헝가리는 

1977년 조약을 최근 발전한 국제환경법 규범에 비추어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ICJ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조약 제15, 19 및 

20조의 발전적 성격을 인정하였다. 381  그러나 후발적 이행불능 

원칙이나 사정변경 원칙의 적용이 인정되지 않아 헝가리의 일방적 

종료는 불가하다고 판정되었다. 

본 사건에 있어서는 개별의견을 통하여 발전적 해석에 관한 ICJ 

내부의 이견이 노출되었다. Bedjaoui 판사는 비엔나 협약 제31조에 

의하여 조약의 해석은 체결 시 당사국의 의도에 엄격히 구속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382  또한 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고정적 참조(fixed 

reference)가 유동적 참조(mobile reference)에 비하여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보아 발전적 해석의 적용 가능성을 제한하였다.383 즉 해석을 

통한 조약의 개정 가능성을 경계한 것이다.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para. 2. 
379 Gabčíkovo-Nagymaros Project (Hungary/Slovakia), Judgment, I.C.J. Reports 1997, p. 7.  
380 Ibid., para. 112 참조. 
381 Ibid., paras. 132-147.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T]he Court wishes to point out that newly developed norms of environmental law 

are releva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Treaty and that the parties could, by 

agreement, incorporate them … [in] … the Treaty.  These articles do not contain 

specific obligations of performance but require the parties, in carrying out their 

obligations to ensure that the quality of water in the Danube is not impaired and that 

nature is protected, to take new environmental norms into consideration when 

agreeing upon the means to be specified in the Joint Contractual Plan … 
382 Ibid., Separate Opinion of Bedjaoui, para. 7. 
383 Ibid., para.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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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Weeramantray 판사는 환경문제는 살아 있고 

지속되는 문제(live and continuing concerns)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조약에 있어서는 적용 시점에 유효한 기준이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384  그는 특히 환경권은 곧 인권임을 강조하며 적용 

당시에 이러한 인권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조약을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향후 수십 년간 적용될 조약의 경우 체결시점에 

동결된(frozen) 상태의 규범에 의존해서는 아니 된다고 보았다.385 

다음으로 기술의 발전이 발전적 해석에 고려된 사안으로 Iron 

Rhine Railway 사건 386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일반적 용어가 

아니라 387  철도의 운용 및 성능에 관련된 기술의 발전을 고려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발전적 해석이 문제되었다. 이 사건에서 발전적 

해석은 1839년 분리 조약(1839 Treaty of Separation)의 대상과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중재재판정은 1839년 조약의 대상과 목적은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분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동 조약 제XII조의 대상과 목적은 

벨기에에서 독일로 가는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대상의 항구성과 목적을 고려할 때, 설사 명시적 용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과거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 이상으로 현대의 

상업적 고려 또한 필요하다고 보았다. 388  그 결과 최종적으로 

중재재판정은 본 사건에서 발전적 해석이 보다 선호된다고 보았다. 

해당 부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384  Ibid., Separate Opinion of Vice-President Weeramantry, pp. 114-115. 같은 맥락에서 

Weeramantry 판사는 유럽인권재판소의 Tyrer 사건도 언급하였다. 
385 Ibid., p. 114. 
386 Arbitration regarding the Iron Rhine (“Ijzeren Rijn”) Railway (the Kingdom of Belgium/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Award of the Arbitral Tribunal of 24 May 2005. 
387 Ibid., para. 80. 
388 Ibid., paras. 82-83.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1839 Treaty of Separation was to resolve the many 

difficult problems complicating a stable separation of Belgium and the 

Netherlands: that of Article XII was to provide for transport links from Belgium 

to Germany, across a route designated by the 1842 Boundary Treaty. This object 

was not for a fixed duration and its purpose was ‘commercial communication’. It 

necessarily follows, even in the absence of specific wording, that such works, 

going beyond restoration to previous functionality, as might from time to time be 

necessary or desirable for contemporary commerciality, would remain a 

concomitant of the right of transit that Belgium would be able to request. That 

being so, the entirety of Article XII, with its careful balance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remains in principle applicable to the adaptation and 

modernisation requested by Belg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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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seems that an evolutive interpretation, which would ensure an 

application of the treaty that would be effective in terms of its 

object and purpose, will be preferred to a strict application of the 

inter-temporal rule.389  
 

즉 일정한 경우에는 시제법 이론의 제1요소에 의하여 체결시 

사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보다 발전적 해석이 선호될 수 있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 하에 체결 시 당사국 

의도에 엄격히 구속되기보다는 조약에 드러난 대상과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점차 허용가능해지고 있다.390 

전반적으로 국제 판정례는 체결 시 법체계와 의미에 집중하는 

제한적 해석으로부터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391  유럽인권재판소는 심지어 개별 조약 당사국의 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을 발전적 해석을 통하여 도출하고 있기도 하다. 392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재 발전적 해석이 조약 해석 방법으로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국제재판소 또는 

국제재판정은 여전히 발전적 해석과 정태적 해석을 혼용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더더욱 체결시점에 기초한 조약 문언의 이해와 

체결시점 이후의 변화가 조약 용어의 의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모순되는 명제가 아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393 

기술적 및 법적 발전에 대한 고려를 반영한 발전적 해석은 

최근 기후변화협약 협상 과정에서도 점차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common but differenciated 

responsibility)이라는 용어에 관하여 발전적 해석을 도입하자는 

선진국들의 견해에 개도국들의 반발이 심하다. 

 

III. 소 결 

 

상기 판례들을 통하여 발전적 해석 원칙이 점차 형태를 갖추고 

구체화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국제재판소들은 사안별로 조약 

해석에 관한 유연성을 유지하고 있다. 394  이러한 유연성이 발전적 

                                            
389 Ibid., para. 80. 
390 D. French, supra note 79, p. 299. 
391 Ulf Linderfalk, supra note 55, p. 113. 
392 M. Fitzmaurice, supra note 167, p. 188. 
393 R. Bernhardt, supra note 25, p. 16. 
394 Gilbert Guillaume, “Methods and Practice of Treaty Interpretation”, in G. Sacerdoti et al. 

(ed.), The WTO at Ten: The Contribut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Cam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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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살펴본 판례를 종합해 

보면 ICJ는 발전적 해석에 있어 일관적인 기준을 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CJ가 도입한 기준은 WTO 항소기구에 의하여 

인용되면서 발전적 해석의 일관적인 적용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ICJ는 발전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로서 조약 당사국의 

의도의 존재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395  즉 조약에 일반적 용어를 

사용한 것은 그 해석에 있어 발전적 해석을 의도한 당사국의 

의사로 추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때로는 협약 당사국의 

의사를 뛰어 넘기도 하는 유럽인권재판소의 적극적인 태도와는 

구별되는 양상을 보인다. 

 

 

제 2 절 유럽인권재판소의 발전적 해석 
 

현재 발전적 해석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 및 활용하고 있는 

사법기관은 유럽인권재판소일 것이다. 다수의 학자들은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이유로 유럽인권협약의 특수한(sui generis) 성격을 

지적한다. 396  재판소는 더 높은 수준의 인권 보호를 달성하는 데 

있어 협약 당사국에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397 

유럽인권재판소는 인권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고려하여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전적 해석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다수의 학자들이 유럽인권재판소를 발전적 

해석이 가장 진화된 모습을 보이는 법정으로 꼽고 있다.398 

그러나 발전적 해석이 유럽인권협약 체제 초기부터 널리 

인정되었던 것은 아니다. Fitzmaurice는 Golder 사건에서 제한적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 473. 
395  Ibid., pp. 472-473 에서는 분쟁당사자들의 의도를 중시하는 ICJ의 성향을 분석하

고 있다. 
396 A. Drzemczewski, “The Sui Generis Nature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29 (1980), pp. 54-63; Ernst-Ulrich 

Petersmann, “Do Judges Meet Their Constitutional Obligation to Settle Disputes in Conformity 

with ‘Principles of Justice and International Law’?”, European Journal of Legal Studies, vol. 1, 

no. 2(2007), pp. 9-15; M. Fitzmaurice, supra note 167, p. 188. 
397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recitals 3 and 4 of the Preamble. Ireland v. United 

Kingdom 사건에서 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이 타 협약과는 달리 체약당사국간의 상

호간 약속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양자적∙호혜적 성격을 뛰어 넘는 객

관적 의무(objective obligation)를 창설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집단적 이행

(collective enforcement)한다고 보았다. Application no. 5310/71 (1978), para. 239.  
398 R. Bernhardt, supra note 25,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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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을 주장하며 목적론적 방법론에 근거한 다수 의견을 비판한 바 

있다. 399  그러나 이후의 사건에서 그는 해석시의 법체계에 근거한 

보다 자유로운 해석이 인정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변경하였다.400 이후부터 발전적 해석이 사용될 수 있는 근거가 점차 

강화되어 왔다. 

이하에서는 유럽인권재판소의 발전적 해석을 분석한다. 동 

재판소의 발전적 해석에 관하여서는 이미 다수의 저작이 있다. 40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 재판소에서 활용하는 발전적 해석의 적용 

범위 및 기준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고자 한다. 특히 위 

재판소의 경우 발전적 해석을 도입하면서 드는 근거가 ICJ 및 WTO 

항소기구의 논리와는 차이점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위 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의 대상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때로는 준비문서에서 찾을 수 있는 당사국 동의의 범위를 초월하는 

해석을 도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해석의 근거가 무엇인지 

분석한다. 

 

I. 유럽인권재판소의 발전적 해석과 “Living Instrument” 

이론 

 

발전적 해석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선례는 Tyrer 사건402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영국의 속령(dependent territory)이었던 맨 섬(Isle of 

Man) 당국의 청소년에 대한 태형이 유럽인권협약 제3조 위반인지 

여부였다. 당시 15살이던 Tyrer는 학교 선배를 폭행한 혐의로 

소년법원에서 태형을 선고받았다. 태형은 아버지와 의사의 참관 

하에 실시되었다. Tyrer는 1주일 이상 태형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을 

겪었다.403 그는 태형이 고문,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inhumane or 

degrading)” 대우나 처벌을 금지하고 있는 유럽인권협약 제3조 404에 

                                            
399 Separate Opinion of Judge Sir Gerald Fitzmaurice (Dissenting Part) in Golder v. the United 

Kingdom, infra note 445 참조. 
400 National Union of Belgian Police v. Belgium, Application no. 4464/70, Dissenting Opinion 

of Judge Sir Gerald Fitzmaurice. 
401 supra note 25 참조. 
402 Tyrer v. United Kingdom, Judgment of 25 April 1978, Series A, no. 26 (25 April 1978), para. 

31. 
403 Ibid., paras. 9-10. 
404 원문은 다음과 같다: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torture or to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Ibid., para.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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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된다며 유럽인권위원회(European Commission of Human Rights)에 

통보를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그에게 가해진 처벌이 유럽인권협약 

제3조가 금지하는 굴욕적인(degrading) 처벌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405  이후 위원회는 회원국인 영국의 협약 위반 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재판소에 요청하였다.406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러한 처벌이 협약 제3조상 “굴욕적인 

처벌”에 해당한다는 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재판소는 모든 

처벌은 어느 정도 굴욕적이기에 제3조의 의미상 “굴욕적인” 처벌에 

해당하려면 통상적인 처벌보다 그 모욕이나 굴욕감의 강도가 

높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문제된 사건의 정황∙처벌의 본질과 

문맥∙목적 등을 고려한 결과 이러한 기준이 충족된다고 보았다.407  

또한 재판소는 “degrading”의 해석에 있어 협약이 “현재 상황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하는 살아있는 문서”임을 또한 고려하였다. 408 

당시 태형 제도는 웨일스,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를 포함하여 

영국에서는 대부분 철폐된 상태였으나 상당한 정도의 자치권을 

누리던 맨 섬에서는 특히 폭행죄에 대한 처벌로서 존치되고 있었다. 

맨 섬 당국은 태형이 맨 섬의 여론(public opinion)에 부합하므로 

허용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소는 사람들이 태형 존치를 원한다는 

것이 곧 그러한 처벌이 굴욕적이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409  오히려 굴욕적인 처벌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가 범죄 억지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여 존치를 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410 

이 사건 판결 이후 “살아있는 문서(living instrument)”라는 표현은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에서 발전적 해석의 근거로서 빈번히 등장하기 

시작하였다.411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은 발전적 해석의 전개 과정에 

                                            
405 Ibid., para. 22. 
406 Ibid., para. 2. 
407 Ibid., para. 30. 
408 Ibid., para. 31.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Court also must also recall that the Convention is a living instrument which, as 

the Commission rightly stressed, must be interpreted in the light of present-day 

conditions. In the case now before it the Court cannot but be influenced by the 

developments and commonly accepted standards in the penal policy of the member 

States of the Council of Europe in this field. Indeed, the Attorney-General for the Isle 

of Man mentioned that, for many years, the provisions of Manx legislation 

concerning judicial corporal punishment had been under review.  
409 Ibid. 
410 Ibid. 
411 Loizidou v. Turkey, Application no. 15318/89 (preliminary objections), (1995), para.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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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높은 중요도를 가진다. 재판소는 발전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로서 용어의 일반적 성격이나 유럽인권협약 체제의 항구적 

성격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보다는 스코틀랜드 등 

영국에서 태형 제도가 철폐되고 있는 경향을 고려하였고, 412  협약 

체제 자체의 발전적 성격을 근거로 들었다. 이러한 점에서 

유럽인권재판소가 채택하고 있는 발전적 해석의 경우 당사국의 

관행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유럽인권재판소는 다수의 사례에서 발전적 해석을 

도입하였다. Marcks 사건413에서는 미혼모가 출산한 아이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출생한 아이와 달리 본인의 추가적 입증 또는 법원의 

승인이 있어야만 모자관계를 인정하는 벨기에 민법(Civil Code)이 

문제되었다. 협약 제8조 제1항414 및 제14조415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어머니와 아이로 구성된 가족도 제8조의 의미 상 다른 

형태의 가족과 마찬가지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 

조항은 “합법적으로 출생한 아이”와 “비합법적으로 출생한 아이” 

간에 차별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구별은 출생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협약 제14조에 위반될 것이라고 보았다. 416 

유럽인권협약이 기초되던 1950년에는 이러한 구별이 허용된 바 

있으나, 협약은 현재 상황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하며, 대다수의 

회원국 국내법이 그러한 차별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왔다고 보았다. 417  재판소는 더 나아가 당시 4개국만이 비준한 두 

                                            
Merits and Satisfaction Judgment (1996); 발전적 해석을 허용하지 않은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로는 Banković and Others v. Belgium and Others, Application no. 52207/99, Admissibility 

Decision of 12 December 2001, paras. 17-21, 65, and 75. 참조. 
412 맨 섬 당국 또한 태형 폐지를 지속적으로 고려하여 왔다. 
413 Marcks v. Belgium, Application no. 6833/74 (Judgment of 13 June 1979). 
414 Ibid., para. 29. 제8조 제1항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Everyone has the right to respect for his private and family life, his home and his 

correspondence. 

2. There shall be no interference by a public authority with the exercise of this right 

except such as is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is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public safety or the economic well-being of the 

country, for the prevention of disorder or crime, for the protection of health or morals, 

or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415 Ibid., para. 32. 제14조 규정은 다음과 같다: 

The enjoyment of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in this Convention shall be secured 

without discrimination on any ground such as sex, race, colour,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association with a national minority,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416 Ibid., para. 31. 
417 Ibid., para. 41. 이 과정에서 재판소는 Tyrer 사건 판결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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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협약418을 “공동으로 수락된 기준(commonly accepted standard)”의 

근거로 들었다. 419  이 두 협약을 통하여 재판소가 나타내고자 한 

것은 유럽 현대 사회 전반의 인식의 변화이다. 

이 사건에서의 발전적 해석 역시 협약 당사국이 발전시켜 온 

관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당시 미발효 

상태의 국제 협약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공동의 지속적인 관행에 

근거함으로써 이러한 해석의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420 

Dudgeon 사건 421  역시 발전적 해석을 다루었다. 이 사건에서는 

남성 간 동성애를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 

북아일랜드(Northern Island) 법률이 협약 제8조 422  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되었다. 재판소는 문제된 법률이 협약 제8조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423  당사국 대다수가 국내법상 

성인 간 합의된 동성애에 대한 형사처벌을 철폐하는 추세에 있으며, 

북아일랜드 역시 이에 대하여는 처벌을 자제하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다. 424  재판소는 이러한 해석이 처벌규정이 도입되던 당시보다 

더 나은(better) 이해와 관용적 태도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았다.425 즉 

유럽인권재판소의 발전적 해석은 단순히 체결 당시와 “다른” 결과를 

도출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협약상 보호되는 권리의 발전과 

연관되어야 한다. 426  이러한 판단은 가치평가를 수반하는 추상적인 

기준으로 보이나, 발전적 해석에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이 외에도 Pretty 사건427 , Johnston and others 

                                            
418  모자관계의 설정에 관한 브뤼셀 협약(Brussels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Maternal Affiliation of Natural Children, 1962년 채택) 및 혼외 아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유럽협약(the European Convention on the Legal Status of Children Born out of Wedlock, 1975

년 채택). Ibid. 
419 Ibid. 
420 G. Letsas, supra note 401, p. 77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발전적 해석의 결정적 요소

는 몇몇 당사국의 국내법 상황이 아니라 위 두 국제 협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당

사국 일반의 태도이다. 즉 유럽에서 진화 중인 사생아에 대한 태도와 신념에 보조

를 맞추어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421 Dudgeon v. United Kingdom, Application no. 7525/76 (Judgment of 22 October 1981). 
422 Ibid., para. 38. 
423  주요한 법리는 구체적으로 기소의 사실이 없다 하여도 기소와 처벌의 위험이 

따르는 것은 사생활을 존중받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Ibid., para. 41. 
424 Ibid., para. 60. 
425 Ibid. 
426 G. Letsas, supra note 401, p. 79. 
427 Case of Pretty v. the United Kingdom, Application no. 2346/02, para.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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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428, Ferrazzini v. Italy 사건429, Soering v. the United Kingdom430 사건, 

Matthews v. the United Kingdom 사건431 및 Loizidou v. Turkey 사건432 등 

에서 협약을 발전적으로 해석하였다. 발전적 해석을 이용한 동 

재판소의 판결은 현대 국제인권법의 발전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433 

 

II. 당사국 의도에 반하는 발전적 해석 

 

위의 검토를 통하여 유럽인권재판소의 발전적 해석 기준이 

ICJ와 다소간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위 재판소는 발전적 해석을 

활용함에 있어 협약 회원국들의 관행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러한 관행에는 국내 입법, 조약 가입 등이 포함된다. 이는 더 

                                            
428 Johnston and Others v. Ireland, Application no. 9697/82, para. 53(conception of marriage). 
429 Ferrazzini v. Italy, Application no. 44759/98, Judgment of 12 July 2001, paras. 26-28. 이 

사건은 유럽인권협약 제6조 제1항의 “민사(civil)”라는 용어의 해석에 있어 협약 

채택 후 50여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회원국들의 공법과 사법의 구분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였음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국내법상 공법 절차로 분류된 절차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결정적인 것인 경우에는 제6조 제1항의 민사 

개념에 포함되며, 반대로 피선거권과 같이 개인의 권리라 하더라도 그 성격상 

반드시 민사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430 Case of Soering v. the United Kingdom, supra note 219, para. 102. 이 사건은 미국 버지

니아에서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한 후 영국으로 도망한 독일인의 범죄인인도와 

관련된 사건이다. 즉 사형 그 자체가 아니라 사형을 허용하고 있는 미국 버지니아

로 인도되는 것이 고문,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inhumane or degrading)” 대우나 

처벌을 금지하고 있는 협약 제3조 위반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다. 재판소는 문

제된 용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변화하고 있는 서유럽의 사형기준 및 인식이 고려

되어야 한다는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의 의견을 받아들여 Tyrer 사건 

판결을 인용하였다(para. 102). 그 결과 당사국의 평시 사형 폐지 현황을 고려하여 

사형을 받을 개연성이 높은 국가로 인도되는 것은 제3조의 위반을 구성할 것이라

고 판결하였다. 범죄인인도 쟁점과 관련된 판결 부분에 대해서는 정인섭, supra note 

116, pp. 892-894 참조. 
431 Matthews v. the United Kingdom, Application no. 24833/94. 이 사건에서는 지브롤터

(Gibraltar) 시민의 유럽의회선거권과 관련하여 협약 제1의정서 제3조(right to free 

elections) 침해여부가 문제되었다. 재판소는 동조상의 “입법부(the legislature)”의 범위

에 유럽의회가 포함되는가 여부와 관련하여, 유럽의회와 같은 기관이 유럽인권협약 

체결 당시 예견된 것이 아니었을지라도 협약과 같은 국제 조약이 체약당사국의 공

동의 헌법 및 의회 구조를 구성하는 이상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para. 39). 

즉 당사국의 의사 부재가 발전적 해석 도입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432 Case of Loizidou v. Turkey, (decision on the preliminary objections), supra note 411, paras. 

70-71. 본 사건에서는 발전적 해석이 협약의 실체 조항의 해석뿐만 아니라 제25조 

및 제46조와 같이 집행과 관련된 조항의 해석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발전적 해석의 적용범위를 절차 조항에까지 확대한 의의가 있다; Alastair 

Mowbray, “The Creativity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Law Review, 

vol. 5 (2005), pp. 57-79. 
433 정인섭 외, p. 451(Case of Soering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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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인권 보호 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침을 제공한다는 

재판소의 목적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특히 일부 사건에서 재판소는 

체약당사국들의 체결시의 의사 및 동의의 범위도 뛰어넘는 

진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Young, James and Webster 사건 434에서는 영국 등 일부 국가가 

소위 “closed shop” 관행을 이유로 소극적 결사의 자유(negative 

freedom of association)를 협약에 규정하지 않기로 의도한 기록이 준비 

문서에 명시적으로 존재함에도 협약 제11조로부터 그러한 권리가 

도출된다고 보았다. 435  즉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권리가 협약 

규정에서 의도적으로 누락되어 있다고 해도, 노조 가입에 대한 

강압이 제11조의 의도와 양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반대 해석에 대한 반대 해석으로 보이는 이러한 논리에 따라 

재판소는 협약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자유의 핵심(substance)을 

부당하게 간섭한 영국 정부의 협약 위반을 인정하였다.436 

이 사건 판결은 준비문서의 2차적∙부수적 성격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약 규정의 본질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조약 창설 주체인 

당사국의 동의의 범위마저도 초월할 수 있는 유럽인권재판소의 

진보적 특성을 드러내었다. 이는 국제 재판소가 가질 수 있는 해석 

권한의 정점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 있는 사법 적극주의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지역인권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겠지만, 인권이라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목표가 발전적 

해석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34 Case of Young, James and Webster v. The United Kingdom, Application no. 7601/76; 7806/77, 

para. 51. 
435 Ibid., para. 52. 
436 Ibid., para. 55. 이러한 다수 의견에 대하여 Sørensen, Thór Vilhjálmsson 및 Lagergren 

판사는 이 사건의 쟁점은 결사의 자유의 본질 무엇인지 여부가 아니라 소극적 결

사의 자유가 협약 제11조에서 보장되고 있는 권리의 핵심인지 여부라며 반대의견

을 제시하였다.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에서는 당사국들이 제외하기로 결정한 소극적 

결사의 자유를 제11조에서 보호하는 권리로 끌어 오는 데 어떠한 해석 원칙도 사

용하지 않았다며 다수의견이 국내법에 유보된 사항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Dissenting Opinion of Mr. Sørensen, joined by Mr. Thór Vilhjálmsson and 

Mr. Lagergren, para.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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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발전적 해석의 한계에 대한 시사: Golder v. The United 
Kingdom 

 

Golder v. the United Kingdom 사건 437은 발전적 해석을 도입하여 

유럽인권협약을 해석한 판례는 아니다. 그러나 이 판례에서는 

목적론적 해석과 이에 대한 의사주의 해석의 반박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이 판례는 발전적 해석의 한계에 대하여도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유럽인권협약 제6조 제1항 438 이 사법 

접근권(right of access to the courts)을 포함하는지 여부였다. 이 조항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적이고 공평한 재판소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다. 그러나 사법 접근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439 

청구인은 강도죄로 복역중인 죄수였는데, 감옥 내에서 발생한 

소요 사태에서 간수를 폭행한 것으로 지목되었다. 다행히 목격자 

증언이 있어 혐의에서는 벗어나게 되었지만 가석방이 취소될 

위기에 처하였다. 이에 간수를 상대로 명예 훼손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으나 변호사 접견을 거부당하였고, 이에 청구를 제기하였다. 440 

영국은 협약에 사법 접근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Golder가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제6조 제1항은 일단 

재판을 받는 사람은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재판을 항상 받게 해 줄 의무가 체약국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였다. 영국 정부는 접근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협약 제5조 제4항 및 제13조와 제6조를 비교하면서 이러한 

권리를 제6조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당사국의 의도에 기반한 

                                            
437 Golder v. the United Kingdom, Application no. 4451/70 (1975). 
438 Ibid., para. 24. 제6조 제1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In the determination of his civil rights and obligations or of any criminal charge 

against him, everyone is entitled to a fair and public hearing within a reasonable time 

by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tribunal established by law. Judgment shall be 

pronounced publicly but the press and public may be excluded from all or part of the 

trial in the interests of morals, public order or national security in a democratic society, 

where the interests of juveniles or the protection of the private life of the parties so 

require, or to the extent strictly necessary in the opinion of the court in special 

circumstances where publicity would prejudice the interests of justice.  
439 Ibid., para. 28. 
440 Ibid., paras.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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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주장하였다.441 

다수 의견은 당시 미발효 상태이던 비엔나 협약 제31조가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한 것이라 보았다. 442  이를 적용하여 해석한 

결과 재판소는 협약 제6조 제1항이 접근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러한 권리가 내재해 있는(inherent in)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443 이 과정에서 특히 다수 의견은 대상과 

목적 및 문맥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문(前文)을 검토한 결과 

민사 문제(civil matter)에 있어 접근권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444 

이러한 결론에 대하여 G. Fitzmaurice는 의사주의에 의거하여 

비판을 전개하였다. 즉 개인에게 사법 접근권을 부여할 의도였다면 

그러한 권리를 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을 것인데, 다수의견이 

이에 대한 고려 없이 협약의 대상과 “목적만을” 고려하고 특히 

준비문서 검토 없이 해석을 도출하였다는 것이다. 445  당사국이 

실제로 부담하려 하지 않은 의무를 해석에 의하여 창출한 것이 

맞다면 이는 당사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446  이는 

궁극적으로는 당사국의 이탈을 초래하고 조약 체제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조약의 

대상과 목적의 달성에만 집중하면 협약 체제의 법적 확실성(legal 

certainty) 447 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 반대 의견은 발전적 해석의 

한계점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448 

 

IV. 소 결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 지역의 인권 문제에 대하여만 관할권을 

가진다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재판소 

판례는 발전적 해석에 대한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441 Ibid., para. 33. 
442 Ibid., para. 29. 
443 Ibid., paras. 32-36.  
444 Ibid., para. 34. 
445 Separate Opinion of Judge Sir Gerald Fitzmaurice (Dissenting Part), paras. 23-28. 다수 의

견은 당시 아직 발효하지 않은 비엔나 협약 제31-33조에 따라 본 사건을 분석한다

고 하였다(para. 29). 이는 Fitzmaurice가 보기에는 목적주의 접근법에 지나지 않았다. 
446 G. Letsas, supra note 401, p. 74. 
447 Ibid., p. 64. 
448 Sinclair 역시 같은 의사주의 관점에서 다수 의견을 극단적인 목적론적 접근법이

라고 보아 비판을 가하였다. I. Sinclair, supra note 19, pp. 13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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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적 해석의 방향과 이러한 해석이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협약을 “살아있는 문서”로 파악하여 해석이 

문제된 현재의 상황에 적응력 높은 발전적 해석을 도출하여 내고 

있다. 재판소는 이러한 해석에 있어 회원국들의 관행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이외에도 회원국들의 공동의 바람(common 

desire)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기판단의 여지 이론(the 

doctrine of margin of appreciation) 등 다양한 해석이론을 도입하고 

있다.449 이들 이론은 1950년에 체결된 유럽인권협약 체제가 유지 및 

발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고 있다. 인권의 보편적인 성격상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는 타 인권체제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타 국제재판소의 해석과도 연결되면서 해석 

규칙의 적용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450  ILC 역시 발전적 

해석의 효과에 관하여 유럽인권재판소 및 ICJ의 판례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451 

 

 

                                            
449 이에 대해서는 A. Legg, supra note 401 참조. 
450 Ibid., pp. 103-115; Antônio Augusto Cançado Trindade, “The Developing Case Law of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Law Review, vol. 3 (2003), p. 15; 홍성

필, “유럽의 인권보호체제”, 박덕영 외 14인 공저, 『 EU법강의』  (서울: 박영사, 

2010), p. 273. 
451 J. Crawford, supra note 161, p.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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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국제통상법상 발전적 해석의 역할 

 

제 1 절 국제통상법상 발전적 해석의 의의 및 필요성 
 

WTO 패널 및 항소기구는 대상협정 해석 시 엄격한 문언주의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452  이렇게 제한적이고 엄격한 입장을 택한 

결과 WTO 체제는 목적론에 기반을 둔 발전적 해석의 도입에는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WTO 판정례에서는 발전적 해석이 사용되는 예가 매우 드물다. 

그러나 발전적 해석은 WTO 협정의 해석에 관하여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첫째, WTO 체제의 경우 발전적 해석에 

적합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 453  둘째, WTO협정은 1995년에 

체결되었으며, 현재까지 국제경제체제를 둘러싼 많은 변화가 있으나 

일정 측면에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앞으로도 당분간 WTO 협정의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54 

이러한 상황에서 발전적 해석은 WTO 대상협정의 현실 적응성을 

높임으로써 국제경제체제의 존속과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WTO 협정 개정에는 중국의 부상으로 대변되는 국제사회의 

역학관계가 중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해결에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비스협정이나 지적재산권협정과 같이 WTO 체제에서 

최초 도입된 협정을 제외한 다수의 실체조항이 1994년 이전 시점에 

머물러 있다. GATT 1994 제II조 제7항에 의하여 협정의 불가분의 

                                            
452 G. Abi-Saab, supra note 77, p. 461; ILC Report of the Sixty-third Session (2011), A/66/10, 

supra note 153, pp. 281-282; WTO Appellate Body Report, Brazil – Export Financing 

Programme for Aircraft, recourse by Canada to Article 21.5 of the DSU, WT/DS46/AB/RW, 21 

July 2000, para. 45. 
453 R. Bernhardt, supra note 25, p. 24-25. 
454 “Azevedo: Concerted effort by members needed to address WTO’s impasse”, available at 

http://www.wto.org/english/news_e/spra_e/spra36_e.htm (2014년 12월 18일 최종검색). 도

하 라운드는 2001년 시작된 이후 2008년 “July Package”의 타결 실패로 협상 중단이 

선언되었다가 재개되었다. 그러나 도하 라운드는 앞으로도 당분간 타결이 요원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러한 원인 중 가장 주요한 것은 미∙중 간의 입장 차이

이다. 지난 2013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9차 각료회의(the 9th Ministerial 

Conference)에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목적의 무역원활화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을 만들기로 합의되고 동 성문화 작업이 11월 27일 타결되면서 물꼬가 

트이고 있지만, 앞으로도 도하 라운드의 타결은 매우 험난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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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an integral part)로 인정되는 양허표(Schedule)도 마찬가지이다.455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속도는 점증하는데도 이러한 국제 

교역을 규율하여야 할 WTO 대상협정은 1994년 혹은 그 이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협정과 현실의 불일치는 당사국의 남용 또는 

분쟁의 소지를 초래하게 된다. 이미 미국이나 EU 등 강대국은 

다양한 형태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s: “FTAs”) 또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을 체결하여 다자 무역 

체제로부터의 이탈을 시도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회원국에게 더 엄격한 의무를 지우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러한 협정과 WTO 협정 상 의무 간의 조화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체제의 균열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WTO 체제는 국제교역체제를 관장하는 유일한 다자 체제로서 

중요성을 가진다. FTA와 같은 지역주의의 발흥에도 불구하고 

국제교역을 규율하는 WTO의 중요도는 여전히 높다. 456  이러한 

상황에서 WTO 협정에 대한 발전적 해석은 분쟁해결 및 체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국제통상법 체제의 

특성상 차후에는 그 필요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WTO는 국가들이 체결한 협약에 의하여 탄생한 대표적인 국제 

기구 중 하나로서 국제법의 주체이며, 457  그 성립∙존속 및 소멸이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458  또한 WTO협정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은 국제관습법이자 비엔나 협약 제26조에 성문화되어 있는 “pacta 

sunt servanda” 원칙이다. 따라서 WTO는 일반국제법과 괴리되어 

존재하는 분야가 아니다. 459  WTO 체제를 분석함에 있어서도 전체 

                                            
455 WTO Appellate Body Report, EC – Certain Computer Equipment, para. 84. 
456  이러한 WTO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현재에도 WTO 체제에 편입되고자 하는 국

가들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 가입 조건이 수락된 국가는 세이셸

(Seychelles)로서, 2014년 10월 17일 가입협상이 타결되었다. 동년 12월에 열리는 일

반이사회에서 기존 회원국의 공식 동의를 거쳐 WTO 가입국이 된다. WTO 2014 

News Items, 17 October 2014, “Seychelles’ membership terms agreed – next stop: General 

Council”, http://www.wto.org/english/news_e/news14_e/acc_syc_17oct14_e.htm (2014년 12

월 18일 최종검색). 
457 D. McRae, “The Place of the WTO in the International System,” in D. Bethlehem et al. (ed.), 

The Oxford Handbook of International Trade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p. 

56-61. 
458 Francesco Francioni, “WTO law in context: the integr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law in the dispute settlement process”, in G. Sacerdoti et al. (ed.), The WTO at 

Ten: The Contribut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p. 143-154, p. 144. 
459 D. Steger, supra note 248, p.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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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체제와의 통합적인 시각이 유지되어야 한다. 아래에서 

살펴보게 될 바와 같이 WTO 패널 및 항소기구는 WTO 체제 또한 

국제법의 테두리 내에 위치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오고 있다. 460 

일정 측면에서 WTO체제가 소위 “자기 완비적 체제(self-contained 

regime)”461라는 주장이 있고 이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는 어떠한 체제도 완전히 자기완비적일 수 없고, 462 

국제법의 통합적인 맥락 하에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비엔나 

협약의 해석규칙은 WTO 체제의 자기 완비적 성격과 무관히 

적용되고 있다. 또한 패널 및 항소기구 판정은 국제 조약의 해석에 

여러 가지 유의미한 공헌을 하고 있다. 463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기된 분쟁 건수는 2015년 1월 3일 현재 488건이다. 464  이는 보다 

장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ICJ 분쟁 건수에 비하여 세 배 이상 

                                            
460 WTO Appellate Body Report, Unites States – Standards for Reformulated and Conventional 

Gasoline, WT/DS2/AB/R, 29 April 1996, p. 17 참조. 
461 자기 완비적 체제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은 김대순, supra note 1, pp. 801-812 참조. 
462  엄격한 의미에서의 자기 완비적 체제란 조약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외부 

규칙의 도움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체제를 의미한다. WTO DSU 제3.2조에 

따르면 WTO 패널 및 항소기구는 대상협정(covered agreements)의 해석에 있어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례적인 규칙에 따라야 한다. 항소기구는 이러한 

해석규칙이 비엔나 협약 제31조 내지 제33조에 법전화되어 있는 해석규칙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정한 바 있다. WTO Appellate Body Report, Unites States – 

Standards for Reformulated and Conventional Gasoline, WT/DS2/AB/R, 29 April 1996, p. 17. 

Masushita et al. 은 위 판정을 근거로 엄격한 의미에서의 WTO 체제의 자기완비적 

성격을 부정하고 있다. M. Matsushita et al., supra note 30, p. 76. 다만 WTO 항소기구는 

US – Hot-Rolled Steel 사건 판정에서 비엔나 협약 제31조 및 제32조가 어떠한 조약의 

해석에도 적용된다고 하면서도 각주 40에서 조약의 일부 당사국들이 합의를 

통하여 이 규칙에서 빠져 나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WTO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 – Anti-Dumping Measures on Certain Hot-Rolled Steel Products from Japan, 

WT/DS184/AB/R, 24 July 2001, para. 60. 해석수단으로서의 당사국간 합의를 통한 

조약의 사실상 변경 및 조약 의무로부터의 이탈에 관하여는 Dispute regarding 

Navigational and Related Rights (Costa Rica v. Nicaragua), Judgment, I.C.J. Reports 2009, p. 

213, para. 64; O. Dörr et al., supra note 43, p. 523, para. 4 및 p. 553, para. 74 참조. 추후 

관행과 개정의 구분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R. Gardiner, supra note 36, pp. 243-245; A. 

Aust, supra note 48, p. 212, 214 및 215 각각 참조; 또한 Legal Consequences for States of 

the Continued Presence of South Africa in Namibia (South West Africa) notwithstand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76,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71, p. 16, para. 22 및 YBILC 

(1966), vol. 2, supra note 39, p. 89, para. 7 참조; “Fragmentation Report”, supra note 52, pp. 

99-101, paras. 191-194; “Conclusions on the Fragmentation” (2006), supra note 52, paras. (11)-

(16) 각각 참조. 
463 Georg Nolte, “Subsequent Practice as a Means of WTO Interpretation”, in Enzo Cannizzaro 

(ed.), The Law of Treaties beyond the Vienna Conven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p. 138-144, p. 140 참조. 
464  http://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status_e.htm 참조 (2015년 1월 3일 

최종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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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치이다. 465  분쟁해결기구가 활발히 이용되고 분쟁 주제도 

다양화되면서, 패널 및 항소기구는 조약의 해석에 관련하여서도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 

그리고 DSU 제3.2조를 매개로 WTO법 해석 시 적용되는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례적인 규칙 역시 이 체제가 국제법의 

일관된 흐름 속에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466  WTO 체제의 

자기완비적 성격을 강력히 옹호하는 학자들도 해석 관련 국제법 

규칙에 있어서는 WTO가 완전히 고립되어 존재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467  본 논문에서는 앞으로의 논의에 있어 전체 

일반국제법 체계와의 일관성 및 국제법 각 분야 간의 상호작용에 

유념하면서 WTO 협정을 분석한다. 

 

 

제 2 절 도입 메커니즘: DSU 제3.2조 
 

I. DSU 제3.2조의 의의 

 

발전적 해석이 WTO 대상협정의 해석에 사용되는 통로는 DSU 

제3.2조이다. DSU 제3.2조 468 는 패널 및 항소기구가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례적인 규칙”에 따라 대상협정을 명확히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469  그리고 항소기구는 이러한 해석에 관한 

관습규칙이 비엔나 협약 제31조-제33조를 의미한다고 반복적으로 

판정하였다. 470  따라서 이들 조항은 DSU 제3.2조를 매개로 WTO 

                                            
465  ICJ 사무국에 의하면 1947년 5월 22일부터 2015년 1월 3일까지 161 개 사건이 

개시되었다. http://www.icj-cij.org/docket/index.php?p1=3 참조 (2015년 1월 3일 최종검

색). 
466 supra note 50 참조. 
467 F. Francioni, supra note 458, p. 146 참조. 
468 원문은 infra note 504 참조. 
469  DSU 제3.2조의 문안이 당시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었던 “비엔나 협

약 제31조-제33조에 따라”가 아니라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례적인 규칙”으로 

성안된 것은 WTO 체약당사국 중 비엔나 협약 가입국이 아닌 국가 또는 지역이 있

기 때문이다. 즉 미국과 같이 비엔나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서부터 홍콩, 마

카오와 같이 독자적 관세영역이기 때문에 WTO에는 별도로 가입할 수 있으나 국가

가 아닌 관계로 비엔나 협약에 가입할 수 없는 당사국이 있기 때문이다. I. Van 

Damme, supra note 306, p. 22 참조. 
470 제31조에 관한 확인은 WTO Appellate Body Report, US – Gasoline, pp. 16-17 참조; 제

32조에 관한 확인은 WTO Appellate Body Report, Japan – Alcoholic Beverages II, p. 104 참

조; 제33조에 대한 확인은 WTO Appellate Body Report, US – Softwood Lumber IV, para.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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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협정의 해석에 적용된다.  

물론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선례구속원칙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471  그러나 항소기구 판정의 경우 

회원국들에게 “정당한 기대(legitimate expectations)”를 가지게 하기 

때문에 그 사실상의 구속력이 많은 사례에서 존중되고 있다. 472 

따라서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례적인 규칙”이 비엔나 협약 

제31조-제33조에 법전화되어 있으며 대상협정의 해석에 적용된다는 

것은 오늘날 확고히 자리잡고 있는 제3.2조의 해석이다. 다만,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례적인 규칙이 이들 규정을 의미한다는 

것은 WTO 대상협정의 해석에 있어 하나의 출발점에 불과하다. 473 

즉 패널 및 항소기구는 이들 조항에 규정된 규칙 외에 이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해석원칙도 사용하고 있다.474 

발전적 해석이 대상협정의 해석에 보다 체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려면 이러한 해석이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례적인 규칙, 

특히 비엔나 협약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고 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WTO 패널 및 항소기구는 여러 판정에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한 바 

있다. 이하에서는 WTO 대상협정의 해석에 있어 발전적 해석 

방식의 적용 근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발전적 해석의 적용가능성 확인 

 

WTO 협정의 해석에 관한 저작 중에서는 발전적 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거나, 허용된다고 간주하더라도 그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고 있는 견해가 있다. 475  따라서 이하에서는 

                                            
및 WTO Appellate Body Report, Chile – Price Band System, para. 271 참조. 
471 I. Van Damme, supra note 306, p. 23. 이러한 선례구속원칙의 원칙적 부인은 DSU 제

1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472 WTO Appellate Body Report, Japan – Alcoholic Beverages II, p. 108; WTO Appellate Body 

Report, US – Shrimp (Article 21.5 – Malaysia), para. 109; WTO Appellate Body Report, US – 

Oil Country Tubular Goods Sunset Reviews, para. 188; WTO Appellate Body Report, US – 

Stainless Steel (Mexico), para. 158; WTO Appellate Body Report, US – Continued Zeroing, para. 

312. 특히 WTO 반덤핑협정상 제로잉 관행에 대한 항소기구의 최종적인 언급 및 

이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이재민, “최근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확인된 국제법 

기본원칙 및 법리”, 『국제법학회논총』 제55권 제4호(2011), pp. 196-199 참조. 
473 G. Abi-Saab, supra note 77, p. 460. 
474  예를 들어 효과적 해석 원칙(제2장 참조)이 있다. WTO 패널 및 항소기구는 동 

원칙을 제3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신의 성실한 해석 원칙에서 추론하고 있다. 
475 예를 들어 Peter Van den Bossche and Werner Zdouc, The Law and Policy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ext, Cases and Materials, 3rd ed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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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적 해석이 WTO 협정의 해석에 사용될 수 있는 근거를 보다 

정확히 하고자 한다. 

우선, 비엔나 협약은 비엔나 협약의 목적상 조약에만 

적용된다. 476  WTO협정은 국제법 주체인 국가 간의 교섭과 합의의 

결과 서면으로 체결되었다. WTO협정 설립문서, 상품무역에 관한 

부속서 1A, 서비스무역에 관한 부속서 1B, 그리고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부속서 1C에 쓰인 “Agreement”라는 명칭 또한 

법적 구속력 있는 정식의 조약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WTO협정은 

비엔나 협약의 목적상 조약에 해당한다. WTO협정은 특히 당사국이 

그 지속적인 이행 및 협정 체제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그 준수를 

끊임없이 재확인하는 계속적 성격의 조약이다.477 

조약의 대상과 목적이란 조약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를 찾는 것은 일종의 변증법적인 과정으로서 조약의 

개별 조항들과 조약 전체 간에 균형을 이루는 공통의 목표를 

찾아내는 것이다. 478  대상과 목적은 일반적으로 협정 전문에서 찾게 

된다. WTO협정의 경우 설립협정의 전문에서 협정의 목적을 

기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들이 발전적 해석에 고려된다. 479 

협정을 발전적으로 해석할 것을 의도하는 당사국의 의도(inter-

temporal renvoi)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조항은 찾기 어렵다. 이러한 

의도는 판례에 의하면 일반적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추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480 

                                            
Press, 2013), pp. 184-185 에서는 발전적 해석이 WTO협정의 해석에 있어 단지 “배제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경화, supra note 53, pp. 134-135에서는 발전적 해석

이 WTO협정 해석에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476 비엔나 협약 제2조 제1항(a) 참조. 원문은 다음과 같다: 

1. 이 협약의 목적상 (a) 조약이라 함은 단일의 문서에 또는 2 또는 그 이상

의 관련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징의 명칭에 관계

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한다.” 
477 Seminar paper of Joost Pauwelyn, “The Nature of WTO Obligations”, Jean Monnet Working 

Paper 1/02, NYU School of Law, Jean Monnet Center, p. 37, M. Fitzmaurice, “Dynamic 

(evolutive) Interpretation of Treaties (Part I)”, Hague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22 

(2009), p. 8에서 재인용. 
478  이러한 과정에서 해석자는 때로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찾기 위하여 조약 전문 

등 문언을 해당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보아야 하는 순환론에 직면할 수도 

있다. D. S. Jonas et al., supra note 144, pp. 581-582. 
479 J. Pauwelyn은 한 걸음 더 나아가 WTO협정의 대상과 목적이 협정의 기초자들의 

주관적인 의사로부터 떨어져 나와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도 

있다. Supra note 477, p. 36. 
480 J. Pauwelyn, supra note 165, p. 267. 또한 WTO 항소기구는 자신의 판정을 정당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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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비엔나 협약 제31조 내지 제33조에 법전화된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례적인 규칙”은 WTO DSU 제3.2조를 

매개로 WTO 협정의 해석에 적용된다. 앞서 검토하였듯이 발전적 

해석은 비엔나 협약 제3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 조의 올바른 

적용을 구성한다. 481  그렇기에 이는 DSU 제3.2조 및 제19.2조가 

부과하고 있는 패널 및 항소기구의 의무에도 부합한다. 그리고 

발전적 해석은 일방 당사국의 기대에 기초하는 정당한 기대 

이론(legitimate expectation) 482 과는 달리 잠재적으로 조약 문언에서 

벗어날 남용 가능성도 매우 낮다. 당사국의 “공동의 기대”와 

관련되며 WTO협정의 대상과 목적 및 신의 성실 원칙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통상법 체제에서 

국가들에게 규범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존속가능하고 

항구적인(viable and durable) 다자간 무역체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목적으로 하는 WTO 체제의 특성상 WTO 대상협정의 해석에 

있어서는 발전적 해석이 오히려 원칙으로서 적용될 수도 있다. 483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인권재판소 역시 이러한 특성을 발전적 

해석의 근거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이에 의하면 동시대성에 기초한 

해석이 오히려 예외로서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제 3 절 항소기구의 발전적 해석과 비판적 검토 
 

이제 앞서의 논의를 토대로 WTO 패널 및 항소기구 판정례에 

나타난 발전적 해석을 분석한다. 패널 및 항소기구는 대상협정을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례적인 규칙484에 따라 해석하며, 이러한 

규칙은 비엔나 협약 제31조 내지 제33조에 법전화되어 있다고 

본다.485 그러나 이들은 제31조에 규정된 여러 원칙 중에서도 제1항, 

                                            
는 정도를 결정하는 일정한 재량을 가진다. I. Van Damme, supra note 306, p. 72. 
481 J. Crawford, supra note 161, p. 249; “Fragmentation Report”, supra note 52, para. 478 (a);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The Right to Information on Consular Assistance in the 

Framework of the Guarantees of the Due Process of Law, Advisory Opinion OC-16/99 (October 

1, 1999), para. 114. 
482 I. Van Damme, supra note 306, pp. 65-68. 
483 J. Pauwelyn, supra note 165, p. 268;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전문 참조. 
484 DSU 제3.2조; WTO Appellate Body Report, Unites States – Standards for Reformulated 

and Conventional Gasoline, WT/DS2/AB/R, 29 April 1996, p. 17. 
485 전 WTO 사무총장 Pascal Lamy는 이러한 언급은 WTO체제를 국제법 체제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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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엄격한 문언주의에 근거한 해석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486 최근 US – Gambling 등 사건에서 엄격한 문언주의 및 

사전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탈피하려는 시도를 보였다고 

평가되나, 487  이러한 경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488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WTO협정의 대상과 목적을 해석에 

반영하는 목적론적 접근에 의존한 사례는 그 빈도가 높지 않다. 그 

결과 발전적 해석을 도입하여 대상협정을 해석한 사례는 여타 

국제재판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다.  2014년 12월 29일 현재까지 

개시된 사건 수는 총 486건인 489  데 비하여 발전적 해석의 개념을 

언급한 항소기구 판정례는 매우 소수이다. 물론 China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와 같은 사건에서 패널에 의하여 발전적 해석의 

개념이 시사된 바 있다.490 그러나 이러한 쟁점이 항소기구에 의하여 

심리되지 못하면서 불명확한 부분을 남기고 있다. 또한 EC – IT 

Products 사건 패널은 발전적 해석을 각주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으나, 해당 사건에서 발전적 해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491 

그러나 WTO 체제에서는 발전적 해석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제기된다. 향후 분쟁에 있어 발전적 해석의 필요성 또는 적용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패널 및 

항소기구의 법리 또한 보다 구체성을 갖추어 나갈 것으로 평가된다. 

                                            
부로 인식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본다. P. Lamy, “The Place of the WTO and its 

Law in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7, Issue 5 

(2006), p. 979; D. French, supra note 79, p. 293; 또한 G. Abi-Saab, supra note 77, pp. 462-463. 
486 R. Gardiner, supra note 66, p. 481; G. Abi-Saab, supra note 77, pp. 461-462. WTO 항소기

구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Abi-Saab는 이것이 국제경제라는 특수한 체제의 관리

(management)를 담당하고 있는 항소기구가 발전시켜온 사법 정책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많은 사례에서 대상과 목적이 협정 해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 본다. 
487 WTO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 – Measures Affecting the Cross-Border Supply 

of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 WT/DS285/AB/R, para. 166. 항소기구는 사전의 사용이 

용어의 “자연적 의미(natural meaning)”를 알아보기(identify)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488  Federico Ortino, “Treaty Interpretation and the WTO Appellate Body Report in US-

Gambling: A Critiqu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9, issue. 1 (2006), pp. 122-

124. 
489 Supra note 464 참조. 
490 WTO Panel Report, China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ara. 7.657. infra note 601 참조. 
491 WTO Panel Report, European Communities and Its Member States – Tariff Treatment of 

Certain Information Technology Products (“EC – IT Products”), WT/DS375/R, WT/DS376/R, 

WT/DS377/R, 16 August 2010, p. 188, 각주 8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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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발전적 해석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요 

판정을 분석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발전적 해석이 일관적인 

기준 하에서 도입되고 있으며 특히 전체 국제법 체계 내에서의 

발전 추세와 조화롭게 사용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I. US – Shrimp 사건 

 

A. 판정 

 

US – Shrimp 사건 492  항소기구 판정은 WTO협정의 발전적 

해석에 관하여 널리 인용되고 있다. 이 사건은 바다거북을 해치는 

방식으로 어획한 새우의 수입을 금지한 미국 정부 조치493에 대하여 

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및 태국이 제소한 사건이다. 제소국들은 

미국의 조치가 1994년도 GATT 제 XI조 제1항 및 제XIII조 제1항 

위반이며, 이러한 위반이 제XX조(b) 및 (g)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미국은 이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미국의 새우수입금지조치가 1994년도 GATT 제 

XI조 제1항에 위반되며 일반예외인 제XX조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미국은 이 쟁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자국 조치는 GATT 제XI조 제1항에는 위반되지만 바다거북이라는 

천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제XX조(g)에 의하여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동 조의 해석에 있어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exhaustible natural resources)”의 의의가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제소 측은 바다거북이와 같은 생물자원은 

재생될 수 있고(renewable) 따라서 고갈될 수 없다(cannot be 

exhaustible)고 주장하였다. 494  이에 대하여 항소기구는 제XX조(g)에 

                                            
492  WTO Panel Report, Unites States – Import Prohibition of Certain Shrimp and Shrimp 

Products, WT/DS58/R, 15 May 1998; WTO Appellate Body Report, Unites States – Import 

Prohibition of Certain Shrimp and Shrimp Products, WT/DS58/AB/R, 12 October 1998.  
493  미국 정부는 1987년 멸종위기종에 관한 법(Endangered Species Act)에 따라 모든 

새우 트롤 어선이 바다거북 탈출 장치(turtle excluder devices: “TEDs”)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였다. WTO Panel Report, US – Shrimp, para. 2.6. 또한 1989년 미 의회는 Public 

Law 101-102 제 609조(“Section 609”)를 제정하여 바다거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포획된 새우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수입을 금지시켰다. 동 예외에는 

새우 포획 과정에서의 바다거북 포획률이 미국과 유사하거나 포획국의 어획 환경

상 바다거북에 특별한 위해를 가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되었다. Ibid., para. 2.7. 
494 WTO Appellate Body Report, US – Shrimp, para.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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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어 있는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를 해석하면서 현대 

생물학적 근거를 들어 “exhaustible”한 자원과 “renewable”한 자원의 

범위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495  그리고 제 XX조(g)의 

올바른 해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The words of Article XX(g),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were 

actually crafted more than 50 years ago. They must be read by a treaty 

interpreter in the light of contemporary concerns of the community of 

nations about the protection and conservation of the environment. 

While Article XX was not modified in the Uruguay Round, the 

preamble attached to the WTO Agreement shows that the signatories to 

that Agreement were, in 1994, fully aware of the importance and 

legitimac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s a goal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policy. The preamble of the WTO Agreement both 

indicates the parties’ awareness of the importance and legitimac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xplicitly acknowledges the objective of 

sustainable development.496  

From the perspective embodied in the preamble of the WTO Agreement, 

we note that the generic term ‘natural resources’ in Article XX(g) is not 

‘static’ in its content or reference but is rather ‘by definition, 

evolutionary’. It is, therefore, pertinent to note that modern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declarations make frequent references to 

natural resources as embracing both living and non-living resources.497 

 

즉 WTO 체제가 도입되면서 협정 전문에 규정된 환경보호의 

가치를 고려하여 제XX(g)조가 발전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항소기구는 이러한 해석을 ICJ의 Namibia 사건과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사건 판결로 뒷받침하였다. 498  그 결과 항소기구는 

UN해양법협약 제56조 등 판정시까지의 국제법의 발전과 변화를 

고려하였다. 따라서 제XX조(g)의 “천연자원”은 그 자체로 발전적 

성격을 지니며 무생물뿐만 아니라 생물도 동 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정되었다. 항소기구는 이에 근거하여 미국의 

새우수입금지조치가 제XX조(g)에 해당하지만, 그 다음 단계인 

두문(頭文; chapeau)의 문턱을 넘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정당화되지 

                                            
495 Ibid., para. 128. 
496 Ibid., para. 129. 이와 관련하여 항소기구가 강조한 용어는 “with a view to raising 

standards of living, ensuring full employment and a large and steadily growing volume of real 

income and effective demand, and expanding the production of and trade in goods and services,” 

및 “objective of sustainable development, seeking both to protect and preserve the environment 

and to enhance the means for doing so” 이다. 
497 Ibid., para. 130; supra notes 179 and 325 참조. 
498  Ibid., 각주 109. “framework of the entire legal system prevailing at the time of the 

interpretation” 라는 표현이 인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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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고 보았다.499  

이 판정은 발전적 해석 원칙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시도한 

판정으로서 중요도가 높다. 항소기구는 이 판정을 통하여 GATT 

1994 제XX조(g)의 천연자원의 범위를 해석하였다. 동 항의 

“천연자원”의 범위에는 US – Gasoline 사건에서 청정 대기가 포함된 

데 이어 생물 자원도 포함되었다.500 또한 항소기구는 발전적 해석을 

전체 국제법 체계 내에서 일관되게 사용하고자 하였다. 즉 Namibia 

사건과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사건 등 ICJ 판결을 인용한 점은 

상당히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항소기구는 다만 제XX조(g)가 50여년 

전에 성안되었다는 사실에는 주목하였으나 WTO 체제의 지속적 

또는 항구적 성격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항소기구가 WTO협정 전문을 고려함으로써 당사국의 주관적 

의도도 고려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즉 항소기구는 WTO 협정 

전문을 통하여 회원국들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여 1994년 새로이 전문에 규정된 “지속가능한 개발”과 

제XX조(g)의 “천연자원”의 해석 간에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B. 판정에 대한 비판 

 

그러나 이 판정은 발전적 해석의 개념을 인정함으로써 이전 

항소기구 판정과 일관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501  또한 

이 사건에서 발전적 해석을 도입할 필요가 없었다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다.502  본 논문의 주제와 정반대되는 논지가 있어 이를 소개한 

                                            
499 이와 밀접히 연관된 문제로서 이 판정은 GATT 1994 제XX조의 개별 항과 두문

간의 적용순서를 명확히 한 판례라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은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관련되는 한에서만 간략히 설명한다. 패널은 미국

의 조치가 제XX조 두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동조(g)항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순서로 판정을 진행하였다(paras. 7.31-35). 그 결과 

(g)항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두문상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

므로 미국의 조치가 동조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았다(paras. 7.48-49.). 반

면 항소기구는 이러한 패널 판정을 번복하여 동조가 개별 조항 해당 여부를 본 뒤 

두문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순서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고(paras. 115-116, and 

122), 이러한 분석에 근거한 결과 제XX조(g)가 발전적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500 WTO Panel Report, US – Gasoline, WT/DS2/R, para. 6.37. 
501  WorldTradeLaw.net Dispute Settlement Commentary (DSC), Appellate Body Report for 

United States – Import Prohibition of Certain Shrimp and Shrimp Products 

(WT/DS58/AB/R)/DSR 1998:VII, 2755 (March 22, 2005), p. 13. 
502  항소기구의 판정과 같이 제XX조(g)의 문언은 “살아 있는” 생물과 반대되는 의

미의 “생명이 없는(dead)” 자원에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David Palmeter and 

Petros C. Mavroidis, Dispute Settlement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Practi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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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재반박하고자 한다. 

이 판정에 대하여 1)발전적 해석 방식은 WTO협정 체제에 

도입될 수 있는 해석 방식이 아니며 2)제XX조(g)상의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의 올바른 해석에는 바다거북과 같은 생물자원이 

배제된다는 반박이 제시된 바 있다. 503  첫 번째 견해의 근거로 위 

논문의 저자는 패널과 항소기구가 DSU 제3.2조 504  및 제19.2조 505에 

의하여 대상협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없는 제한적인 권한만을 부여받고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506  이 

사건과 같은 넓은 해석을 하게 되면 예외에 포함되는 천연자원의 

종류가 확대됨으로써 수출국에게는 시장접근이 줄어들고 

수입국에게는 제한조치의 범위가 확대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판정을 통하여 대상협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없다는 DSU 제19.2조에 대한 위반이라는 

것이다.507 

또한 위 논문의 저자는 두 번째 견해의 근거로 발전적 해석과 

같은 해석방식은 WTO 체약당사국이 DSU 제3.2조를 통하여 의도한 

해석방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발전적 해석은 DSU 제3.2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례적인 규칙”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당사국의 엄격한 동의에 기초하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특성상 이러한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508 

그리고 이 사건 판정이 Namibia 판결을 인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well-being”이나 “development” 와 달리 US – Shrimp 사건에서 문제된 

                                            
Procedure, 2nd ed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 84. 
503 J. Patrick Kelly, “The Seduction of the Appellate Body: Shrimp/Sea Turtle I and II and the 

Proper Role of States in WTO Governance”,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38 (2005), 

p. 464. 
504 제3.2조.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WTO is a central element in providing security 

and predictability to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he Members recognize that it 

serves to preserve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Members under the covered 

agreements, and to clarify the existing provisions of those agreements in accordance 

with customary rules of interpretation of public international law. 

Recommendations and rulings of the DSU cannot add to or diminish the rights and 

obligations provided in the covered agreements(밑줄은 필자 추가).  
505 제19.2조. 원문은 다음과 같다.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Article 3, in their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the panel and Appellate Body cannot add to or diminish the 

rights and obligations provided in the covered agreements(밑줄은 필자 추가). 
506 J. P. Kelly, supra note 503, p. 466. 
507 Ibid., p. 467. 
508 Ibid., p.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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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austible natural resources”는 충분히 구체적인 단어라는 것이다.509 

또한 제소국 중의 하나인 말레이시아의 주장과 같이 제XX조 (b)가 

인간, 동∙식물과 같은 살아 있는(living) 자원에 대한 규율 조항이고 

따라서 제XX조 (g)는 광물과 같은 생명이 없는(non-living) 자원을 

다루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의 저자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는 비엔나 협약 

제31조는 본질적으로 문언주의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기에 목적론적 

해석방식에 가까운 발전적 해석은 거부되어야 한다고 비판하였다.510 

 

C. 반박 

 

비엔나 협약이 목적론적 해석을 배제하고 있다는 위 저자의 

반박은 제2장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잘못된 이해에 기초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511  비엔나 협약은 문언주의뿐만 아니라 목적주의 

및 의사주의를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US – Shrimp 사건 항소기구 판정이 DSU 제19.2조에 

불합치하는지 여부, 또한 발전적 해석이 WTO 체제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해석 원칙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발전적 해석의 사용이 대상협정상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증가 또는 감소시킨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살펴본 바와 같이 DSU 

제3.2조 및 제19.2조는 WTO 패널 및 항소기구가 WTO 대상협정을 

명확히 할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분쟁 해결에 있어 WTO 

대상협정상 문제된 규정이 아닌 다른 규범을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패널 및 항소기구에게 주어진 

권한과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법적극주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512  

항소기구는 Chile – Alcoholic Beverages 사건 판정에서 패널이 

내린 판정이 대상협정의 관련 조항에 대한 올바른(correct) 해석과 

적용을 반영하고 있다면 DSU 제3.2조 및 제19.2조에 불합치하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바 있다. 513  그리고 WTO 

                                            
509 Ibid. 
510 Ibid., p. 469. 
511 상술한 바와 같이 비엔나 협약 제31조는 문언주의, 목적주의 그리고 문맥주의를 

조화롭게 수용한 결과물이다. 
512 P. Van den Bossche et al., supra note 475, pp. 184-185. 
513 WTO Appellate Body Report, Chile – Taxes on Alcoholic Beverages, WT/DS109/A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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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협정의 올바른 해석이란 DSU 제3.2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례적인 규칙에 따른 해석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해석의 의의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해석은 

문언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지 조약상 권리나 의무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 아니다.514  이러한 과정에는 DSU 제3.2조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국제 관습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비엔나 협약상 해석 규칙이 

사용된다. 따라서 발전적 해석을 사용한 US – Shrimp 판정은 

제XX조(g)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며, 당사국의 협정상 권리나 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해석이 아니다. 또한 최근 항소기구는 이러한 

논지를 재확인하였다. China – Rare Earths 사건에서 항소기구는 

“natural resources”의 의미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 발전적 

성격을 지닌다는 US – Shrimp 항소기구 판정이 제XX(g)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515 

Van den Bossche 역시 이러한 발전적 해석이 WTO 대상협정의 

해석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본다. Japan – Alcoholic Beverages II 

사건의 항소기구 언급과 같이 WTO 체제의 안전과 예견가능성을 

위하여 대상협정의 유연한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516 

또한 항소기구는 WTO 체제가 도입되기 전의 GATT 패널 

판정문에서 당사국 및 패널이 참치, 청어 및 연어와 같은 어류를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예로 인정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기도 

하였다. 517  또한 위 논문의 저자가 근거로 들고 있는 GATT 

제XX(g)조의 협상 기록은 자원이 회원국의 관할권 내에 위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것이다. 즉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범위에 생물자원이 배제된다는 내용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518 

 

 

                                            
WT/DS110/AB/R (13 December 1999), para. 79. 
514 “Fragmentation Report”, supra note 52, para. 447. 
515 WTO Appellate Body Report, China – Measures Related to the Exportation of Rare Earths, 

Tungsten, and Molybdenum, WT/DS431/AB/R, WT/DS432/AB/R, WT/DS433/AB/R (7 August 

2014), para. 5.89. 
516 P. Van den Bossche et al., supra note 475, p. 187. 
517 Report of the Panel adopted on 22 February 1982, United States – Prohibition of Imports of 

Tuna and Tuna Products from Canada, para. 4.9 및 Report of the Panel adopted on 22 March 

1988, Canada – Measures Affecting Exports of Unprocessed Herring and Salmon, para. 4.4. 

WTO Appellate Body Report, US – Shrimp, para. 131. 
518 WTO Panel Report, US – Shrimp, paras. 3.181-3.183. 



 

 103 

II. China – Audiovisual 사건 

 

China – Audiovisual 사건 519 은 항소기구가 ICJ 판례를 통하여 

제시된 발전적 해석의 요건을 모두 언급한 판정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높다. 상품무역 및 서비스 무역과 관련된 쟁점을 모두 

담고 있는 방대한 판정이지만, 동 논문에서는 발전적 해석과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520 

중국은 여러 가지 국내 조치를 통하여 전자적 형태의 음원을 

유통하는 서비스업에 외국 기업이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조치가 중국의 서비스 양허표 Sector 2.D.521에 

기재된 음원유통서비스(sound recording distribution services)에 관한 

내국민대우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522  중국은 자국 

양허표에 기재된 “음원(sound recording)”은 단지 물리적 매체에 

체화된 음원의 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전자적 유통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523 

그러나 패널은 비엔나 협약 제31-32조에 성문화된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례적인 규칙에 기반하여 중국의 서비스 양허표를 

분석한 결과 524  음원의 전자적 유통 역시 중국의 양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고, 그 결과 중국의 GATS 제XVII조 위반을 

인정하였다. 525  동 사건에서 중국은 패널이 “sound recording” 및 

“distribution” 의 의미를 중국이 WTO에 가입하던 2001년 당시의 

의미로 해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526  

항소기구는 중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허표에 규정된 

용어가 충분히 일반적이며, GATS를 포함한 WTO 협정이 항구적인 

                                            
519 WTO Panel Report, China – Measures Affecting Trading Right and Distribution Services for 

Certain Publications and Audiovisual Entertainment Products, WT/DS363/R; WTO Appellate 

Body Report, China – Measures Affecting Trading Right and Distribution Services for Certain 

Publications and Audiovisual Entertainment Products, WT/DS363/AB/R. 
520 패널심에서의 기타 쟁점에 대하여는 권현호, “WTO에서의 콘텐츠무역의 법적 쟁

점: ‘중국 – 일부 출판물 및 시청각제품 사건’을 중심으로”, 『국제법평론』 통권 제

31호(2010), pp. 25-59 참조. 
521 WTO Panel Report, China – Audiovisual, paras. 7.1170 참조. 
522 Ibid., paras. 7.1143, 7.1154-1160. 
523 Ibid., paras. 7.1144, 7.1161-1166. 
524 패널은 GATS 제XX조 제3항에 의하여 GATS 양허표 역시 GATS의 불가분의 일

부(an integral part)이므로 양허표의 해석에도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례적인 규칙

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Ibid., para. 7.1168. 
525 Ibid., para. 7.1265. 
526 WTO Appellate Body Report, China – Audiovisual, paras. 340-341 and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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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의 다자 조약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More generally, we consider that the terms used in China’s GATS 

Schedule (“sound recording” and “distribution”) are sufficiently 

generic that what they apply to may change over time. In this respect, 

we note that GATS Schedules, like the GATS itself and all WTO 

agreements, constitute multilateral treaties with continuing 

obligations that WTO Members entered into for an indefinite period 

of time, regardless of whether they were original Members or acceded 

after 1995(emphasis added).527 

We further note that interpreting the terms of GATS specific 

commitments based on the notion that the ordinary meaning to be 

attributed to those terms can only be the meaning that they had at the 

time the Schedule was concluded would mean that very similar or 

identically worded commitments could be given different meanings, 

content, and coverage depending on the date of their adoption or the 

date of a Member’s accession to the treaty. Such interpretation would 

undermine the predictability, security, and clarity of GATS specific 

commitments, which are undertaken through successive rounds of 

negotiations, and which must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customary rules of interpretation of public international law.528 

 

즉 중국 양허표 상에 있는 “sound recording” 및 “distribution”은 

변화하는 상황을 포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일반적인 용어이며 

GATS를 포함한 WTO 대상협정은 항구적인 성격의 조약이라는 

것이다. 특히 항소기구는 이러한 발전적 해석을 대상과 목적에 관한 

분석 부분에서 설명하였다. 529  항소기구는 본 사건에서 동 해석을 

적용한 결과가 GATS 전문 530 에서 도출되는 대상과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아 발전적 해석의 대상과 목적과의 긴밀한 연관성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항소기구는 패널이 중국의 

서비스 양허표를 해석하는 데 있어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 결과 외자기업이 음원의 전자적 전송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 

중국의 조치가 GATS 제XVII조의 내국민대우 의무에 위반된다고 본 

패널 판정은 지지되었다. 531  패널 판정은 소위 기술중립성 

(technological neutrality)을 적용한 결과로도 간주될 수 있으나, 

                                            
527 Ibid., para. 396. 
528 Ibid., para. 397. 
529 Ibid., paras. 389-397. 
530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투명성과 점진적인 자유화의 조건에 따라 서비스무역

을 확대하기 위하여 그리고 모든 무역상대국의 경제성장 및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서비스무역을 위한 다자간 원칙 및 규칙의 틀을 제정

하기를 바라고,” GATS 전문 제3단. Ibid., paras. 392-393. 
531 Ibid., para.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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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구 판정은 발전적 해석의 측면에 더욱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532 

이 사건은 WTO 대상협정에 대한 발전적 해석을 전체 국제법 

체계의 일관적인 시각에서 재확인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533 

Navigational and Related Rights 사건에서 사용된 바 있는 두 가지 

기준이 모두 언급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위 ICJ 판결이 항소기구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항소기구 판정은 특히 양허표의 해석에 있어 발전적 해석의 

필요성을 일반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양허표의 해석에도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즉 신규가입국의 양허표를 해석하는 데 있어 양허표 

체결 시점에 비추어 해석하게 되면 회원국의 가입시기별로 

양허표가 달리 해석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WTO 

체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WTO 체제가 다자간 교역체제를 장기적으로 규율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대상협정 및 양허표에 대한 발전적 해석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WTO 협정 체제에서 발전적 해석이 환경 및 인권 등 

국제공동체의 공통된 관심사를 다루는 영역뿐 아니라 양허표와 

같은 문서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 데 본 판정의 의의가 있다. 

양허표 역시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약 해석에 적용되는 규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534  또한 양허표는 

일방적 성격의 문서라기보다 회원국 상호 간 협상을 거쳐 도출한 

관세 감축 및 시장 개방에 대한 약속을 다루는 문서이다. 비엔나 

협약상 해석 규칙이 적용되는 것은 이러한 약속에 대하여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부여하는 기제가 된다. 발전적 해석은 

이러한 규칙에 근거하고 있기에 양허표의 해석에도 적용되고 있다. 

 

                                            
532 기술중립성이란 시장 개방의 대상인 서비스 분야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기술 방

식이 개방 여부에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WTO 차원에서 확립된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 당사국이 자의적으로 원용할 수는 없다. 박노형 외, 『신국제

경제법』(서울: 박영사, 2012), pp. 468, 739 & 732. 
533 J. Pauwelyn, “Free Trade in Culture with Chinese Censorship: The WTO Appellate Body 

Report on China - Audiovisuals”, Melbourn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1 (2010), p. 

15. Available at http://ssrn.com/abstract=1823844 (2014년 12월 18일 최종검색); 

WorldTradeLaw.net Dispute Settlement Commentary (DSC) on China – Audiovisual, p. 20. 
534 WTO Appellate Body Report, EC – Computer Equipment, para. 109; WTO Appellate Body 

Report, EC – Chicken Cuts, paras. 148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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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소 결 

 

위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WTO 판정은 항소기구가 전체 

국제법의 체계 내에서 일관적인 기준 하에 발전적 해석을 

적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ILC의 분류에 따르자면 US – Shrimp 

사건 판정은 일반적 용어의 발전적 해석이라는 범주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China – Audiovisual 사건 판정은 일반적 용어의 

발전적 해석 또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전송이라는 기술적∙법적 

발전에 관한 고려를 반영한 발전적 해석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판정을 종합하여 볼 때, WTO 항소기구는 상대적으로 

발전적 해석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발전적 해석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ICJ의 경우 

이러한 양 극단의 중앙 정도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ICJ는 특히 

발전적 해석에 있어 당사국의 의도를 매우 중시한다는 점을 특기할 

만하다. 이러한 특성은 ICJ의 경우 절차 개시에서부터 국가 동의를 

엄격히 요하는 등 국가 중심적인 측면이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럽인권재판소나 WTO 분쟁해결절차의 경우 

관할권이 자동적 또는 강제적으로 성립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법기구들에 있어서는 분쟁당사자 일방의 제소가 있으면 

ICJ에 비하여는 비교적 관할권 성립이 용이하다. 때문에 일단 

사건이 개시되면 재판소 또는 기구가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문제된 협약/협정을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WTO 판정례의 경우 DSU 제3.2조 및 제19조가 제기하는 

구조적인 울타리로 인하여 애당초 해석에 있어 패널 및 항소기구가 

취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다는 견해가 있다. 실제로도 

패널 및 항소기구는 해석에 있어 통상적 의미를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등 535  주로 용어의 문언적 의미에 집중하는 해석을 해 

왔다. 비록 사전상의 의미를 결정적 단서로 간주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536  이러한 엄격한 문언주의적 성향은 발전적 해석의 

                                            
535 WTO Appellate Body Report, US – Gasoline, 각주 40 참조; WTO Appellate Body Report, 

US – Contin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 Act of 2000, WT/DS217/AB/R, 27 January 2003, 

p. 248; WTO Appellate Body Report, Canada – Measures Affecting the Export of Civilian 

Aircraft, WT/DS70/AB/R, 20 August 1999, p. 153. 
536 US – Contin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 Act of 2000 사건에서 항소기구는 “사전은 

협정과 법률문서에 있는 단어들의 정의를 확인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되지만 

확정적인 언급은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dictionaries are important guides to, not 

dispositive statements of, definitions of words appearing in agreements and legal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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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에 일정 부분 제약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발전적 해석은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협정의 올바른 해석을 구성한다. 

WTO 대상협정의 해석에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포용하는 작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당위성도 

앞으로는 더욱 강하게 제기될 것이다.  

 

 

제 4 절 적용기준 
 

현재까지의 분석을 종합하여 볼 때, 발전적 해석의 일관적인 

적용 기준을 정립하여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조약 해석에 

있어 당사국 의도의 문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현재까지 적용되어 온 발전적 해석을 정리하여 기준을 

도출하여 보고자 한다. 

 

I.   일반적 용어의 사용 

 

일반적 용어(generic term)는 대부분의 판례에서 발전적 해석의 

기준이자 조건으로 사용되고 있다. 537  그러나 다수의 판례가 그 

의미를 정의하지 않고 이를 발전적 해석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Higgins 판사는 일반적 용어를 “알려진 법률 용어(a known legal 

term)”라고 정의한 바 있다.538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발전적 해석의 

대상이 되는 일반적 용어는 그 의미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소지가 있는 법률 용어여야 한다.539  그러나 Navigational and Related 

Rights 사건에서의 “comercio”나 China – Audiovisual 사건의 “sound 

recording”은 조약 용어이긴 하나 법률 용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일반적 용어의 의미는 그 용어가 포괄하는 상황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해석 시 사건의 문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537 S. T. Helmersen, “Evolutive Treaty Interpretation: Legality, Semantics and Distinctions”, 

supra note 24, pp. 127-148; P. Palchetti, “Interpreting ‘Generic Terms’: Between Respect for the 

Parties’ Original Intention and the Identification of the Ordinary Meaning”, supra note 24, pp. 

91-105. 
538 Kasikili/Sedudu Island (Botswana/Namibia), I.C.J. Reports 1999, p. 1045, Declaration of 

Judge Higgins, para. 2. 
539 R. Jennings & A. Watts (ed.),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supra note 283, p. 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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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용어의 의미에 관하여 언어학적/의미론적 분석을 시도하는 

견해도 있다. 540  이러한 특성이 확인된 용어는 그 자체로 발전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발전적 해석이 가능하다. 541  특히 이러한 

용어에서 국제재판소가 발전적 해석에 대한 당사국의 의도가 

추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ICJ는 발전적 해석의 근거로서 이러한 

의도의 추정 또는 역산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 

용어가 단순히 의도의 추정을 위한 수단만은 아니다. 즉 앞서 

설명하였듯이 일반적 용어의 발전적 해석에 있어서는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1항에 규정된 해석 수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542  대상과 

목적, 그리고 문맥에 대한 고려 없이 당사국 의도에만 집중한 

발전적 해석은 용어의 통상적 의미를 찾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II. 조약 체제의 항구성 

 

조약 체제의 장기적 또는 항구적 성격 역시 발전적 해석의 

일반적 기준으로 수용되고 있다. Namibia 판결 및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US – Shrimp 사건에서는 이 기준이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ICJ 및 WTO 항소기구 모두 발전적 해석의 적용에 있어 

문제된 조약의 장기적/항구적 성격을 근거로 들고 있다. 

특히 ICJ는 국경선 획정 조약 및 영토 체제의 안정성과 관련된 

조약의 해석에 관련하여 이들 체제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을 중시한다. 543  이는 국제연합의 주요 

사법기관으로서 제기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ICJ에 특히 중요한 근거로 보인다.544 뿐만 아니라 

                                            
540 U. Linderfalk, supra note 55, pp. 131-135; S. T. Helmersen, supra note 24, pp. 139-144. 
541 R. Jennings & A Watts (ed.),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supra note 283, p. 1282; 

Namibia advisory opinion, supra note 316, para. 53; WTO Appellate Body Report, US – Shrimp, 

supra note 492, para. 130. 
542  P. Palchetti, “Interpreting ‘Generic Terms’: Between Respect for the Parties’ Original 

Intention and the Identification of the Ordinary Meaning”, supra note 24, pp. 97-99. 
543 Dispute regarding Navigational and Related Rights 사건 및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사건 참조. 그러나 영토 체제와 관련된 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체제의 안정성을 

위하여 동시대성의 원칙에 근거한 해석 또한 자주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유의하

여야 한다. 예를 들어 Case concerning the Temple of Preah Vihear (Cambodia v. Thiland) 

(Merits), I.C.J. Reports 1962, p. 14; Case concerning Kasikili/Sedudu Island 

(Botswana/Namibia), I.C.J. Reports 1999 (II), p. 1062, para. 21 각각 참조. 
544 UN헌장 제33조, 제92조 및 ICJ규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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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체제 및 유럽인권협약 체제와 같이 국제경제체제 및 

지역인권체제를 규율하는 다자조약체제에서의 발전적 해석에도 

핵심적 근거가 된다.545 

다만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는 인권 및 근본적 자유의 실현을 

위하여 회원국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동 재판소의 특수한 성격을 

강조한다. 이러한 특성은 위 재판소가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살아있는 문서” 라는 표현에 핵심적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위 

재판소의 경우 발전적 해석에 있어 일반적 용어 및 조약 체제의 

항구적 성격에 엄격히 얽매이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인권이나 환경 등 전 지구적이고 보편적인 

목표를 위하여 수립되는 협약의 해석에도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III. 발전적 해석에 대한 당사국의 의도 

 

그러나 위의 두 조건은 발전적 해석의 충분조건이 아니다. 예를 

들어 ICJ는 Rights of National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Morocco 

사건 546에서는 “dispute”, 그리고 Kasikili/Sedudu Island 사건 547에서는 

“centre of the main channel” 및 “thalweg” 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들 

용어가 상기 두 요건을 충족함에도 조약 체결시의 사정에 비추어 

해석한 바 있다. 재판소는 이러한 해석의 근거를 당사국의 “공동의 

의도(common intention)”에서 찾은 바 있다.548 

이렇듯 당사국의 공동의 의도는 발전적 해석의 도입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다. 특히 ICJ는 사후적으로 발전적 의도를 추정하는 

작업을 중시하여, 일반적 용어에서 이러한 의도의 존재를 

이끌어내고 있다. 549  이에 관하여 소위 “시제적 참조(inter-temporal 

renvoi)”의 개념이 제시되기도 한다. 이는 특정 용어의 의미상 변화 

및 발전을 수용하려는 체약당사국의 의도의 존재이다. 550  만약 조약 

에서 이러한 당사국 의도를 찾을 수 있다면 이는 발전적 해석의 

                                            
545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전문에도 통합되고, 보다 존속가능하고, 항구

적인 다자간 무역체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546 Rights of National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Morocco (France v. United States of 

America), I.C.J. Reports 1952, p. 176, pp. 188-189. 
547 Kasikili/Sedudu Island (Botswana/Namibia), I.C.J. Reports 1999 (II), p. 1062, para. 25. 
548 Dispute regarding Navigational and Related Rights, supra note 355, para. 63. 
549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case, supra note 330, para. 77; Dispute regarding Navigational 

and Related Rights case, supra note 355, para. 66 등 참조. 
550 D. French, supra note 79, pp. 2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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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다.551 그러나 조약 당사국은 통상적으로 조약 

용어의 의미가 체결 시에 고정되어야 하는지 혹은 발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를 명시하지 않는다. 552  또한 이렇게 판명된 

의도는 재판소가 이미 내린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역산해 낸 

사후적인 의도라는 비판에 취약하다.553 

발전적 해석의 목적과 기능을 상기한다면, 554  당사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도가 뒷받침되는 것이 필수적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555  주지하듯이 해석에 관한 비엔나 협약 규정은 상호 

작용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각 해석론은 상호 긴밀히 연관되며, 

목적주의와 의사주의 역시 예외가 아니다. 특히 조약 발효 초기에는 

당사국의 의도와 조약의 대상과 목적 간에 사실상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556  따라서 목적론적 접근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발전적 

해석이 궁극적으로 의사주의와도 긴밀한 연관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557  그 결과 의사주의적 관점에서 과연 

당사국이 해당 용어의 의미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것을 

의도하였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558 

만약 의도가 필수적이라고 본다면 조약 해석의 목적을 

당사국의 공동의 의도를 찾는 것으로 이해하는 일부 판례의 경향에 

따라 559  발전적 해석도 결국 당사국의 의도의 문제로 환원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해에 기초하면 발전적 해석의 의의는 크게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반적인 협약의 성안과정을 보면 다자조약에 있어 

                                            
551 Dispute regarding Navigational and Related Rights, supra note 355, para. 66 참조. 
552 Dispute regarding Navigational and Related Rights, supra note 355, Declaration of Judge ad 

hoc Guillaume, p. 290 and p. 294, para. 15.  
553 H. Thirlway, “The Law and Procedur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1960-1989”, The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60 (1989), pp. 136-137. Thirlway는 ICJ가 Namibia 

권고적 의견에서 국제연맹 헌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당사국의 의도였어야만 

하는 것(what ought to have been their [the parties’] intention)”을 해석 시점으로부터 역산

해 내려 했다는 비판을 가하였다. 
554 P. Dupuy, supra note 125, p. 126. 
555 R. Higgins, supra note 11, p. 173. 
556 D. Greig, supra note 45, p. 165. 
557 E. Bjorge 는 당사국의 공동의 의도를 발전적 해석의 중요한 근거로 들고 있다. E. 

Bjorge, supra note 132, pp. 76-83.  
558 M. Fitzmaurice, supra note 153, p. 56 는 이러한 시제법적 측면을 발전적 해석에 있

어 필수적인 요소들 중 하나로 간주한다. 
559  WTO Appellate Body Report, EC – Computer Equipment, WT/DS62/AB/R, 

WT/DS67/AB/R, WT/DS68/AB/R, 5 June 1998, para. 93; WTO Appellate Body Report, EC – 

Chicken Cuts, supra note 35, para. 239. 



 

 111 

당사국의 공동의 의도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운 작업임을 알 수 

있다.560 당사국의 의도를 찾을 수 있는 준비문서는 그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2차적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561  당사국의 공동의 의도는 

기본적으로 조약 문언에 가장 잘 드러나 있다. 562  따라서 발전적 

해석의 의도 또한 제31조에 기반한 문언에 대한 분석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발전적 해석에 있어 당사국의 

의도를 결정적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일부 사례이기는 하나 보편적 가치의 달성을 위하여 당사국의 

의도에 반하는 발전적 해석 또한 도입되고 있다.563 

조약 해석과 관련하여 발전적 해석은 아직 논란이 있는 주제로 

남아 있다.564  특히 근거 및 기준과 관련하여 당사국 의도의 문제는 

아직 정리될 부분이 많다. 발전적 해석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의도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거나, 조약 체결시에 비하여 급속한 

변화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 당사국도 이러한 의미 변화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을 때라면 더욱 문제가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조약의 수정이나 개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문제된 조약의 개정 작업이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지 않은 상황을 

상정한다면 분쟁 시 해석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견 당사국의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추후 관행과 

배치되는 발전적 해석을 도입한다면, 이것이 사법부에 의한 입법 

또는 조약의 개정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객관적 개정(objective revision)이라고 하여 당사국의 의도가 

뒷받침되는 경우(subjective revision; inter-temporal renvoi)와 구분하기도 

한다. 565  이러한 점 때문에 발전적 해석은 항상 사법 적극주의의 

                                            
560 대다수 판례가 공동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고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WTO Appellate Body Report, EC – Computer Equipment, para. 84. 
561 G. Abi-Saab, “The Appellate Body and Treaty Interpretation”, in M. Fitzmaurice et al. (ed.), 

Treaty Interpretation and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30 Years on (Leide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0), pp. 104-105. 
562  J. Crawford, Brownlie’s Principles of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8th ed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 379. 
563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ase of Young, James and Webster v. The United Kingdom, 

Application no. 7601/76; 7806/77, paras. 51-52. 
564 M. Fitzmaurice, supra note 154, p. 118; E. Bjorge(supra note 132)는 발전적 해석의 근거

로서 객관화된 의도(objectified intention)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p. 57). 이러한 의

도를 어떻게 찾을 것인지의 문제가 항상 제기될 수밖에 없다. 
565 “Objective revision”이란 조약 당사국의 원래 의도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해

석자가 조약의 개정에 상당하는 해석을 도출하여 냈을 때 이를 이르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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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를 받아 왔다. 

한편, 당사국 의도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현대에 

일반화된 다자 조약 형태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566  예를 들어 

유럽인권협약 체제는 신규 가입국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원 

당사국이 상대적으로 소수가 되었다. 567  이 때문에 원 당사국의 

의도를 엄격히 요구하는 것은 해석 시점의 실정과 맞지 않을 수 

있다. 신규 가입국들이 원 조약의 정신에 따를 것에 동의하였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다자 조약은 체제가 달성하여야 할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체제 자체의 관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인권, 환경, 그리고 통상 등 특정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장기적인 체제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현 상황에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요구가 있더라도 당사국 의도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발전적 해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당사국 

의도에 엄격히 기반하지 않고도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 및 필요에 

의하여 조약 용어를 해석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568 

이미 환경이나 인권 분야에 있어서는 이러한 추세가 진행 중이다.569 

또한 WTO 협정의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서도 단순한 양자 간 

관계의 집합이 아니라 다자교역체제의 강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여 나가는 체제로 간주하는 견해가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570  이는 공동의 필요에 의한 발전적 해석의 필요성 역시 

높이고 있다. 

 

 

                                            
조약에 명시적으로 조약 용어의 의미가 변화할 수 있음을 인정한 당사국의 의도에 

의해 조약의 개정이 이루어지는 “subjective revision” 또는 “inter-temporal renvoi”와 구

별된다. D. French, supra note 79, pp. 295-300. 
566 R. Bernhardt, supra note 25, p. 21; M. Fitzmaurice, supra note 153, p. 56. 
567 G Letsas, supra note 401, p. 72. 
568  Dissenting Opinion of Judge Alvarez on Competence of the General Assembly for the 

Admission of a State to the United Nations,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50, p. 4, p. 18. 
569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ase of Young, James and Webster v. The United Kingdom, 

Application no. 7601/76; 7806/77; 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Argentina v. Uruguay), 

Judgment, I.C.J. Reports 2010, p. 14; Gabčíkovo-Nagymaros Project (Hungary/Slovakia), 

Judgment, I.C.J. Reports 1997, p. 7; Separate Opinion of Judge Greenwood on Whaling in the 

Antarctic (Australia v. Japan: New Zealand Intervening), Merit, Judgment, I.C.J. Reports 2014, 

p. 20. 
570  Geraldo Vidigal, “From Bilateral to Multilateral Law-making: Legislation, Practice, 

Evolution and the Future of Inter se Agreements in the WTO”,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4, no. 4 (2013), pp. 1027-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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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적용 가능 분야 
 

이하에서는 앞서 살펴본 발전적 해석의 필요성, 적용가능성 및 

기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WTO 대상협정을 분석한다. 발전적 

해석의 도입 여지가 높은 분야로는 양허표, 예외 조항, 그리고 기타 

분야가 있을 수 있다. 

 

I.   양허표의 해석 

 

상품무역의 경우, 회원국의 양허표 571 는 GATT 1994 제II조 

제7항에 의하여 동 협정 제1부의 불가분의 일부로 간주된다. 서비스 

무역의 경우 GATS 제XX조 제3항에 의하여 역시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따라서 양허표 역시 WTO 대상협정과 마찬가지로 

비엔나 조약법협약 제31-33조에 의하여 해석된다. 572  이는 양허표의 

해석에만 특별히 상이한 해석원칙을 적용함으로써 DSU 제3.2조에 

규정되어 있는 WTO 체제의 안전과 예견가능성이 저해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양허표의 분류는 상품의 경우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에 의하여 제정된 국제통일상품분류 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S협약”)상의 분류에 따른다. 573  WTO HS 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상품분류체계를 업데이트한다. 574  이러한 변화는 GATT 

관세양허위원회 및 일반이사회에 의하여 GATT 체제에 반영된다. 

WTO회원국이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자국의 양허표를 조정하면 

그 회원국의 양허의 의미도 이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575  따라서 

양허표는 WTO체제 외부에 위치한 HS 체계의 변화에 따라 

                                            
571  WTO 회원국들의 양허 현황은 “Current Situation of Schedules of WTO Members”, 

G/MA/W/23/Rev.10, http://www.wto.org/english/tratop_e/schedules_e/goods_schedules_ 

table_e. htm 참조(2014년 12월 18일 최종검색). 
572 WTO Appellate Body Report, EC – Computer Equipment, supra note 559, para. 109; WTO 

Appellate Body Report, Canada – 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Milk and the 

Exportation of Dairy Products, WT/DS103/AB/R, WT/DS113/AB/R, paras. 131, 139.  
573 I. Van Damme, supra note 242, p. 72. 
574 그러나 개정연도가 1992년, 1996년, 2002년 그리고 2007년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것이 반드시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의 분류 

개정은 2012년 1월에 있었다. http://www.wcoomd.org/en/topics/nomenclature/ instrument-

and-tools/hs_nomenclature_2012.aspx 참조(2014년 12월 18일 최종검색). 
575 I. Van Damme, supra note 242,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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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발전적인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576 

이러한 양허표의 해석에 있어서는 위의 China – Audiovisual 

사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전적 해석이 적용될 소지가 높다. 

특히 서비스 양허표의 경우 WTO 체제가 도입되던 1994년 당시와 

20여년이 지난 지금의 국제 서비스 시장은 양적 및 질적 수준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과학 기술 및 통신의 발전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종류 및 사업의 성격은 판이하게 달라졌다. 그러나 이 

시장을 규율하는 양허표는 대부분이 20년 이전에 머물러 있다. 이미 

이러한 문제의 소지는 US – Gambling 사건577에서 노출된 바 있다. 이 

사건에서는 제31조 제1항을 이용하여 판정하였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해석만으로는 용어의 의미 확정이 어려운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578  따라서 양허표에 그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규정되어 있는 용어인 경우 발전적 해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신규 가입국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요소 중 하나이다. 

US – Gambling 사건이나 China – Audiovisual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양허표는 공통의 대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유사한 용어로 작성된다. 

이러한 용어가 가입시기별로 다르게 해석되거나 혹은 무조건 

1995년 당시의 의미로 해석된다면 회원국들에 예측가능성과 

현실성이 보장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해석시점까지의 변화가 

있는 경우 그러한 요소가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석시점에서의 패널 및 항소기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제기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서비스를 규율하고 있는 GATS의 경우 상품무역협정인 

GATT와는 달리 WTO 회원국이 개방하고 싶은 분야만을 명시적으로 

기입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으로 인하여 서비스 

양허표의 해석에 있어서는 상품무역의 경우보다 해석에 의하여 

                                            
576 Ibid. 그러나 모든 WTO 회원국이 HS 분류의 변화에 맞추어 자국의 양허표를 수

정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다수의 회원국이 분류체계만 업데이트한 채 양허표는 

수정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전 시기의 양허표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Supra note 571, V. Current situation of schedules 항목 참조. 이에 따라 

다양한 시기에 멈추어 있는 양허표가 공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577 WTO Appellate Body Report, US – Gambling, supra note 487 참조. 이 사건에서는 인터

넷 사행성 산업이 미국의 서비스 양허표 상 “sporting”에 해당하여 양허 범위에 포

함되지 않는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검토되었다. 
578 문제된 미국의 양허표는 Ibid., para. 162 참조. 이외의 쟁점에 대하여는 정인섭 외, 

supra note 272, pp. 54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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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 여부 및 그 범위가 결정되는 정도가 더 클 수 있다.579  용어의 

해석에 따라 동 시장의 개방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WTO 회원국들은 양허표 규정 시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함의도 도출된다. WTO 체제와 같은 항구적 성격의 

다자 조약 체제에서 일반적 용어를 사용한 양허표 규정은 패널 및 

항소기구에 의하여 발전적 해석의 의도로 추정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II. 예외 조항의 해석 

 

WTO 체제에서 예외를 다루고 있는 조항으로는 GATT 제XX조 

및 제XXI조, 그리고 GATS 제XIV조 및 제XIV조의 2 등이 있다. 

회원국은 자국의 조치가 위의 조항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WTO 대상협정 하의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러한 

사유에는 공중도덕(public morals)의 보호나 공공질서(public order)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580 , 인간,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 581 ,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582, 사적인 자료의 처리와 유포와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조치583,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조치584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예외 조항들은 발전적 해석이 적용될 필요성이 높게 제기된다.585  

특히 환경과 관련된 영역,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조항의 경우 

발전적 해석이 적용될 여지가 높다. 환경 및 인권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달성하여 나가야 하는 목표로서 이들 주제와 

관련하여서는 해석시점까지의 변화와 발전을 고려할 필요성과 

국제법적 정당성이 높다. 예를 들어 무엇이 “사생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국제법 체계의 변화 및 발전에 

따라 그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 Ferrazzini v. Italy 사건 586 에서 

                                            
579 I. Van Damme, supra note 242, p. 95. 
580 GATT 제XX조(a) 및 GATS 제XIV조(a). 
581 GATT 제XX조(b). 
582 GATT 제XX조(g). 
583  GATS 제XIV조(c)(ii)(the protection of the privacy of individuals in relation to the 

processing and dissemination of personal data). 
584 GATS 제XIV조(c)(iii). 
585 J. Pauwelyn, supra note 171, p. 267. 
586 Ferrazzini v. Italy, Application no. 44759/98, Judgment of 12 July 2001, paras. 26-28. Supra 

note 4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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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럽인권협약 회원국들의 

공법과 사법의 구분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였고, 그 결과 국내법상 

개인의 권리라 하더라도 그 성격상 반드시 민사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권리는 제6조 제1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바 있다. 또한 

Dudgeon 사건 587에서는 유럽인권협약 발효 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성애에 관한 유럽인권협약 회원국들의 태도가 변하여 왔음을 

고려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은 공중 도덕이나 공공질서가 규율하고자 

하는 상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US – Shrimp 사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사 GATT 

1947의 체결 당시에는 무생물 자원만을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에 

포함시켰다고 하여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바다거북과 같은 

생물자원이 멸종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는 이러한 사정과 협정의 

대상과 목적을 고려하여 발전적 해석을 도출할 수 있다. 588  특히 

환경법의 도덕적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측면을 고려할 때, 환경과 

관련된 조약에 있어서는 특정 용어를 발전적으로 해석하라는 

의도를 표현할 필요조차 없다는 견해가 점차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589 

Gabčíkovo-Nagymaros Project 사건 590 에서 ICJ는 새로이 탄생한 

환경법상의 기준을 조약의무 이행에 있어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591  이에 더하여 Weeramantray 판사는 개별의견에서 

환경문제는 살아 있고 지속되는 문제(live and continuing concerns)이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조약의 적용 문제에 있어서는 적용 시점에 

유효한 기준이 주요한 기준이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592  이 

개별의견은 환경권은 곧 인권이므로 적용 당시에 이러한 인권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조약을 적용해서는 아니 됨을 

강조하였다. 특히 향후 수십 년간 적용되는 조약의 경우 체결시점에 

동결된 상태의 규범에만 의존해서는 아니 된다고 보았다.593  

이러한 관점을 종합하여 보면 다자간 무역체제를 더욱 

                                            
587 Dudgeon v. United Kingdom, Application no. 7525/76. Supra note 421 참조. 
588 WTO Appellate Body Report, US – Shrimp, supra notes 492, 496 and 497 참조. 
589 M. Fitzmaurice, supra note 154, p. 110. 
590 Gabčíkovo-Nagymaros Project (Hungary/Slovakia), Judgment, I.C.J. Reports 1997, p. 7, 

supra note 379 참조. 
591 Ibid., paras. 132-147. 
592  Ibid., Separate Opinion of Vice-President Weeramantry, pp. 114-115. 같은 맥락에서 

Weeramantry 판사는 유럽인권재판소의 Tyrer 사건도 언급하였다. 
593 Ibid., p.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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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이고 실행가능하며 지속가능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594  WTO 협정의 경우에도 환경 등의 예외사유에 

대하여 발전적 해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III. 기타 분야의 해석 

 

WTO 협정은 이 외에도 발전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여러 가지 

일반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당사국이 발전적 

해석을 의도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595  그 중에서 China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사건 596 패널 판정은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597  제61조에 규정되어 있는 “commercial 

scale”에 대한 발전적 해석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중국 형법이었다. 미국은 중국 형법상의 

관대한 처벌기준으로 인해 모조품 도매상 등 권리침해자가 WTO 

TRIPS협정상 부과되어야 할 형벌을 제대로 부과받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중국을 제소하였다. 598  특히 중국의 형법규정 및 법원의 

사법해석이 TRIPS협정 제61조 599 에 규정된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다. 600  이 사건 패널은 TRIPS 협정 

제61조의 “상업적 규모(commercial scale)”를 해석하면서 그 의미가 

해석 시점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관념을 인정한 바 있다. 601  즉 

                                            
594  Preamble of the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http://www.wto.org/english/docs_e/legal_e/04-wto_e.htm (2014년 12월 18일 최종검색). 
595  Pauwelyn은 WTO 협정 기초자들이 이러한 모호한 용어들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최소한 이들 용어가 발전적으로 해석될 것을 인지하였어만 한다(should have realized)

고 보고 있다. J. Pauwelyn, supra note 171, p. 267. 
596  WTO Panel Report, China – Measures Affecting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T/DS362/R. 
597  Annex 1C,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 협정”). 
598 http://www.ustr.gov/about-us/press-office/press-releases/archives/2007/april/united-states-

files-wto-cases-against-china, (2014년 12월 18일 최종검색); 전반적인 평가에 대하여는 

Jayashree Watal, “US—China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A Comment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TRIPS Enforcement Provisions”, The Journal of World Intellectual Property (2010) Vol. 

13, no. 5, pp. 605-619 참조. 
599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61 

회원국은 적어도, 고의로 상표, 또는 저작권을 상업적 규모로 침해한 경우에 

적용될 형사절차와 처벌을 규정한다(Members shall provide for criminal procedures and 

penalties to be applied at least in cases of willful trademark counterfeiting or copyright piracy on 

a commercial scale). (이하 생략) 
600 Para. 7.494. 
601 Para. 7.657. 원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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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상업(commerce)의 의미는 한 시점에 고정된 것이 아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항소되지 

않아 이 쟁점에 대한 항소기구 판정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전의 

판례에 근거하여 볼 때 항소기구 역시 TRIPs 협정의 체결 시점에 

고정되지 않고 발전적 해석을 지지할 것임을 예측하여 볼 수 있다. 

 

 

제 6 절 한계 및 주의점 
 

발전적 해석은 목적론적 접근법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대상과 목적을 고려하는 해석자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한 협정의 대상과 목적은 다수일 수 있으며 

이러한 다수의 대상과 목적 간에 심지어는 충돌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발전적 해석은 늘 극단적인 목적론적 

접근법 또는 사법적극주의와 혼동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602  

상술한 대로 극단적인 목적론적 접근법은 당사국의 의도에 

대한 고려 없이 조약이 일정한 대상과 목적을 가지도록 

고안되었다는 사실에만 주목한다. 따라서 조약에 규정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조항을 해석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603 Golder v. 

United Kingdom 사건에서 Gerald Fitzmaurice 판사는 목적론적 

접근법에 기반하여 유럽인권협약 제6조 제1항에 “the right of 

access”가 내재되어 있다고 본 해석이 조약 원 당사국의 의도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604  

                                            
The Panel emphasizes that the terms used in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61, in 

particular “commercial”, are technology-neutral. A “commercial scale” can apply to 

various forms of commerce and, hence, various means of infringement. The specific 

forms of commerce are not static but adapt to changing forms of competition due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the evolution of marketing practices. The Panel sees 

no reason why those forms of commerce should be limited to the forms of commerce 

that existed at the time of negotiation of the TRIPS Agreement. Accordingly, the 

application of the term “commercial scale” can adjust to different situations, and refer 

to a different relative magnitude or extent, degree or proportion, depending on the 

facts. However, subsequent technological developments do not alter the 

considerations relevant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terms used in Article 61. 
602 D. French, supra note 79, p. 300. 
603 I. Sinclair, supra note 19, p. 131. 
604  G. Fitzmaurice는 그러나 이후 이러한 견해를 수정하여 해석시의 법체계에 비춘 

진보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National Union of Belgian Police v. Belgium, 

Application no. 4464/70, Dissenting Opinion of Judge Sir Gerald Fitzmau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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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발전적 해석을 도입하면 문제된 문언의 통상적 의미 또는 

문언에 드러난 대로의 당사국 의도에 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비엔나 협약 제31조에 규정된 일반원칙에 반하게 된다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발전적 해석에 있어서는 해석자에 의하여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즉 사법 적극주의 또는 재판을 통한 새로운 입법에 

이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입법은 해석자가 아닌 조약 당사국의 

몫이기 때문이다. 605  Feldbrugge v. the Netherlands 사건에서도 발전적 

해석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조약 내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님을 지적한 바 있다. 606  그러나 재판소가 목적 내지는 정책 

지향적 해석을 선호하게 되면 “판사는 입법자가 아니다”라는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해석과 입법의 구분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607 

이러한 맥락에서 발전적 해석에 있어서는 발전적 해석이 

가능한 기준과 한계를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어떠한 

경우에 발전적 해석이 가능하며, 해석자가 문제된 용어의 해석 

과정에서 변화와 발전을 고려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의 

문제이다. 608  극단적으로 말하면 발전적 해석의 한계는 해석을 맡은 

재판정이 법체계의 발전에 따라 해당 용어의 체결 시 통상적 

의미와 완전히 다른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 즉 해당 용어가 기존에 의미하던 것과 완전히 다른 

상황을 규율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609  이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이 자발적으로 내적 한계를 준수할 것만이 

요구된다는 견해가 있다.610 그러나 때로는 당사국의 수가 변수가 될 

수 있다. Namibia 사건611 , Gabčíkovo-Nagymaros 사건 612  그리고 US – 

                                            
605 Interpretation of Peace Treaties (Second Phase),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50, p. 

221, p. 229; Arbitral Award of 31 July 1989 (Guinea-Bissau v. Senegal), R.I.A.A., Vol. XX, pp. 

151 and 152, para. 85 [translations by the Registry]. 
606 Case of Feldbrugge v. the Netherland, Application no. 8562/79 (judgment of 29 May 1986), 

Joint Dissenting Opinion of Judges Ryssdal, Bindschedler-Robert, Lagergren, Matscher, Sir 

Vincent Evans, Bernhardt and Gersing, para. 24. 
607 김대순, supra note 1, p. 1385. 
608 이러한 측면에서 학자들은 사법기관이 분쟁해결시점까지의 변화를 얼마나 고려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범위를 탐구하여 왔다. M. Fitzmaurice, supra note 153, 

pp. 57-58; D. French, supra note 79, p. 299. 
609 D. French, supra note 79, p. 283. 
610 Ibid., p. 299. 
611 supra note 325 참조. 
612 supra note 5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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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rimp 사건613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까지는 발전적 해석에 고려된 

변화가 해석 당시 국제 공동체의 일반적 합의를 반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발전적 해석을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당사국의 

공동의 의도에 부합하면서 조약의 대상과 목적도 달성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조약을 체결한 원 당사국의 수에 

비하여 추후 가입한 당사국 수가 더 많은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 당사국 수가 상대적으로 소수에 지나지 않는 상황에서 

다수의 당사국이 발전적 해석을 지지하는 경우, 이러한 해석이 

정당한지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유럽인권협약 체제의 경우에는 

현재 원 체약국의 수가 상대적으로 소수이므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614 

조약의 해석은 단순한 기계적 과정에 그치지 않는다. 615 

따라서 조약 용어에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자의 역할에는 어느 

정도의 주관과 창의성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또한 모든 해석은 

궁극적으로 어느 정도는 사법 적극주의에 대한 비판과 법의 

고정성에 대한 비판 사이에 위치해 있음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616  

이러한 측면에서 발전적 해석이 해석자의 신의 성실 역시 

요구하는 비엔나 협약 제31조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617  즉 발전적 해석은 제31조에 규정된 해석의 

일반 원칙을 통하여 도출되어야 하며,618 이러한 해석을 적용한 결과 

역시 제31조를 통하여 도출 가능한 범위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발전적 해석의 기초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법적극주의의 

우려를 해소하고 판사가 입법자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613 supra note 497 참조. 
614 M. Fitzmaurice, supra note 153, pp. 58-59. 
615 YBILC (1964), vol. 2, p. 53; R. Gardiner, supra note 66, p. 478. 원문은 다음과 같다. “If 

the process of interpretation cannot be viewed as a mere mechanical one, the role of the person 

giving a meaning to the terms of a treaty is to introduce elements of subjectivity and creativity.” 
616 D. French, supra note 79, p. 282. 
617 E. Bjorge, supra note 132, p. 68; P. Dupuy, supra note 125, p. 128. 
618 ILC Report on the work of its sixty-fifth session (6 May to 7 June and 8 July to 9 August 

2013), Supplement No. 10 (A/68/10), “Chapter IV: Subsequent agreements and subsequent 

practice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treaties”, p. 27, para.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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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우리 삶을 둘러싼 주변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에 따라 

우리 인간의 신념과 가치판단도 점진적인 변화를 겪는다. 619  이에 

따라 사회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법체계도 자연스럽게 변화를 

포용하여야 한다. 국제법 체계는 국내법 체계에 비하여 역동성과 

변동성이 더욱 크고, 이러한 변화는 국제 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제 연맹이 국제 연합으로 변화하고, 집단살해를 금지하는 

규범이 급속히 강행규범화되고, 절대적 주권면제가 제한적 

주권면제로 변화하는 등 국제법 체제의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은 이러한 변화 및 발전을 포용하는 데에는 국내법에 

비하여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취약성은 

국제사회의 법의 지배를 약화시키고 안정성을 저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국제법은 이러한 변화를 안정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시제법 이론을 정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본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발전적 해석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 해석은 조약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유지 및 

제고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조약은 기본적으로 동등한 국제법 

주체인 국가 간의 동의를 통하여 체결되는 것으로서 일차적으로는 

당사국의 의도가 해석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부인할 수 없다. 

조약 해석의 목적 또한 조약 문언에 드러난 당사국의 의도에 

효력을 부여하는 것임은 이미 살펴보았다. 그러나 체결 시 당사국의 

의도에 엄격히 얽매임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필연적인 

변화까지 규율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조약은 존재 의의를 상실하게 

된다. 이는 당사국이 의도한 바라고 볼 수 없으며, 분쟁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 중의 하나가 바로 발전적 해석이다. 항구적인 

체제를 수립하는 다자조약이나 인권과 환경 등 특정 목표를 

달성하려는 목적의 입법적 성격의 다자조약이 일반적인 현대 

                                            
619  “The law can never be oblivious to the changes in life, circumstance and community 

standards in which it functions. Treaties – especially multipartite treaties of an institutional or 

legislative character – cannot have an absolutely immutable character.” Dissenting Opinion of 

Judge Jessup on South West Africa (Ethiopia v. South Africa; Liberia v. South Africa), Second 

Phase, Judgment of 18 July 1966, 1966 I.C.J Report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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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특성상 발전적 해석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비엔나 협약에 법전화된 국제관습법상의 

해석에 관한 규칙들은 기계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개별 요소가 

아니라 연속성과 다층적 측면을 지닌 하나의 통합적인 과정이다. 620 

이 중에서도 발전적 해석은 조약 당사국의 공동의 의도를 달성하는 

것과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달성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달성하는 

까다로운 작업이다. 발전적 해석의 개념은 아직 형성 중에 있으며, 

장기적 또는 항구적 체제를 수립하고 있는 조약에 규정된 일반적 

용어의 해석에 적용된다. 이러한 해석을 사용하면 용어의 통상적 

의미를 변형하게 된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 그러나 살펴본 것과 

같이 발전적 해석 역시 비엔나 협약 제31조의 해석에 관한 일반 

원칙 중의 하나이다. 이 원칙은 협약 제31조에 근거하고 있지만 

그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필요성을 지닌다. 이 해석은 용어의 통상적 

의미를 도출하는 과정에 적용된다. 해석 시점까지의 변화가 

고려되지만, 이는 해당 용어가 의도하는 본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용어의 통상적 의미, 문맥 그리고 대상과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제31조 제1항이 통합적으로(single combined operation) 

이해되어야 할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발전적 해석은 

당사국이 의도하지 않은 새로운 개념을 조약 내로 끌어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변화된 상황에 보다 적합한 해석을 도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조약 체제의 유연성과 지속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이 

해석은 체결시 상황에 엄격히 묶이기보다 유연하고 현실적합성 

높은 시각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한다. 이 또한 해당 조약 체제의 

항구적인 적용을 예정한 당사국의 의도일 것이다. 이로써 발전적 

해석은 법의 목표인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사이에서 

균형추의 역할을 수행한다.  

물론 발전적 해석의 이러한 효용에 착안하여 모든 용어를 

무분별하게 발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발전적 

해석을 적용한 결과가 반드시 더욱 낫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발전적 해석은 그것이 적용되는 

상황과 기준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해석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당사국의 의도에 기반한 발전적 

                                            
620 Georges Abi-Saab, supra note 77, p. 459. 



 

 123 

해석은 체제의 안정성을 제고한다. 

일반적으로 분쟁해결에 있어 도출된 해석이 분쟁당사자들에게 

얼마나 납득가능한지 여부는 분쟁의 개별 맥락에 달려 있으며, 이는 

이들이 계속하여 해당 조약 체제의 일원으로 남아있을지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621 현재까지 국제 분쟁에서 사용된 발전적 해석은 

당대 국제공동체의 합의를 반영하거나 향후 국제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왔다. 분쟁당사국들 역시 이러한 판정을 수용하고 

판정에 제시된 기준을 이행하여 왔다. 발전적 해석의 발전 과정은 

그 자체로 국제법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논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에서 발전적 해석의 

필요성이 점차 강하게 제기될 것이다. 특히 이러한 필요성은 

인권조약이나 환경조약 등 그 성격상 발전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용어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 조약이나 항구적인 체제를 창설하는 

다자조약의 경우 더 높아질 것이다. 622  국제사회를 안정적으로 

규율하는 수단 중의 하나로서 국제법과 다자 조약에 대한 의존도와 

수요가 높아질수록 발전적 해석에 대한 요구 역시 점증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발전적 해석은 국제통상법 체제를 규율하는 

다자조약 체제인 WTO 협정의 해석에 필요성이 높다. 다변화된 

이익관계와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통상법 체제에서 발전적 해석은 

WTO 체제가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체제의 존속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법적 논리의 부족과 

사법적극주의에 대한 비판이 일부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당사국의 의도의 문제도 여전히 논란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사법부의 역할에 관하여 모든 법체계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동 해석을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분야의 판례가 지속적으로 축적됨으로써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작업은 WTO 패널 및 항소기구를 비롯한 여러 

국제재판소에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621 D. French, supra note 79, p. 282. 
622 R. Bernhardt, supra note 25,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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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cess of treaty interpretation is an integral part of the legal system 

in which the text is placed. There was the time when the need to make the rules 

on interpretation was questioned due partly to its characteristics not as a science 

but as an art. But nowadays the “general rule of interpretation” codified in the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plays a pivotal role not only in 

settling disputes, but also in solving potential 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Evolutionary interpretation of treaties refers to the notion that the 

meaning of treaty provision may develop or change over time. In other words, 

this approach considers that texts of a treaty can change their meaning in 

accordance with social and legal developments. If the purpose of a treaty is to 

craft longer and permanent relations between the contracting states, it is hardly 

compatible with the purpose to do away with new developments from the 

process of treaty interpretation. As a growing number of treaties is concluded 

multilaterally, and aims to create a permanent regime,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evolutionary interpretation are getting noticed by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as well as scholars. The task of evolutionary interpretation 

is to ensure that a new reading reflects the common desire of the parties as if 

they had renegotiated the same agreement. 

Some scholars appear to make a clear distinction between this approach  

and the general rule of interpretation codified in Article 31 of the VCLT, and 

sometimes to go so far as to consider this to be an opposite of the Article 31, 

especially in the case of the interpretation of human rights treaties. It is possible, 

however, to deduce the evolutionary approach from the general rul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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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etation, since the VCLT embraces various approaches to interpretation. 

Article 31 of the VCLT clarifies that the interpretation of treaties should not 

only be stuck to the strict rule of original intention of the parties, upon which 

vocal opponents of the evolutionary approach are based. Furthermore, 

international decisions cannot be isolated entirely from the standards expressed 

in the customary rules on interpretation of public international law. 

This paper aims to suggest a brief guideline on the meaning of 

evolutionary interpretation of treaties, and when and where interpreters could 

use the method. In particular, this approach is a proper method for the 

interpretation of WTO covered agreements. It helps to secure the stability and 

durability of WTO system. 

First, Part 2 introduces Articles 31 and 32 of the VCLT, the root and 

starting point of treaty interpretation. Article 31 of the VCLT is the mixture of 

various approaches. Among these, the basis of evolutionary interpretation can 

be found in the teleological approach and the principle of good faith. 

Evolutionary interpretation results from the “ordinary process” of treaty 

interpretation. Teleological interpretation, dynamic interpretation, and the rules 

of interpretation in the VCLT form an indispensable part of treaty interpretation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Part 3 examines the concept of a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evolutionary interpretation. This includes the relationship with the rule of 

interpretation of the VCLT, and the specific need to adopt this approach, and 

the limit of this interpretation. There is a number of practical reasons to interpret 

treaty texts in an evolutionary manner. The recognition of the effect of the 

evolution of rules of international law on interpretation is of growing concern 

these days, since treaties intended to be applied for an indefinite period of time 

and those establishing certain legal regimes give rise to the need to consider 

time factors into interpretation of certain treaty provisions. Some point out that 

too much emphasis on dynamic elements in interpretation of treaties could 

undermine the stability of treaty regime. However, the durability of treaty 

system requires interpreters to consider changes into interpretation of treaty 

texts, since every legal regime is subject to change. 

Part 4 proceeds on how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have adopted 

the approach in recent disputes, and attempts to find scope and limitation in 

using it. The ICJ categorized some conditions which raise the special need for 

using evolutionary method: the term in question should be “generic”; and it is 

required that the treaties in question be destined to enter into force for an 

unlimited duration. Cases such as Namibia,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Gabčíkovo-Nagymaros, and Dispute regarding Navigational and 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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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s show that the evolutionary interpretation of treaty terms was a general 

reflection of predominant though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t the time 

of interpretation. The case-law of the ECtHR also provides profound 

implication for the evolutionary interpretation of WTO covered agreements. 

The main theme of this thesis, Part 5, focuses on the evolutionary 

interpretation of WTO covered agreements. The WTO system aims to develop 

an integrated, more viable and durabl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here is a 

special need for interpreting a treaty term in an evolutionary perspective when 

the treaty establishes a kind of “objective obligation” which directs member 

nations to further realization of certain common goals. This part analyzes the 

applicability of evolutionary interpretation on the covered agreements. This 

method can be adopted through Article 3.2 of the DSU. Special focus is placed 

on the analysis of Appellate Body Reports on US – Shrimp and China – 

Audiovisual.  

As to the original will of the Parties, an issue could be raised in relation 

to whether there is an indication that the parties to a treaty intended to change, 

and whether the parties even agreed to replace the original interpretation of the 

treaty with a new interpretation according to subsequent development and/or 

changes in social and political conditions. The method of evolutionary 

interpretation has always the possibility to be misinterpreted as “judicial 

activism”, in that it risks giving interpreters too much discretion. Some feared 

that the evolutionary approach amounts to a denial of drafters’ intentions as 

expressed in the texts of a treaty and original meaning. Others warned that if 

treaties can be objectively revised, it would provide tribunals too much latitude, 

with too few safeguards, for discretionary decision-making. In this regard, 

scholars have pondered the extent of the freedom of the judicial body consider 

the recent development against the allegations of judicial activism. But the 

rigorous test of intention of the Parties is not appropriate approach to the 

interpretation of multilateral treaties such as WTO agreements. 

As Waldock states, if the process of interpretation cannot be viewed as a 

mere mechanical one, “the role of the person giving a meaning to the terms of 

a treaty is to introduce elements of subjectivity and creativity.” Furthermore, a 

variety of “mechanisms” by which a tribunal may undertake a broader 

interpretative approach, though all ultimately raise the same inevitable tension 

between accusations of judicial activism and counter-arguments of inflexibility 

and insularity. In this sense, judges should never lose sight of the general rule 

of interpretation laid down in Article 31 of the VCLT. The governing court or 

tribunal should keep in mind that their judgment should be based on the Article 

31. Moreover, the result of the evolutionary interpretation should be locat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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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sible reach of the article, since the good faith principle stipulated in it 

includes the obligation of an interpreter. 

The final conclusion states the growing importance of the evolutionary 

interpretation of treaties. The evolutionary interpretation is an arduous and 

tricky task of keeping balance between respecting the will of the parties and 

maintaining flexibility to achieve the object and purpose of a treaty. The 

evolutionary interpretation of treaties is still unquestionably a developing 

concept and therefore its analysis is also fluid and for the time being awaiting 

some general and definite conclusions. But this flexible approach contributes 

to realize the object and purpose of a treaty, to reduce fragmentation and to 

promote coherence in international law. The approach plays an essential and 

effective role in supporting the stability and adaptability of a legal regime. 

Although sometimes it is considered to be a change in ordinary meaning, 

it is rooted on the general rule of interpretation codified in Article 31 of the 

VCLT, and has its meaning in the possible scope of ordinary meanings, without 

altering its fundamental nature. It is not to adopt entirely new meaning into a 

treaty, but to promote the applica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treaty. Generally, 

the extent to which treaty interpretations are acceptable to the parties is very 

much dependent upon the individual context of the dispute and the decision 

ultimately reached, and in turn affects the member states’ future attitudes to 

remain as a party. As discussed above, evolutionary methods utilized in 

international decisions up to now have been well received by the parties to the 

disputes in most cases. For a variety of practical reasons, the need for 

evolutionary approach will be raised repeatedly in a growing number of 

international disputes, in particular concerning international trade pacts 

creating perman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 remaining allegation of lack 

of legal reasoning in some cases and of judicial activism still awaits to be solved 

through the more consistent and systemic use of th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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